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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제정 2007. 2. 1

개정 2008. 2. 1

개정 2008. 3. 1

개정 2008.11.10

개정 2009. 3. 1

개정 2009. 6. 8

개정 2009. 9.14

개정 2009.12. 1

개정 2010. 9. 6

개정 2011. 3.21

개정 2011.11. 1

개정 2012.10.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10. 1

개정 2013.11.18

개정 2014. 3. 1

개정 2014. 9. 1

개정 2014.11. 1

개정 2015. 9. 1

개정 2015.12. 1

개정 2016. 3. 1

개정 2016. 9. 1

개정 2016.11.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4.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보편적 목적과 본교

의 교육이념인 “연구하고 봉사하는 보건의료인”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하여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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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 및 교육조직) ①본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전캠퍼스와 경기도 성남시

에 소재하는 성남캠퍼스를 둔다. (개정 2014.3.1)

②대전캠퍼스에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두고 성남캠

퍼스에는 보건과학대학, 바이오융합대학, 간호대학, 교양학부,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4.3.1, 2017.3.1)

③대전캠퍼스 및 성남캠퍼스는 각각 독자적으로 교육적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 및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학생정원과 수여학위) 각 대학의 학과(학부) 및 입학정원과 수여학위는 별표 1및 2

와 같다.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과

대학의 의예과와 의학과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②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 기준에 따라 6학기 혹은 7학기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는 제외한다.

제5조(재학연한) ①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

의 의예과와 의학과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②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재학연한 내에 본교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다만,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6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①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3. 계절학기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

항은 따로 정한다.

②제2학기의 시작은 2주 내의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③임상실습을 하는 학년(의학과 3, 4학년 등)은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업과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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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

변이나 학교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주 한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0.9.6)

②의과대학 의학과의 수업일수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제9조(휴업일) ①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하계방학

4. 동계방학

②비상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방법 및

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③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습 및 그 밖의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0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다만, 대

학원의 2학기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의 입학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1)

제11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졸업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2. 그 밖의 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

고 인정된 자.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8.11.10, 2013.7.1)

제12조(지원절차) ①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입학원서와 전형료 및 다음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한다.

1. 학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② 제출한 서류 또는 전형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입학시험전형관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확정된 입학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4.11.1)

제13조의1(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영향평가) ①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교육 유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선행교육 영향평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1)

제14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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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의 허가는 소속 대학장 혹은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 및 납입금을 납부하는 외에 등교

와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입학허가 후 제11조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전항의

의무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 재입학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재입학 후 다시 제적된 자

제17조(편입학) ①해당학년의 정원에 결석이 발생한 경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편입생

을 모집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③학사학위 소지자의 편입학은 총 입학정원의 2％,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4% 이내에 한

하여 입학정원 외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3.1)

④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및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의료인력 양성

학과와 유치원 교사 양성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 중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야간운영학과는 30%)를 정원 외로 3학년 또는 4학년에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제7장 소속변경

제18조(소속변경) ①소속변경(전과)은 1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 중 학과 모집정원 범위 내

에서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소속변경은 동일 캠퍼스 내에서만 허용한다.

③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9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은 정해진 납입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9조의2(등록금 심의위원회) ①본교 학생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 심

의위원회를 둔다.

②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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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매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전산입력

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1.3.21)

②수강과목의 변경절차는 학칙시행세칙Ⅰ 제15조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21)

③실습과목을 제외하고는 한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자가 20명 미만일 때에는 총장이 해

당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

제9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1조(휴학) ①학생이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계속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

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2.7.1, 2014.3.1)

②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은 재학 중 3회(의학과는 4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2년 이내)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및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2.7.1)

④휴학은 학기 중의 심각한 질병, 군입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학기 개

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의과대학 의학과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복학) ①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

만, 그 기간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3.1)

③의과대학 의학과의 복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제2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가 연서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정해진 양식의

자퇴원을 제출하며 소속 대학장을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적) ①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

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2. 4주 이상 무단 결석한 자

3. 매 학기 개강 4주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08.11.10)

4. 학업 성적이 열등하여 재학연한을 이수하여도 졸업이 불가능한 자

5. 3회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다른 대학에 신입 또는 편입학한 자

7. 본인 사망

②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는 전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유급으로 인한 제적사유를 학

사운영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3.1)

제10장 교과이수, 수료 및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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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과목) 각 대학의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 및 Pass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Pass과목은 사회봉사과목 등과 같

이 본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별도로

정한 과목에 한한다.

제26조(교육과정) ①본교의 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정한다.

②교양과정 중 이수할 교양과목은 단과대학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③학과의 교육과정에는 수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양 및 전공과목과 Pass과목의

수 및 학점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 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교과목 이수단위)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하되,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

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등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

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제28조(수업시간표)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개시되기 4주 전에 각 대학의 교육

과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속 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한다.

제29조(이수학점) ①학생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하되 21학점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졸업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학과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②전학기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학점까

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의예과 및 의학과는 초과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각 대학(의과대학 제외)의 신입생은 입학 후 4주 이내에 교양과목 중 총장이 지정

하는 과목에 한하여 본교에서 실시하는 특별시험 혹은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

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최고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30조(학점인정) ①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

1. 편입학생이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국내외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원격강좌 포함)

3. 국내외의 기관(기업 포함)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4. 그 밖의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에 합당한 사항

②학교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 또는 연수 등은 협약에 의한 범위

안에서 관련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1)(개정 2009.12.1)

③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으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5년 이내 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연도에만 학점으로 인

정할 수 있으며, 학점 및 성적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에 준하여 인정하며 성적처리는

P(pass), NP(Nonpass)로 한다.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5.12.1)(개정 2017.3.1)

제31조(수료) ①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

1. 제1학년 수료 30학점 이상

2. 제2학년 수료 60학점 이상

3. 제3학년 수료 90학점 이상

②의과대학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0학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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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낙제된 과목의 이수) 낙제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을 재수

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별

도의 지침에 정한다. (개정 2008.3.1)

제33조(학사경고) 각 대학의 매 학기말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5 미만(의예과의 의학과

는 2.0 미만)인 자를 학사경고 한다.

제34조(유급) ①3회 이상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해당연도 해당학년을 유급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의예과 포함) 및 간호대학 간호학과는 해당 학과의 학사운영내

규를 적용한다. (개정 2008.3.1, 2009.9.14)

②유급은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계속 시킬 수 없다.

③유급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②계약학과는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3.21)

제36조(학위수여) ①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는 별표2의 학위를 수여한다.(별지 제1호 서식)

1.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조기졸업 제외) 최소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의학과

는 별도로 정함) (개정 2014.3.1)

2.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전공필수와 교양필수를 모두 이수한 자(2014학년도 신입생

부터는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70학점 이상,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교양 30학점 이

상 이수(전공기초 이수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함) 다만, 의학과는 별도로 정함. (개

정 2014.3.1.)

3. 4년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로서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이에 갈음하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09.3.1)

4. 본교에서 정한 졸업인증제 자격(과정)을 취득 이수한 자(다만,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

생, 수업연한이 1년 이하로 제한된 편입생, 북한이탈주민전형입학생, 재외국민과 외

국인전형입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07.9.1)(개정 2008.11.10)

②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인정 등

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

서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8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

신청을 할 경우

2. 학사학위 취득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교에

서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로 전공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 이수한 경우 (개정

2009.12.1)

③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④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9.6)

제37조(부전공) 부전공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선택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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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한다. 부전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38조(복수전공)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에 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졸업시기) 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한다.

제40조(졸업취소) 졸업생으로 부정행위 혹은 과오로 인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의1(졸업유예) 학사과정의 학생은 졸업학점요건이 충족되어도 취업, 졸업인증제

등을 사유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2.10.1)(개정 2014.3.1, 2014.9.1)

제11장 평생교육

제41조(시간제등록생) ①일반사회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교에 개

설된 학과(부)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42조(학점은행제)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별지 제3호 서식 학위증)를 수여한다.

②학점은행제의 운영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13조(적

용의 배제)는 제외한다. (개정 2016.9.1)

③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1)

제43조(비정규특별과정) ①본교에서는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1년

미만의 비정규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비정규특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자격인증제) ①자격인증제는 본교에 설치된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정

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분야의 전문인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여 인증서를 수

여할 수 있다.

②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장 시험 및 성적

제45조(시험의 종류) 시험은 학기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시험과 각 대학의 교수

회 또는 과목 담당교수가 수시로 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수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제46조(수험자격) 각 교과목의 매 학기 수업시간의 3주 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수

험자격을 상실한다. 단, 질병, 학기 중 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3.21, 2016.9.1, 2017.3.1)

제47조(시험방법) ①시험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 담당교수의 의견

에 따라 구술시험 또는 논문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과목 담당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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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제48조(추가시험) 질병, 학기 중 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

지 못하는 자는 사유서를 제출한 후 과목 담당교수와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6.9.1)

제49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수업 참여

도를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Pass과목은 P(Pass) 혹은 NP(Nonpass)로 평가한다. (개정 2017.3.1)

②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

다. (개정 2014.3.1)(시행 2015.3.1)

등급 평가 득점

A+ 4.5 95점 이상

A 4.0 90 ～ 94점

B+ 3.5 85 ～ 89점

B 3.0 80 ～ 84점

C+ 2.5 75 ～ 79점

C 2.0 70 ～ 74점

D+ 1.5 65 ～ 69점

D 1.0 60 ～ 64점

P 학점인정

H(Honorship Pass) 등급 중 상위 15%(졸업인증제 및 현장실습과목

에 한하며, 상위 15%인자 중 과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부여할 수 있

음.) (신설 2016.3.1)

I(Incomplete) 성적유예

F 0 59점 이하

③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13장 포상과 징계

제5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에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징계) ①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52조(시행세칙)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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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등록금 및 장학금 (개정 2011.3.21)

제53조(입학금) ①입학 및 편입학이 허락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입학금을 내

야 한다.

②재입학이 허락된 자는 정해진 등록금 외에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금을 기준으로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54조(등록금)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총장이 지정한 기일에 수업료 및 기타 정해진 등록

금을 내야 한다.

②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다만,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8주차 시작 전에 휴한 자는 휴학 전 납입한 등록금 대체로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③다음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액을 적용받는다.

1. 수업일수 8주차 시작 후에 휴학하고 복학한 자 (개정 2011.3.21)

2. 재입학한 자

3. 유급한 자

제55조(등록금의 감면) 등록금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석, 정학, 제

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제56조(등록금의 반환) 한번 납입한 금액은 과오납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는 예외로 한다.

제57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가계곤란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장학금) ①본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가계곤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은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장의 제청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또는 징계된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제59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 인

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위탁생의 제적) 위탁생이 재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학처에 신고하고 자퇴하여야 한다. 만약 소속기관을 사임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이 취소된다.

제61조(외국인학생의 입학 및 편입학) ①외국인으로서 제6장 입학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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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의 편입학 자격이 인정된 자는 심사를 거친 후 해당 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62조(외국인학생의 교육이수인정) ①제6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입학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7.1)

②외국인 학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2.7.1)

제16장 공개강좌

제63조(공개강좌) ①본교에서 직무, 교양 또는 특수목적의 연구상 필요한 학술이론과 기

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개설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직제 및 조직

제64조(직제) 본교의 직제 및 조직은 관계법령, 정관이 정하는 바 외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장 교수회와 교무위원회

제65조(교수회)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 교수회, 캠퍼스 교

수회 및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

제66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교수회의 소집) ①전체 교수회 및 캠퍼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며 각각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총장 및 학장이 궐위 시에는 부

총장 및 부학장이 대신할 수 있다.

②각 교수회는 구성교수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총장 및 학장이 소집하고 재

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68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총장 및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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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교무위원회) ①본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 위

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시험, 공개강좌 등 주요 학사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②교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0조(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교무위원회는 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및 총장

이 지명하는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1)

②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참석 시킬 수 있다.

③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장 학생활동

제71조(총학생회 설치 및 운영) ①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

여 대학설립정신과 교육이념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두

며,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72조(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별도로 정한

다.

제73조(학생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정해진 학생회비를 내야 한다.

제74조(임무 및 기능) 총학생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

2. 의료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그 밖의 학생 자치활동

제75조(활동 및 간행물) ①학생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사전 신고하고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ㆍ외 10명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및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②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76조(금지활동) 본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 및 면학분위기를 저해하

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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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대학원

제77조(대학원) 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간호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특수대학원의 학칙

과 학칙시행세칙 및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78조(부속기관) ①본교에 학술정보원, 학보사, 생활관, 동문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부

속병원 등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9.3.1, 2009.11.1, 2011.11.1, 2013.7.1)

②학술정보원 산하에는 학술정보팀, 전산정보팀, 범석의학박물관을 둔다. (신설 2011.11.1)

③전 항의 각 부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1.1)

제79조(부설기관) ①본교에 평생교육원, 임상수기훈련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개발연

구센터, 임상수기훈련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을지인력개발원,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

을지중독연구소 및 각종 연구소 등의 부설기관을 둔다. (개정 2009.11.1, 2011.11.1, 2015.9.1)

②(삭제 2015.9.1)

③전 항의 각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1.1)

제22장 산학협력단 등

제80조(산학협력단) ①본교에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한 산학협력단을 설치한다.

②산학협력단은 본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③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계약학과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

영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2.1)

제23장 학칙 개정

제82조(학칙개정) ①학칙개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은

교학처장에게 학칙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교학처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무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10

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학칙개정안의 공고는 학내 게시판 또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 공고한다.

④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규정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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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개정되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후 공포

한다. (개정 2009.6.8)

제24장 자체평가 (신설 2009.6.8)

제83조(자체평가) 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연구·교육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장 학교기업 (신설 2009.9.14)

제84조(학교기업)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

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학교기업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0740호)에 따르며,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을지대학교 학교기업설치․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종목 및 관련

학과 또는 교육과정을 학칙에 기재한다.

④학교기업 설치․운영현황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3.11.18)

제85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8)

②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

한다.

제8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학교기업운영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30% 범

위 안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

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제26장 장애학생지원 (신설 2016.3.1)

제87조(장애학생지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

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8조(장애학생 편의제공)「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

애학생이 교육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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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 학생 집단활동 (신설 2016.11.1)

제89조(학생집단활동) ①집단활동(대학전체 행사, 학과행사,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행사(활동)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둔다.

②책임자는 집단활동 시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③집단활동 중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집단활동에 대한 운영중지․폐쇄․재정지언 중

단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자 및 집단활동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장 보 칙

제90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6.8, 2009.9.14)

부 칙

①이 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통합에 따른 승계)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에서

학생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적용한 학칙과 제규정은 을지대학교가 승계한다.

③(폐지되는 을지의과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을지의과대학교의 학생(대

학원생을 포함한다)은 신설된 을지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되, 교육과정ㆍ이수ㆍ수료 및 졸업요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동

대학의 병원경영학과 학생 중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존속기간 내에 전공필수 교과목

의 수강이 어려울 경우 졸업 최소 학점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④(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은 2009년 2

월까지(2년제 학과는 2008년 2월 29일까지, 3년제 학과는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

하는 것으로 보아 동 대학 및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ㆍ이수ㆍ수

료 및 졸업요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동 대학의 학생 중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을지대학교

에 개설된 유사과목을 수료하도록 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

본교 정원 외나 타 전문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폐지되는 서울보건대

학 평생교육원에 2006년까지 입학한 전문학사 수강생으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을지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10.9.1)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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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 제3조의 별표1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6조제1항제3호의 내용 중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에 대한 기준 적용은 2012년

2월 28일까지 보건과학대학 및 보건산업대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만, 학부폐지, 부속․부설기관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되는 의료경영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의료경영학과는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학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학칙 시행 당시 의료경영학과

에 재적하는 자에게는 개정 전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

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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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여가디자인학과를 스포츠아웃

도어학과로 명칭변경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의 시행 전에 여가디자인학

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6년 2월까지 학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보되 휴학 등 정당

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

라 스포츠아웃도어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학칙 제49조제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별표1 및 별표2의 피부관리학과를 미용화장품과학과로 명칭변경 개정규정은 2015년 3

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2의 물리치료학과 수여학위 변경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의 시행 전에 피부관리학과

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8년 2월까지 학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보되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미용화장품과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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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교 모든 규정에서 학칙 별표1의 보건산업대학을 별표1의2 바이오융합대학으로 변경

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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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 과 명 입학정원 대학 학 과 명 입학정원

의과
대학

의 예 과 40

보건
산업
대학

식품영양학과 40

의 학 과 (40) 식품산업외식학과 52

임상병리학과 37 보건환경안전학과 60

간호
대학 간호학과

대 전 70
의료경영학과 40

성 남 80
의료IT마케팅학과 60

보건
과학
대학

임상병리학과 70
의료홍보디자인학과 40

안경광학과 70 스포츠아웃도어학과 40

의료공학과 40 장례지도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유아교육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중독재활복지학과 40

치위생학과 70

물리치료학과 70

미용화장품과학과 40

〔별표 1〕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2010.9.6, 2013.3.1, 2014.9.1)

2016학년도 신입학생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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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신설 2016. 3. 1)

2017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17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학과 (40)

임상병리학과 37

간호대학
간호학과(대전) 70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70

안경광학과 7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70

물리치료학과 70

바이오
융합
대학

바이오
시스템융합
학부

식품영양학과 40

식품산업외식학과 40

보건환경안전학과 60

의료IT학과 60

의료공학과 40

미용화장품과학과 40

보건복지
융합학부

의료경영학과 40

의료홍보디자인학과 36

스포츠아웃도어학과 35

장례지도학과 40

유아교육학과 40

중독재활복지학과 36

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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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각 단과대학 학과 및 입학정원 (신설 2017. 4.19)

2018학년도 신입학생 적용

대 학 학 과 명
입학정원

2018

의과대학

의예과 40

의학과 (40)

임상병리학과 37

간호대학
간호학과(대전) 70

간호학과(성남) 80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70

안경광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방사선학과 65

치위생학과 40

물리치료학과 70

바이오
융합
대학

바이오
시스템융합
학부

식품영양학과 40

식품산업외식학과 40

보건환경안전학과 40

의료IT학과 40

의료공학과 40

미용화장품과학과 50

보건복지
융합학부

의료경영학과 40

의료홍보디자인학과 36

스포츠아웃도어학과 35

장례지도학과 40

중독재활복지학과 36

아동학부
유아교육학과 20

아동학과 20

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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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의과
대학

의 예 과

보건
산업
대학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식품산업외식학과 이학사의 학 과 의학사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보건환경안전학과 이학사

간호
대학 간호학과

대 전 간호학사 의료경영학과 보건학사

성 남 간호학사
의료IT마케팅학과 이학사

보건
과학
대학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의료홍보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
사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경영학사

의료공학과 공학사 장례지도학과 보건학사

응급구조학과 보건학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중독재활복지학과 문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

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
학사

미용화장품과학과 보건학사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 (개정 2010.9.6, 2012.7.1, 2014.9.1)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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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대학 학 과 명 수여학위

의과
대학

의 예 과

바이오
융합
대학

의료공학과 공학사

미용화장품과학과 보건학사의 학 과 의학사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간호
대학 간호학과

대 전 간호학사 식품산업외식학과 이학사

성 남 간호학사 보건환경안전학과 이학사

보건
과학
대학

임상병리학과 보건학사 의료경영학과 보건학사

안경광학과 안경광학
사 의료IT학과 이학사

응급구조학과 보건학사 의료홍보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경영학사

치위생학과
치위생

학사
장례지도학과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
학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문학사

중독재활복지학과 문학사

〔별표 2의 2〕

학사학위 수여구분 (신설 2017.04.19)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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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현황 (신설 2013.11.18)

학교기업명 관련학과 사업종목 설치장소(소재지)

EMF
(을지메디컬푸드)

식품산업
외식학과

10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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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학 위 증

성 명 : 0 0 0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다음의

학위를 수여함

>> 전 공 : ○ ○ ○ 학 사(○ ○ ○ 전 공)

○ ○ ○ 학 사(○ ○ ○ 전 공)

>>부전공 : ○ ○ ○ ○

20 년 월 일

0 0대학장 0 0박사 0 0 0

이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0 0박사 0 0 0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 을지대 (학)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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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수 료 증

성 명 :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과(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박사 ○○○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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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학 위 증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 )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총장 ○○박사 ○ ○ ○

학위번호 : 을지대_학점_○○○○ - ○○○○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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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I

제정 2007. 2. 1

개정 2008. 3. 1

개정 2008.12.31

개정 2009. 3. 1

개정 2009.12. 1

개정 2011. 3.21

개정 2011.11. 1

개정 2012.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9. 1

개정 2017.12.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82조에 따라 학칙의 시행

및 원활한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입학 및 재입학

제2조(편입학) ①본교에서 요구하는 정해진 학력을 취득하고 본교에 편입학하고자 할 때

에는 학칙 제17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②편입학한 자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에서 요구하는 선수과목에 부합하

는 과목의 학점은 과목 담당교수의 심사 후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과목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본교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학사편입학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일반편입학

일반편입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60학점 이상 취득자는 3학년, 학칙 제

17조제4항에 해당자는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을 수학한 자 다만,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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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다만,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을 수학한

경우 해당 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4.3.1)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

4) 의학과의 경우에는 4학기, 80학점 이상인 자

3. 외국인 편입학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외국인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

한 자. 다만, 의학과는 일반편입학 요건에 따른다. (신설 2017.12.1)

④그 밖의 세부사항은 입학시험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3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해당학년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1

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기 이수학점 수에 따라 재입학 학년을 결정

할 수 있다.

②학칙 제16조에 따라 본교에 재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학제변경 이전의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인한 제적자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현행 학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성적인정) ①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성적은 정해진 학점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정

받지 못한 학점에 대하여는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편입학자와 재입학자의 졸업인정 학점 수는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인정

절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수를 포함하여 학칙 제36조에 의한 이수학점 수를 충족하

여야 한다.

제3장 휴학 및 복학

제5조(일반휴학) ①가사사정 등의 이유로 일반휴학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기 개시일 2주 전부터 학기 개시일 4주 이내에 지도교수, 학과장, 소속 대학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원서(정해진 양식) (개정 2012.7.1)

2. (삭제 2014.3.1)

3. 진단서(해당자에 한하며, 본교 부속병원 및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발행)

4. 임신(임신진단서), 출산․육아(자녀출생증명서) (신설 2012.7.1)

②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 이미 납입한 납입

금으로 대체하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복학 시 재등록하여야 한

다. (개정 2008.3.1, 2014.3.1)

③휴학기간 중이라도 1년 이내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 횟수는 2회로

계산한다.

④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에는 임신·출산·육아,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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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업을 받고 임신·출산·육아, 질병휴학을 하

는 자는 중간시험,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

다. (신설 2009.12.1)(개정 2012.7.1)

제6조(입영휴학) ①병역관계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원서(정해진 양식) (개정 2012.7.1)

2. 입영통지서나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일자/입영결과조회서 (개정 2012.7.1)

②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업을 받고 군입영 휴학을 하는 자는 중간

시험,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③군입영휴학자의 복무기간 연장(의무복무에 한함) 및 유급처분에 따라 이수하는 학기

를 맞추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군입영휴학자가 입영 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납입금으

로 대체한다.

⑤입영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학과장에게 신고 후 복학 혹은 일반휴학에 필요한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휴학자의 입대휴학 수속) ①본 세칙 제5조에 의하여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

의무 관계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본 세칙 제6조

에 의한 입영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일반휴학 중 군입영 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복학 시

납입금은 기존에 납입한 납입금으로 대체한다.

제8조(특별휴학) 편입학자 혹은 9차 이상 등록하여야 할 학생의 필수과목이 해당학기에

는 개설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개설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학기에 6개월간의 특별휴학

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휴학은 학칙 제21조에 정한 휴학의 횟수제한에 해당하

지 않는다.

제8조의1(창업휴학) ①창업의 이유로 창업휴학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

기 개시일 2주 전부터 개시일 4주 이내에 지도교수, 학과장, 소속대학장, 창업교육센터

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1. 휴학원서(정해진 양식)

2. 해당연도 사업자등록증

②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 이미 납입한 납입

금으로 대체하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복학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 중이라도 2년 이내에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 횟수는 2회로

계산한다.

④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업을 받고 창업휴학을 하는 자는 중간시

험,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복학) ①복학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학칙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

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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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학원(정해진 양식)

2. 병적확인서 또는 제대증 사본(군제대자)

②복학자가 재학연한까지 학업을 계속하여도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복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개설과목

제10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본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학처장을 위

원장으로 하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9.1)

②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및 단과대학 교육과

정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개정 2017.9.1)

③교육과정은 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

제11조(개설과목) 학과에서 매 학기 개시 2주 전에 학칙 제26조 및 관련규정과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및 선택과목을 구분하여 개설 공고한다.

제12조(교직과목)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수강신청 및 수업

제13조(수강신청 기간 및 효력) ①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 전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

청을 한다. 다만, 해당학기에 수강신청자가 학칙 제20조, 제53조 및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과 납입금의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

제14조(수강신청의 절차) ①수강신청은 본교에서 공고한 기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

생 본인이 전산 입력한다. (개정 2011.3.21)

②(삭제 2011.3.21.)

③장애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

④학과 및 지도교수는 수강신청전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제15조(수강신청의 변경 및 취소) ①수강신청의 변경과 취소는 학기 개시 후 1주 이내에

별도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3.21)

②수강신청한 과목이 학칙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폐강된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수강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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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2011.3.21)

④(삭제 2009.12.1)

⑤(삭제 2009.12.1)

⑥(삭제 2011.3.21)

⑦의예과 및 의학과는 이미 신청한 수강과목의 변경 혹은 취소를 할 수 없다.

제16조(재수강과목 우선신청) ①재수강신청은 과거에 취득하지 못한 필수과목부터 재수

강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업성적이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나 대

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재수강 신청을 허용하며 재수강 후 전 취득학점보다 상위

급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성적(C+ 이하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

는다.(단, 2019학년도부터 재수강 신청가능 성적을 C0등급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17.3.1., 2017.12.1)

③한 학기에 학점취소를 위한 재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에 한하여 허용하되 3과목을 초

과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에 대해서는 총 2회까지만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단, 2017

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재학연한 이내 총 24학점까지 신청가능하며, 한 학기당 2과목으로

제한함) (개정 2017.3.1., 2017.9.1)

④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은 성적등급이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폐강과목의 대체) ①수강신청한 과목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업

이 진행될 수 없어 폐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수업개시 3/4선 이전 : 동일 과목구분의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수업개시 3/4선 이후 : 중간시험성적으로 기말시험을 대체하고 학점을 취득한 것으

로 인정한다.

②재수강을 신청하는 미취득 전공필수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이 지정하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학기당 수강학점) 사회봉사 등과 같은 Pass과목은 학칙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최대 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9차 이상 등록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 ①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하여 재학함으로

써 9차 이상 등록한 학생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업연한을 초과(9차 이상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수강학점이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수강학점이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수강학점이 7학점 이상 9학점 이하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수강학점이 10학점 이상일 경우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제20조(수업) ①수업시간은 1교시당 50분(야간은 45분)으로 하고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주중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출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개정

2015.3.1)

②학과장은 교육과정에 따른 강의시간표를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 교학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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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2017.9.1.)

제20조의1(휴강 및 보강) ①매학기 교과목 담당교원은 정해진 기간동안 휴강 없이

충실히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보강계획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업일수가 충족된

경우에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9.1)

②제1항에 의거 휴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은 해당 교과목

수강학생들이 타 교과목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종료일(보강주간

포함)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

③보강을 실시한 후 보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제21조(강의계획서) 과목담당 교수는 해당 과목의 수업내용, 교재 및 평가방법 등을 기재

한 정해진 양식의 강의계획서를 전산입력 후 출력하여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교학

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1주일 전까지 입력해

야하며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개정 2017.9.1)

제6장 평생교육

제22조(시간제등록생) ①시간제등록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

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해당연도 총 입학 정원의 100분의 10범위로 한

다. 다만, 전문인을 양성하는 의학, 약학 및 사범계열학과(부)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③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성적 등

으로 선발한다.

④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내야 한다.

⑤시간제등록생의 이수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한 전일제 학생 개설교과목 중에서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⑥시간제등록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점은행제)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받은 자가 본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사학위(학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는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및 동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학점 이상인 자. 다만, 이 규정을 통

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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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3호의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전일제 정규교육과정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

여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 및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

및 인정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③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사학위(학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학점인정서와

본교 학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약학․사범계열 전공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1, 2011.11.1., 2012.7.1., 2018.7.1)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본교에서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로 전공

48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 이수한 경우 본교 총장에 의한 학위(학칙 별지 제3호 서

식)를 수여한다. (개정 2011.11.1)

⑤위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

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3.21, 2012.7.1)

⑥위의 제5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

정에 고시된 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하며, 전공이 유사한 경우 유사전공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사성 심의를 하여야 한다.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7.1.)

⑦본교 또는 타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시간제등록생 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

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재적하고 있는 대학의 학과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

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장 출석, 시험 및 성적평가

제24조(출석 점검) ①과목담당교수는 매 시간 출결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결

석한 자의 명단을 즉시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은 그 명단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1, 2016.9.1, 2017.3.1, 2017.9.1)

②전자출결은 당일에 한하여 수정 가능하며, 과목담당교수가 당일 출결관리를 미 실시

한 경우 교학처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

③출석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경고조치 및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인사규

정 제39조에 의거하여 조치하며, 비전임교원의 경우 임용 또는 위촉을 해지한다. (신설

2017.9.1)

제25조(시험) ①시험은 학칙 제45조에 따라 정기시험과 교수회의 및 담당교수가 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수시시험으로 하되 정기시험은 총장이 정한 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시험 및 과제물부과 등은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징계처분하며, 부정행위 해당과

목 이후의 시험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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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추가시험) 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중 학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한하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80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제27조(결시신청) ①병역, 질병, 학기 중 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시하는 자는 원칙

적으로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학과장 및 과목 담당교수를 거쳐 교학처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②전 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중간 혹은 기말시험에 응시한 성적을 고려하거

나 추가시험을 치러 해당학기가 종료되기 전에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신고시

점이 전산입력 등 해당학기의 성적처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인정점수를 부여할 수 없으

며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28조(중간시험 후 기말시험 전 입영휴학자의 성적) ①이 세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영휴학자에 한하여는 해당학기 휴학일자 이전의 성적(중간시험, 출석성적, 과제물성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성적은 증빙자료(중간시험 채점지, 보고서, 출석부 등)와 함께 담당교수가 학과장을

거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성적 평가) ①Pass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말

시험, 중간시험, 출석성적, 과제물성적 등과 같은 평가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절대평가와 환산평가도 할 수 있고 성

적등급의 분포는 가능한 정규분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성적평가비율을 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후 처리한다. (개정

2017.9.1)

③환산평가는 교수가 정한 표준화 방법 등을 적용하여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환산평

가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이 취득한 실질점수로서 학점인정 최소점수를 정하고

Y=AX+B의 식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학생 개인별 최종 평가점수를 학업성적에 적용한

다. 여기서 Y=환산점수, X=취득한 실질점수이고 A 와 B 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다.

최고점수 - 학점인정최저점수

A = ------------------------------

최고실질점수 - 학점인정최저실질점수

B = 100 - A x 최고 실질점수

(예) 인정 점수

학점인정최저실질점수 40점을 학점인정최저점수 60점으로,

최고실질점수 80점을 최고점수 100점으로 정하면

K학생의 실질점수가 50점인 경우

100 - 60

A = ------------ = 1

80 - 40

39



2-1-2～9

B = 100 - 1 x 80 = 20

∴ K학생의 인정점수 Y = 1 x 50 + 20 = 70

제30조(평점평균) ①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의 산출은 학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출 평균

치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②(삭제 2014.3.1)

③평점평균에 따른 백분위 환산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3.1)

제31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취득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해당학기 전 과목의 성적

2. 시험 중의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 성적 및 동일한

시험기간 내의 부정행위 적발 이후의 시험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3. 학칙 제46조 정한 바에 따라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5.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성적

6. 그 밖에 부정으로 획득한 성적

제32조(출결 및 성적 수시열람) 학생은 담당교수에게 수시로 자신의 출결사항과 성적을

문의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수는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성적 이의신청 및 성적제출) ①성적 이의신청 및 성적 정정기간은 학기개시일 이

전 학사일정에 사전고지하며 일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

1. 해당학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은 최종시험 종료일 이후 지정된 기간 (개정 2017.9.1)

2. 성적정정기간은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이내 (개정 2008.3.1)

②담당교수는 성적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출석, 과제물, 시험답안지 및 그 밖의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재검토한 후 분명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성적

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해당학기 성적은 최종시험 종료일 이후 교학처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정확한 성적을

전산입력하고 출력한 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제34조(성적산출의 근거관리) 담당교수는 성적을 산출한 자료(시험답안지, 과제물, 출석

부 등)를 3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학사경고 및 유급

제35조(학사경고) ①성적이 열등하여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의예과 및 의학

과는 2.0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 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소속 학과장은 학사경고

자에 대하여 다음학기 등록 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②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15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7.9.1)

③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 3

회 연속 학사경고 대상자는 학칙 제24조제5호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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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급) ①학칙 제34조에 따라 유급한 자(2학기 휴학자 포함)의 해당 학년 기 취득

학점은 무효로 하며 해당 학년의 전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②동일학년을 2회 연속하여 유급한 자는 총장이 제적시킬 수 있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의학과(의예과 포함)는 유급에 관한 사항을 학사운영내

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3.1)

제37조(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수료) ①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에게는 학칙 제31조의

요건을 충족시킨 학년까지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학사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법령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입학을 불허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진급, 수료 및 졸업

제38조(진급) 진급 사정은 해당 학년 전 기간의 성적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진급

사정을 통과한 자 (개정 2014.3.1)

제39조(졸업 및 수료) 졸업사정은 학칙 제35조 및 제36조에 충족되는 자를 졸업대상으로

하고,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장 우등생

제40조(우수․우등생) 한 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는 다음과 같

이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다음 학기 초에 이를 공고하고 총장은 표창할

수 있다.

1. 우수생 :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2. 우등생 :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 미만인 자

제41조(졸업우수․우등생) 학칙 제36조 졸업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4년간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

며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총장은 표창할 수 있으며 단과대학별 또는 학과

(부)별 졸업최우수생은 다음 1호의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다만, 수료자는 대상에서 제

외한다. (개정 2014.3.1)

1. 졸업최우수생 : 가. 종합성적 평균평점이 높은 자

나. 최종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다. 최종학기 총점의 합이 높은 자

라. 최종학기 석차가 높은 자

2. 졸업우수생 : 4년간의 성적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3. 졸업우등생 : 4년간의 성적 평균평점이 3.75 이상 4.0 미만인 자

제11장 증명서 발급 및 학적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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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증명서) 학적사항의 증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졸업증명서 : 졸업자

2. 성적증명서 : 졸업자,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개정 2009.3.1)

3.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자 (개정 2017.3.1)

4. 재학증명서 :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

5. 재적증명서 : 본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6. 수료증명서 : 학칙 제31조제1,2항 해당자

7. 학위수여증명서 : 정해진 학위를 받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1.11.1)

8. 추천서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재학생 및 졸업자

제43조(학적부 정정)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타 학적 기재사항의 정정을 요할

때에는 정정내역이 기재된 합법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정원(정해진 양식)을 교학처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44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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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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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17.3.1)

을지대학교 백분위 점수 환산표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평균평점 환산점수
0.50 55.0 1.00 60.0 1.50 65.0 2.00 70.0 2.50 75.0 3.00 80.0 3.50 85.0 4.00 90.0 4.50 100.0 
0.49 54.9 0.99 59.9 1.49 64.9 1.99 69.9 2.49 74.9 2.99 79.9 3.49 84.9 3.99 89.9 4.49 99.8 
0.48  54.8 0.98 59.8 1.48 64.8 1.98 69.8 2.48 74.8 2.98 79.8 3.48 84.8 3.98 89.8 4.48 99.6 
0.47  54.7 0.97 59.7 1.47 64.7 1.97 69.7 2.47 74.7 2.97 79.7 3.47 84.7 3.97 89.7 4.47 99.4 
0.46  54.6 0.96 59.6 1.46 64.6 1.96 69.6 2.46 74.6 2.96 79.6 3.46 84.6 3.96 89.6 4.46 99.2 
0.45  54.5 0.95 59.5 1.45 64.5 1.95 69.5 2.45 74.5 2.95 79.5 3.45 84.5 3.95 89.5 4.45 99.0 
0.44  54.4 0.94 59.4 1.44 64.4 1.94 69.4 2.44 74.4 2.94 79.4 3.44 84.4 3.94 89.4 4.44 98.8 
0.43  54.3 0.93 59.3 1.43 64.3 1.93 69.3 2.43 74.3 2.93 79.3 3.43 84.3 3.93 89.3 4.43 98.6 
0.42  54.2 0.92 59.2 1.42 64.2 1.92 69.2 2.42 74.2 2.92 79.2 3.42 84.2 3.92 89.2 4.42 98.4 
0.41  54.1 0.91 59.1 1.41 64.1 1.91 69.1 2.41 74.1 2.91 79.1 3.41 84.1 3.91 89.1 4.41 98.2 
0.40  54.0 0.90 59.0 1.40 64.0 1.90 69.0 2.40 74.0 2.90 79.0 3.40 84.0 3.90 89.0 4.40 98.0 
0.39  53.9 0.89 58.9 1.39 63.9 1.89 68.9 2.39 73.9 2.89 78.9 3.39 83.9 3.89 88.9 4.39 97.8 
0.38  53.8 0.88 58.8 1.38 63.8 1.88 68.8 2.38 73.8 2.88 78.8 3.38 83.8 3.88 88.8 4.38 97.6 
0.37  53.7 0.87 58.7 1.37 63.7 1.87 68.7 2.37 73.7 2.87 78.7 3.37 83.7 3.87 88.7 4.37 97.4 
0.36  53.6 0.86 58.6 1.36 63.6 1.86 68.6 2.36 73.6 2.86 78.6 3.36 83.6 3.86 88.6 4.36 97.2 
0.35  53.5 0.85 58.5 1.35 63.5 1.85 68.5 2.35 73.5 2.85 78.5 3.35 83.5 3.85 88.5 4.35 97.0 
0.34  53.4 0.84 58.4 1.34 63.4 1.84 68.4 2.34 73.4 2.84 78.4 3.34 83.4 3.84 88.4 4.34 96.8 
0.33  53.3 0.83 58.3 1.33 63.3 1.83 68.3 2.33 73.3 2.83 78.3 3.33 83.3 3.83 88.3 4.33 96.6 
0.32  53.2 0.82 58.2 1.32 63.2 1.82 68.2 2.32 73.2 2.82 78.2 3.32 83.2 3.82 88.2 4.32 96.4 
0.31  53.1 0.81 58.1 1.31 63.1 1.81 68.1 2.31 73.1 2.81 78.1 3.31 83.1 3.81 88.1 4.31 96.2 
0.30  53.0 0.80 58.0 1.30 63.0 1.80 68.0 2.30 73.0 2.80 78.0 3.30 83.0 3.80 88.0 4.30 96.0 
0.29  52.9 0.79 57.9 1.29 62.9 1.79 67.9 2.29 72.9 2.79 77.9 3.29 82.9 3.79 87.9 4.29 95.8 
0.28  52.8 0.78 57.8 1.28 62.8 1.78 67.8 2.28 72.8 2.78 77.8 3.28 82.8 3.78 87.8 4.28 95.6 
0.27  52.7 0.77 57.7 1.27 62.7 1.77 67.7 2.27 72.7 2.77 77.7 3.27 82.7 3.77 87.7 4.27 95.4 
0.26  52.6 0.76 57.6 1.26 62.6 1.76 67.6 2.26 72.6 2.76 77.6 3.26 82.6 3.76 87.6 4.26 95.2 
0.25  52.5 0.75 57.5 1.25 62.5 1.75 67.5 2.25 72.5 2.75 77.5 3.25 82.5 3.75 87.5 4.25 95.0 
0.24  52.4 0.74 57.4 1.24 62.4 1.74 67.4 2.24 72.4 2.74 77.4 3.24 82.4 3.74 87.4 4.24 94.8 
0.23  52.3 0.73 57.3 1.23 62.3 1.73 67.3 2.23 72.3 2.73 77.3 3.23 82.3 3.73 87.3 4.23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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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52.2 0.72 57.2 1.22 62.2 1.72 67.2 2.22 72.2 2.72 77.2 3.22 82.2 3.72 87.2 4.22 94.4 
0.21  52.1 0.71 57.1 1.21 62.1 1.71 67.1 2.21 72.1 2.71 77.1 3.21 82.1 3.71 87.1 4.21 94.2 
0.20  52.0 0.70 57.0 1.20 62.0 1.70 67.0 2.20 72.0 2.70 77.0 3.20 82.0 3.70 87.0 4.20 94.0 
0.19  51.9 0.69 56.9 1.19 61.9 1.69 66.9 2.19 71.9 2.69 76.9 3.19 81.9 3.69 86.9 4.19 93.8 
0.18  51.8 0.68 56.8 1.18 61.8 1.68 66.8 2.18 71.8 2.68 76.8 3.18 81.8 3.68 86.8 4.18 93.6 
0.17  51.7 0.67 56.7 1.17 61.7 1.67 66.7 2.17 71.7 2.67 76.7 3.17 81.7 3.67 86.7 4.17 93.4 
0.16  51.6 0.66 56.6 1.16 61.6 1.66 66.6 2.16 71.6 2.66 76.6 3.16 81.6 3.66 86.6 4.16 93.2 
0.15  51.5 0.65 56.5 1.15 61.5 1.65 66.5 2.15 71.5 2.65 76.5 3.15 81.5 3.65 86.5 4.15 93.0 
0.14  51.4 0.64 56.4 1.14 61.4 1.64 66.4 2.14 71.4 2.64 76.4 3.14 81.4 3.64 86.4 4.14 92.8 
0.13  51.3 0.63 56.3 1.13 61.3 1.63 66.3 2.13 71.3 2.63 76.3 3.13 81.3 3.63 86.3 4.13 92.6 
0.12  51.2 0.62 56.2 1.12 61.2 1.62 66.2 2.12 71.2 2.62 76.2 3.12 81.2 3.62 86.2 4.12 92.4 
0.11  51.1 0.61 56.1 1.11 61.1 1.61 66.1 2.11 71.1 2.61 76.1 3.11 81.1 3.61 86.1 4.11 92.2 
0.10  51.0 0.60 56.0 1.10 61.0 1.60 66.0 2.10 71.0 2.60 76.0 3.10 81.0 3.60 86.0 4.10 92.0 
0.09  50.9 0.59 55.9 1.09 60.9 1.59 65.9 2.09 70.9 2.59 75.9 3.09 80.9 3.59 85.9 4.09 91.8 
0.08  50.8 0.58 55.8 1.08 60.8 1.58 65.8 2.08 70.8 2.58 75.8 3.08 80.8 3.58 85.8 4.08 91.6 
0.07  50.7 0.57 55.7 1.07 60.7 1.57 65.7 2.07 70.7 2.57 75.7 3.07 80.7 3.57 85.7 4.07 91.4 
0.06  50.6 0.56 55.6 1.06 60.6 1.56 65.6 2.06 70.6 2.56 75.6 3.06 80.6 3.56 85.6 4.06 91.2 
0.05  50.5 0.55 55.5 1.05 60.5 1.55 65.5 2.05 70.5 2.55 75.5 3.05 80.5 3.55 85.5 4.05 91.0 
0.04  50.4 0.54 55.4 1.04 60.4 1.54 65.4 2.04 70.4 2.54 75.4 3.04 80.4 3.54 85.4 4.04 90.8 
0.03  50.3 0.53 55.3 1.03 60.3 1.53 65.3 2.03 70.3 2.53 75.3 3.03 80.3 3.53 85.3 4.03 90.6 
0.02  50.2 0.52 55.2 1.02 60.2 1.52 65.2 2.02 70.2 2.52 75.2 3.02 80.2 3.52 85.2 4.02 90.4 
0.01  50.1 0.51 55.1 1.01 60.1 1.51 65.1 2.01 70.1 2.51 75.1 3.01 80.1 3.51 85.1 4.01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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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II

제정 2007. 2. 1

개정 2014. 3. 1

개정 2017. 3.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82조에 따라 의과대학 의

예과 및 의학과에 관한 학칙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만을 따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이수 및 수료기준) ①(삭제 2014.3.1)

②해당 학년에서 정한 전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상급학년에 진급할 수 없다.

③(삭제 2014.3.1)

④(삭제 2014.3.1)

⑤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의예과에서 개설된 전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학장이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필수과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⑥의학과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장이 내규에서 별도

로 정한 필수과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⑦의과대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의예과 및 의학과의 수료에 필요한 필수과정을 정

할 수 있으며, 필수과정의 추가 및 삭제 등과 같은 변경에는 총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3조(종합시험 및 실기시험) 학장은 일정한 시기에 기초의학종합시험, 임상의학종합시험

및 임상실기시험(OSCE, CPX 등)의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험을 시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개시 전에 대상학년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제4조(평균평점) (삭제 2014.3.1)

제5조(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 ①의과대학 의학과(의예과 포함)의 학사경고, 유급 및 제

적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학사운영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3.1)

②(개정 2014.3.1)(삭제2017.3.1)

1. (삭제 2014.3.1)

2. (삭제 2014.3.1)

3. (삭제 2014.3.1)

③(개정 2014.3.1)(삭제2017.3.1)

④(삭제2017.3.1)

제6조(휴학) ①일반휴학은 매 학기 기말고사 개시 전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

류를 교학처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휴학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본교 학칙과 시행세칙I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의예과의 경우는 휴학한 학기, 의학과의 경우에는 휴학한 학년의 기존에 취득한 학점

은 무효로 한다.

제7조(복학) ①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 학칙과 시행세칙I에서 정한 절차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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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상실습을 하는 학년(의학과 3,4학년)은 제1학기에만 복학이 가능하다. (개정 2014.3.1)

제8조(통합교육과목의 시험 및 성적) ①통합과목이란 단일 교과목에 2개 교실 이상의 소

속 교수가 수업을 담당하는 과목을 말한다.

②의학과에 개설된 통합교육과목의 시험은 해당 과목의 종료 후 교육과정에서 정한 일

시에 시행한다.

③통합교육과목의 성적은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기의 기말성적에 포함된다.

제9조(졸업종합시험) ①학칙 제35조에서 정한 졸업논문 대치제도로서 의학과 4학년 2학

기에 졸업종합시험을 시행한다.

②졸업종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자격을 인정한다.

③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보류하며 다음 학년의 졸업종합시험

에 통과한 자에 대해서만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준용) 이 세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적환산표 (삭제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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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사일정
월 일 대전/성남캠퍼스 비고

2 27(수) 2019학년도 입학식

3

4(월) 2019학년도 1학기 개강

4(월)~8(금)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정정 기간

30(토) 수업일수 1/4선

4
2(화) 학기개시일 30일선

25(목) 수업일수 2/4선

5

1(수) 근로자의 날

2(목) 학기개시일 60일선 

16(목) ~ 17(금) 종합체육대회

21(화) 수업일수 3/4선 

6

1(토) 학기개시일 90일선 

10(월) ~ 14(금)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17(월) ~ 21(금) 2019학년도 1학기 보강기간 

19(수) ~ 21(금) 계절학기 신청기간

25(화) 성적입력 마감 

26(수) ~ 28(금) 성적열람 및 정정 

7

1(월) ~ 19(금) 계절학기 수업기간

10(수) 성적사정회의

15(월) 2019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작일 

29(월) ~ 8.2(금) 지정 연차휴가일

8

12(월) ~ 15(목) 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강바구니 기간 

23(금) 하계 대학발전세미나 

26(월) ~ 30(금)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27(화) ~ 29(목)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

30(금) 2019학년도 2학기 휴·복학 종료일 

9

2(월) 2019학년도 2학기 개강 

2(월) ~ 6(금) 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강정정 기간 

6(금) ~ 10(화) 수시 원서접수 

12(목) ~ 15(일) 추석연휴

28(토) 수업일수 1/4선 

10

1(화) 학기개시일 30일선 

10(목) ~ 11(금) 을지축전

22(화) 개교기념일

24(목) 수업일수 2/4선

31(목) 학기개시일 60일선 

11
19(화) 수업일수 3/4선 

30(토) 학기개시일 90일선 

12

9(월) ~ 13(금) 201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6(월) ~ 20(금) 2019학년도 2학기 보강기간 

18(수) ~ 20(금) 계절학기 신청기간 

23(월) 성적입력 마감

24(화) ~ 27(금) 성적열람 및 정정

26(목) ~ 31(화) 정시 원서접수기간

30(월) ~ 1.17(금) 계절학기 수업기간

2020
1

2(목) 시무식 

8(수) 진급 및 성적사정회의 

13(월)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작일 

24(금) ~ 27(월) 설명절연휴

29(수) 동계 대학발전세미나

2

10(월) ~ 13(목)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바구니 기간 

13(목) 학위수여식(성남) 

14(금) 학위수여식(대전) 

24(월) ~ 28(금)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4(월) ~ 26(수)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및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26(수) 2020학년도 입학식 

28(금)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종료일 

3 2(월)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48



대전캠퍼스 목차

 
■ 대전캠퍼스

Ⅰ. 수업 관련 안내

  - 일반 안내

  - 성적 관련 안내

  - 졸업기준 

                      

Ⅱ. 수강신청 관련 안내
  - 수업시간표

  - 수강신청일정

  -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

  - 선택강좌 안내 

Ⅲ. 학적변동 관련 안내

  - 휴 학 

  - 복 학 

  - 자 퇴 

  - 제 적 

Ⅳ. 묻고 답하기

Ⅴ. 학과별 교과목 개요

Ⅵ. 학과별 교육과정표

    (1학년~4학년)

Ⅶ. 학과사무실 교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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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랑 생명존중

Ⅰ. 수업 관련 안내

1. 일반 안내

  ▶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선택, 교양필수와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

  ▶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양필수와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 전공과목 70학점 이상(전필/전선), 교양과목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다만, 의예,의학과 및 간호학과는 교육과정에 따름

  ▶ 학과별 교과과정에 편성된 핵심교양 영역별 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 한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직전학기의 성적이 4.0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가능

  ▶ 교양과목의 수강인원이 적정인원(20명)에 미달할 경우 폐강할 수 있음

  

2. 성적 관련 안내

  

▶ 성적 등급 기준 

 

 전체학과)

                

등급 평가 득점
       A+ 4.5 95점 이상
       A 4.0 90 ~ 94점
       B+ 3.5 85 ~ 89점
       B 3.0 80 ~ 84점
       C+ 2.5 75 ~ 79점
       C 2.0 70 ~ 74점
       D+ 1.5 65 ~ 69점
       D 1.0 60 ~ 64점
       F 0 59점 이하

 

 의예과,의학과)

                

등급 평가 득점
       A+ 4.5 95점 이상
       A 4.0~4.4 90 ~ 94점
       B+ 3.5~3.9 85 ~ 89점
       B 3.0~3.4 80 ~ 84점
       C+ 2.5~2.9 75 ~ 79점
       C 2.0~2.4 70 ~ 74점
       D+ 1.5~1.9 65 ~ 69점
       D 1.0~1.4 60 ~ 64점
       F 0 59점 이하

                 ※ 전체학과 성적등급 적용 예고 : 2020년 1학기부터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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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랑 생명존중

 ▶ 출석사항 : 매학기 수업시간의 3주 이상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

               ※ 해당과목 결석을 3번 하는 경우 F학점 처리 (주 1회 수업 기준)

 ▶ 재수강신청 : F학점을 부여 받은 경우 재수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일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함

                성적상승을 위한 재수강의 경우는 취득학점이 C이하인 경우까지만 신청 가능

                4년 재학중 재수강 총 24학점 신청가능

                횟수는 학기당 2과목으로 제한(단, 학기를 전체 재수강하는 경우는 예외)

                (재수강을 하는 경우 최대 B+까지만 성적을 취득할 수 있음)

 ▶ 성적정정 : 성적의 정정은 본교에서 공고한 성적의 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학기의 성적처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함

 ▶ 학사경고 : 한학기 성적취득에 있어 평점평균이 1.5(의예,의학 2.0)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하며 

               학사경고 2회 이상자는 징계할 수 있음

 ▶ 유급 : 3회 연속 학사경고시에는 당해학년을 유급처리함

           다만, 의예과/의학과 및 간호학과는 아래 해당자를 유급처리함.

[의예과/의학과]

   ① 1,2학기를 통산한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0 미만인자

   ②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을 낙제한 자

   <유급유형>

1. 의학과는 해당학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전교과목을 재수강여야 한다. 

2. 의예과 제1학기에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을 낙제한 자는 해당학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전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3. 의예과 제2학기에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을 낙제한 자는 해당학기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전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간호학과]

   ① 해당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1.5미만인 자

   ② 해당학년 1,2학기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제적 : 학사경고 연속 3회자나 장기결석자는 제적할 수 있음

           다만, 의예과/의학과는 아래 해당자를 제적처리함.

[의예과/의학과] ① 동일학년을 3회 유급한 자

               ② 재학기간(의예과 및 의학과 포함) 중 총 4회 유급한 자

3. 졸업기준

 ▶ 정하여진 소정의 학기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8학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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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학점 : 졸업에 필요한 총취득 학점은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의예수료:80, 의학졸업:160)

 ▶ 성    적 : 4년 평균평점이 1.75이상이어야 함 

 ▶ 교양필수 : 개설된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함

              (F학점이 부여된 경우 반드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함)  

 ▶ 전공필수 :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함

              (F학점이 부여된 경우 반드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함) 

 ▶ 졸업인증 : 외국어(TOEIC 등 학과별 일정점수 이상), 전산(공인7종, 민간4종 중 택1), 심폐소생술,

              사회봉사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정보처리분야 인증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전자상거래운용사,정보기술자격(ITQ) 시험 A등급, MOS

 ▶ 졸업논문(시험) : 교과과정상의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을 전공필수로 편성한 학과의 학생은

                    이를를 통과하여야 함

 ▶ 졸업보류 : 상기 사항에 결격이 있는 자는 졸업이 보류되며 필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졸업을 할 수  

있음

4.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제도 안내

1)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영역 구분 내용

심폐소생술 분야   심폐소생술 교과목 이수(1학점2시간)로 심폐소생술자격증 취득

사회봉사 분야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1학점2시간) 

정보처리 분야   국가공인자격7종, 민간자격4종 중 택1 취득자 

외국어 분야

  영어(TOEIC,TOEFL,TEPS, G-TELP 학과별 시행기준), 일본어(JPT 550점이상,

  JLPT N2이상),중국어(HSK 新3급240이상,新4급180이상), 한자(공인기관의 한자능력

  시험3급이상), 중 택1

구분 내용

유예기간  ▪ 재학년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

신청자격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36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혹은 

    수료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조건
 ▪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가능

    [학점당 :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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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①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제출·신청함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학사학위취득유예의 취소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의 신청 후 등록금 납부기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취소신청서 제출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효과

  ※ “졸업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수료”와의 비교

구분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불가 수료

학적상태 재학 재학 수료

학점이수 이수하여야 함 이수하여야 함 학점이수 없음

등록금납부
 학점당 : 8만원

*복수전공자는 전액납부

초과 학기 등록금 

납부규정에 따라 납부
없음 

졸업시 

학적부기재사항
졸업만 기재 졸업만 기재

수료 후 졸업시 학적부에 

수료시점에 “수료”, 

“졸업”시점에 졸업 변경 

기재

졸업시기

학위를 수여 받는 일자

ex) 2019년 2월에 학사학위취득유예 또는 졸업불가 또는 수료 후 2019년 8월에 학

위를 받을 경우 졸업일자는 2019년 8월이 됨

휴학가능여부 불가
잔여휴학학기 있을 경우 

가능
-

기한 내 초과학기

등록금 미납

당초 졸업예정학기 졸업 

또는 수료
미등록제적 -

유예횟수 1학기 단위로 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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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강신청 관련 안내

□ 수강신청 안내

   ① 수강신청 방법

      : 모바일 접속 및 데스크탑 컴퓨터 접속을 통한 수강신청

   ② 수강바구니 시스템 운영

     - 예비수강신청 실시(최대 6학점까지 초과 신청)

      - 본 수강신청 기간에 별도 조회 없이 수강신청 가능

     - 본 수강신청 기간에 신속한 수강신청 가능

   ③ 매크로 및 멀티로그인 방지

     - 매크로 방지 및 강좌 매매 등의 거래 방지

     - 멀티로그인 방지 : 두 개 이상의 모든 기기(모바일, 데스크탑)에서 동시사용 불가

     -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계정 관리 주의)

1. 수업시간표

가. 시간표 기준

주간수업의 경우 매교시 50분 수업진행 후 10분 휴식 및 이동시간으로 편성되며, 야간수업은 매 교시 

45분 수업 단위로(3교시 종료 후 10분 휴식) 이루어 진행.

나. 수업 후 휴식과 이동에 대한 유의사항

수업 후 분실물 등에 유의 바라며, 쓰레기를 방치하여 쾌적한 수업환경이 저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동 및 휴식 시 정숙함을 유지하여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주간 야간
비고

교시 시간 교시 시간

1 09:00 ~ 09:50 1 18:00 ~ 18:45

2 10:00 ~ 10:50 2 18:45 ~ 19:30

3 11:00 ~ 11:50 3 19:30 ~ 20:15

4 12:00 ~ 12:50 4 20:25 ~ 21:10

5 13:00 ~ 13:50 5 21:10 ~ 21:55

6 14:00 ~ 14:50 6 21:55 ~ 22:40

7 15:00 ~ 15:50

8 16:00 ~ 16:50

9 17:00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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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일정

가. 수강신청 기간

※ 수강신청 사이트 : 을지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바로가기(http://sg.eulji.ac.kr/ejuv/) 

※ 상기 일정은 시작일 시간부터 24시간 운영하여 종료일 시간에 마감함.

※ 수강매매 방지 시스템

- 교과목별 최대허용인원까지 수강 신청되어 수강 가능 여석이 0인 상태에서 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강매매방지 프로그램 작동

- 수강매매방지 프로그램이 작동된 교과목의 경우 50~60분 무작위의 대기시간이 발생되며, 대기시간이

  끝난 직후 추가로 수강신청 가능

- 단, 저녁 6시 기준 수강취소로 인하여 수강매매방지 프로그램이 작동되었을 경우 다음날 9시 이후 

  추가로 수강신청이 가능함

※ 교수-자녀 강의수강 시 권고사항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학생은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야 함.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가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사전 신고 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폐강 안내 : 2019. 03. 11(월) 이후로 조회 가능 (본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수강신청한 강좌가 폐강된 경우 수강정정을 통해 수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수업에 출석할 수 있음

3. 수강처리 기준

  ① 신청학점 제한 (학칙 제29조)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시 장학 선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학기당 12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구   분 일   정 비   고
2019학년도 1학기 개강 2019.03.04(월)

수강바구니 기간[예비수강신청] 2019.02.18(월) 09:00 ~ 02.24(일) 18:00
신입생 대상

영어능력 평가
2019.02.19(화) 10:00 ~ 02.21(목) 23:59

을지대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확인
본 수강신청 기간 2019.02.25(월) 09:00 ~ 02.27(수) 18:00

수강정정 기간 2019.03.04(월) 09:00 ~ 03.08(금) 18:00

변경 전 변경 후 (2018-2학기부터 적용)

모든 교과목에 대해 수강신청 시 강좌

삭제 직후 곧바로 다른 학생이 수강 신청

가능(수강 매매 문제 발생)

최대 수강제한인원까지 신청한 경우 :

수강신청 취소 후 일정시간(50~60분 뒤)

경과해야 해당 강좌 신청 가능
최대 수강제한인원에 미달한 경우 :

변경 전과 마찬가지로 강좌 삭제 직후

곧바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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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학점 이상 21학점까지 신청(직전학기 성적 4.0이상인자는 24학점까지 가능)

   ② 수강신청 가능 영역

    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우선 수강

    나. 하위학년의 교과목 및 타과 교과목 수강 가능

  ③ 수강신청 방법

    가. 학생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나. 수강내역서는 3월 15일(금)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학과에서는 교무지원팀에 제출)

4.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수강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 신청

  ② 학과에서 (재)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후 교무지원팀에 제출

  ③ 사무처에 수업료(학점당 8만원) 납입(가상계좌)

5. 재수강신청 관련 사항 

  ① 동일과목인 경우 최대 2회까지 재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학생 개인이 수강신청

  ② 성적이 C+인 경우까지 재수강신청 가능. 성적 취득은 최대 B+ 초과 불가

    가. 2017년도 입학생 이전 : 한학기당 재수강 신청은 6학점, 최대 3과목까지 신청 가능

    나. 2017년도 입학생 이후 : 재학연한 이내 총 24학점까지 신청 가능, 한학기당 최대 2과목

     ※ 2019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부터 C0 까지만 재수강신청 가능

  ③ 교과목 코드 또는 명칭이 상이하여 수강신청 시 자동으로 재수강과목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교과목일치확인서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에서는 교무지원팀에 제출)

6. 학사경고자 수강신청 관련 사항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인 경우 수강신청학점을 최대 15학점으로 제한

7. 유의사항

 ① 전공필수 과목은 절대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나 정원외 편입자가 과거에 동일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과에서 삭제할 수도 있음

 ② 편입생의 경우 반드시 편입생 이수지정과목을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체크 

 ③ 학생들에게 본인이 출석부에 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할 것

    (수강신청 정정기간 후 출석부 재확인 필)

 ④ 수강신청을 아니한 경우 해당학기의 성적이 모두 취소 처리됨

 ⑤ 수강신청 자동순번(번호표)대기 시스템 운영

  - 수강신청기간 중 일부 학생들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수강신청 서버가 다운된 사례가 발생하여 

    “자동순번 대기 시스템”이 도입되었음

  - 대기번호를 부여받아 접속대시 상태가 된 사용자의 경우 자신의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수강신청

       화면을 클릭할 수 없으며 주의하셔야 되며, 대기화면을 클릭하거나 새로 고침을 하면 접속대기

       순번이 다시 부여되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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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양 교과목 소개

□ 핵심교양 교과목 소개

>> 핵심교양 교과목 영역별 정의 <<

가. 언어와 문학

▶ ‘언어와 문학’ 영역의 교과목은 문학 언어와 작품을 포함한 여러 인문학 영역에 대하여 학문의 내재  

적 접근방식과 다양한 학제적 접근방법을 터득하고, 읽기·발표와 토론·감상 등의 활동을 통해 문학       

언어와 작품 등을 통합적,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감성과 공감, 예술사유 및 수사, 상상력, 심미       

감상 등의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인간의 삶, 역사, 시대가치, 사회문화 현상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 시공의 제약, 특정 장르     

의 평면적 사고와 관점을 벗어나 동서고금을 아우르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통합적이고 융합적      

인 사유체계가 가능하고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인성이 형성되도록 지식체계를 구성한다.

나. 역사와 철학

▶ ‘역사와 철학’ 영역의 교과목은 인류 정신문명의 유산인 동서양의 철학적, 미학적, 문화적 가치와 동  

서양의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고전적 사유에 대한 기본소양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소통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 분과 학문의 평면적 사고와 관점을 벗어나 분과 학문들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지식체계를 구성한다.

다. 사회와 경제

 

▶ ‘사회와 경제’ 영역의 교과목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경영 등의 분  

야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제반 현상들 간의 통합적 사고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하여 사회와 경제의 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각종 현상들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관점을 형      

성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라. 과학과 자연

▶ ‘과학과 자연’ 영역의 교과목은 인간의 삶과 인체의 각종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명현상을 이해하

고,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순수 자연과학적 사고 능력과 우주와 

자연에 대한 차원 높은 인식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현상 및 과학과 자연에 대한 전반적 

인식체계를 고양할 수 있도록 고전적 과학이론은 물론 최신 과학이론의 주요 명제들을 아우르도록 내용을 구

성한다. 수강생들이 과학과 자연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이해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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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화로운 삶을 고민하고, 과학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심도 깊은 사유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마. 예술과 문화

▶ ‘예술과 문화’ 영역의 교과목은 음악, 미술, 문화, 전통 등에 대한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간의 삶을 구성하

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음악과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로부터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안을 키우고, 다른 국가의 문화적인 전통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키운

다. 이 영역은 종교와 윤리의 가치에서부터 사회, 정치, 경제 체제 그리고 예술 사조의 흐름과 그 성과까지 포

괄한다.

>> 필수 이수 핵심교양 영역명<<

대상 학번 핵심교양 5개 영역명

2018학번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2017학번 문학과 삶 철학과 세계 경제와 사회 과학과 자연 예술과 인간

2014학번 ~ 2016학번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생명과 과학 예술과 체육

□  교양 선택 교과목

□ 대전시 연합교양대학  

 ※ 연합교양대학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과 대전권역  10개대학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교양대학으로 인문학의향기와 대전의

    재발견은 총 수강인원 300명으로 우리 대학 수강인원은 30명입니다. ※ 강의장소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이론이수-실습시수 성적평가방법

교양선택
인문학의 향기 2-2-0 P/NP

대전의 재발견 2-2-0 P/NP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이론시수-실습시수 성적평가방법

교양선택 생활체육(소) 2-2-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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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적변동 관련 안내

1. 휴 학

  ▶ 휴학 및 복학의 경우 본교에서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업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군입영,질병 휴학은 예외로 함)

  ▶ 휴학과 복학, 자퇴신청은 반드시 학과에 비치된 정하여진 신청서를 기재 확인 후 교학처에 제출하

     여야 함 (구두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4주 이상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절차에 따라 휴학신청을 할 수 있음

  ▶ 일반 휴학 : 개인 및 가사 사유로 인해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일반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 휴학의 경우 졸업 시까지 총 3회까지 신청 가능함. (1회당 휴학 기간은 1년)

  ▶ 군입영휴학 : 병역의무로써 군입영을 하는 경우 군입영 휴학을 할 수 있으며 군입영 및 복무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군입영 휴학의 경우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아니함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수업을 받고 입영하는 자는 중간시험,출석,과제물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질병휴학 : 질병의 발생 및 사고로 인해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합

                병원 발행 진단서 4주이상)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제한 받

                지 아니함

2. 복 학 

  ▶ 휴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하여진 복학기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복학에 필요한 서류 : 복학원, 등록금 납입 영수증, 군제대 복학자의 경우 전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역증,주민등록초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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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 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에 보호자의 확인을 날인하여 신청함

  ▶ 자퇴 사유가 타교에 입학하는 것일 경우 반드시 타교 등록일 전에 자퇴하여야 함

4. 제 적

  ▶ 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4주 이상 정당한 사유서 없이 결석한 자

  

  ▶ 학사경고 연속 3회자

  ▶ 동일학년 2회 연속 유급한 자

[의예과/의학과] ① 동일학년을 3회 유급한 자

               ② 재학기간(의예과 및 의학과 포함) 중 총 4회 유급한 자

 

Ⅳ. 묻고 답하기

수강신청 관련 Q & A

▶ 수강신청을 하려는 데 화면이 뜨지를 않습니다.

 → 수강신청 개시 시간 직후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접속을 시도해 보세요.

▶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정하여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개강 전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못한 경우 개강 첫 주의 수강정정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며

    정정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학처에서 일괄 수강 처리하게되므로 희망하는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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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를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학을 늦게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수강신청한 강좌가 폐강되었습니다.

 → 개강 전 수강신청 한 과목은 수강신청 종료일 후 폐강안내 날짜에 홈페이지 공지

 → 개인 수강신청 화면에서 신청강좌의 폐강 사실을 확인

 → 폐강된 강좌는 학과에서 별도로 수강신청을 하여 주지만 수강인원이 이미 채워진 선택과목의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개강 첫주의 수강정정 기간이 완료되면 수강인원에 따라 합반 및 폐강에 따른 학과의 수강 조정

    이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 개강전 수강신청→ 개강 첫 주 수강정정(재신청)→폐강 및 합반처리로

    수강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 수강정정 기간이 지나고서야 수강신청을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 잘못된 사유가 본인의 희망 강좌 수강여부 정도인 경우는 정정이 불가하나 졸업 및 진급,

    진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변경 및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학과장의 확인과 함께 학기 

    개시 2주 이내에 수강변경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석부에 이름이 없습니다.

 →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수강신청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 전산처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후 성적처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관련 Q & A

▶ 학기 중 갑작스런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 사고로 인한 결석이 4주를 초과하는 경우 질병휴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4주 이내인 경우 그 사유를

    소속 학과장 및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종료 후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시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신고시점이 해당학기의 성적처리 종료일 이후인 경우 성적

    인정이 불가합니다.

▶ 재수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공필수의 교과목이 F학점이 나온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하며 재수강은 동일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성적상승을 위한 재수강의 경우 재수강할 교과목의 취득학점

    이 C 이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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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정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성적이 이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성적의 열람과 정정은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정정은 불가함으로

   반드시 성적 열람 및 정정 기간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보류되었습니다.

→ 졸업에 대한 총 취득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학과에서 정하는 전공필수, 교양필수 모든 과목을 이

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졸업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이수 과목 등의 취득을 위한 재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 학점포기를 할 수 있나요?

→ 우리 대학은 학점포기 제도가 없으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기간을 개강 후 1주일간 부여함으로써

   수강신청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교직과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새내기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나 전공에서 2학년부터 교직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과목 개설 학과/전공

간호학과(보건교사) - 입학정원의 10% 이내

자세한 사항은 학과에서 안내할 예정임.

학적변동 관련 Q & A

▶ 휴학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은 정하여진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업 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4주가 초과 하는 경우, 휴학신청은 군 입영 및 질병 휴학에 한하

   여만 접수 받습니다.

▶ 학과에 분명히 군대간다고 얘기했는데 휴학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 휴학, 복학, 자퇴와 같은 본인의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아 신청하여야 하며 구두상의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휴학, 복학, 자퇴는 반드시 본인이 개인신

   상정보상의 학적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추후 제적처리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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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 질병휴학을 하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3차 진료기관 급의 종합병원에서 4주이상의 입원 및 치료 진단서를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요 돌려받고 싶습니다.

→ 휴학전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복학 후 수업 복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불하여 드

   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퇴하였을 경우는 교육부의 수업료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 드립니다.

▶ 휴학이나 복학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휴학 및 복학 신청은 학교홈페이지에 구비된 원서를 작성 후 안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학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군입영 후 불가피한 사정(신체부적격,사고 등)에 의하여 조기 전역 및 귀향 조치되었습니다.

→ 조기전역 및 귀향 조치시 즉시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합니다.

▶ 병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병역과 관련한 사항은 대전캠퍼스 교무지원팀(042-259-1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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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과별 교과목 개요

【전공필수】

세포와 대사(Cell & Metabolism)

세포의 구조와 기능 및 대사과정을 이해하여 생명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분자적 수준에서 질병의 진단 및 치

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 화학의 기본원리 및 응용지식을 이해하고 공부함으로써 생화학, 생리학, 약리학 등의 전공분야와 

관련성 있는 유기화학분야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도록 한다.

의학통계학(Medical Statistics)

의학 연구를 위한 고급통계적 방법의 개념과 분석 방법을 익힌다. 실험의 계획과 반복측정자료, 생존자

료분석법의 원리와 분석방법을 배운다.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을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일

반 생물학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전자 발현의 과정과 조절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질병의 

발병 원인을 이해하고 진단 및 치료를 분자세포학적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체의 구조(Structure of Body(Anatomy))

인체의 구조를 학습한 학생은 장차 의사로 활동함에 필요한 인체를 구성하는 구조의 형태에 대한 기본적 지

식뿐만 아니라 각 기관 및 장기의 형태와 기능과의 연관성과 유기체로서의 인체 기능의 연계성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가지도록 한다. 

연구활동의 기초(Basic Medical Research)

독자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고, 공동 목표에 동료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분위기를 몸에 배도록 한다.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의 기본 요건이 되는 습관들을 배운다.

【전공선택】

의학자료분석(Statistical Analysis for medical data)

의학연구에서의 통계적 방법과 분석방법들을 익힌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의학데이터를 입력,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AS를 이용한 분석법을 배우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의  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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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학(Principles of Medical Imaging)

다양한 현대 의료 영상 기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네 가지 방법의 근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실제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근거 있는 응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의료정보학(Medical Information)

의학의 발전과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화의 개

념과 범위를 제시하고, 다양한 응용 분야를 접하게 암으로써, 미래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자

질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양필수】

정보전산Ⅰ,Ⅱ(Computer Information Ⅰ,Ⅱ)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컴퓨터의 기본사용을 익히고 관련된 지식과 응용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학습한다. 

Academic English

의료분야를 비롯한 모든 과학분야에서 영어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용어며, 대부분의 새로운 과학

적 발견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의과대학 전공교과 대부분은 영어

로 집필된 원서를 참고문헌으로 하여 교수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공 관련 영어저널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함양은 필수적이다. 이 교과는 다양한 과학 분야의 영어저널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Scientific Writing
의사는 환자 진료, 후학 양성은 물론 자신의 의료행위를 통해 획득한 새로운 사실을 연구하고 발표하여 

과학 발전에 기여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과학적 신지식은 과학 분야 세계 공영어인 영어논문의 형태로 

발표하게 되며, 따라서 영어논문을 올바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은 중요하다. 본 교과는 동 학기에 

개설되는 “연구활동의 기초” 교과와 연계하여 자신의 연구결과를 영어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급영어회화(Medium English Conversation)

The Medium English Conversation are first semester English course for fresh-year premedical students to 

achieve proficiency in listening and speaking English as well as reading. Students will practice 

conversational English with their partners and discuss on the diverse topics.  

고급영어회화(High English Conversation)

The English Conversation are first semester English course for fresh-year premedical students to achieve 

proficiency in listening and speaking English as well as reading. Students will practice conversational 

English with their partners and discuss on the diverse topics.  

인체와 물리학Ⅰ,Ⅱ(Physics of the Body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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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기관의 기능에 대한 물리학적 접근과 이해를 통해, 의학도에게 유용한 기본 물리 개념을 습득

함으로써, 전공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화학 및 실습Ⅰ,Ⅱ(Chemistry & Lab Ⅰ,Ⅱ)

현대화학의 기본원리 및 이론을 소개하고, 이것들이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학습

한다. 일반화학은 화학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목으로서, 상급학년에 개설된 유기화학과 생화

학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갖추게 하며, 화학전반의 중요한 이론들을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화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생물학 및 실습Ⅰ,Ⅱ(Biology and LabⅠ,Ⅱ)

생명의 정의와 생명관의 역사성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올바른 생명 관을 확립하고, 생물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구조와 특성, 대사와 에너지, 발생과 생식 그리고 유전현상 등 다양한 생명현상의 원

리에 대해 이해시킨다. 

통계학의 이해(Understanding of Statistics)

의학 연구를 위한 고급 통계적 방법의 개념과 분석 방법을 익힌다. 실험의 계획과 반복측정자료, 생존자

료 분석법의 원리와 분석방법을 배운다. 

체험의학(Medical Experience)

병원조직내의 의료직의 역할이해와 봉사정신고취 및 동료 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해에 대해서 배운다.

좋은의사되기(Doctoring)

의예과 신입생들이 의사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좋은 의사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한다.

의료이슈와 토론(Medical Issue & Discussion)

연구하고 봉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 교육을 지향한다. 서적, 언론 출판문 등의 의료 이슈를 핵심 

주제로 매회 토론을 실시하여 의사로서의 잠재력 계발과 윤리적인 전문 직업인이 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토론을 통해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의료와 문학(Medicine & Literature)

미래의 의사로서 협업이 중요한 만큼 문학 속에 내재된 의료 내용을 다루면서 상호간의 의사소통 방법 및 역

량을 향상시킨다.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어 고급 어휘력을 향상시킨다.

문학 속 주제 또는 소재에서 다루어진 의료 내용(육체적/정신적)을 통한 의사로서의 인격적 성숙과 가치관 정

립에 기여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인문적 소양을 도모, 사회와 공유하는 의료 정보 공유, 의료전문인으로서의 

윤리적 인식에 대하여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생활상담(Life Consu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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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및 개인상담의 문제별 유형을 조사하고 성격진단검사 및 자아개념 검사결과를 분석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주제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해주며 일상생활에서의 상담을 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잠재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봉사(Volunteership)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시설 등에서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봉사정신과 실천력을 증진시킨다.

영어능력인증(English Test Credit)

전산능력인증(Computers & Information Processing Credit)

【교양선택】

구분
제 1 영역(택4)

인간과 사회의 이해
제 2 영역(택3)

생활과 문화의 이해
제 3 영역(택1)

의료와 사회의 이해

선택

▷ 의사소통론
▷ 심리학
▷ 인간관계론
▷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종교와 인생
▷ 말과 글
▷ Critical thinking
   (비판적사고)
▷ EU 인성세미나

▷ 시민생활과 예절
▷ 세계문화
▷ 모바일앱개발
▷ 전통예술과문화재의 이해
▷ 생활체육
▷ 인문학의 향기
▷ 생활과 법률
▷ 예술의 이해

▷ 의학개론
▷ 의료경영
▷ 보건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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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기초신경과학 (Basic Neurosciense)

신경계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하는 신체를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인체의 반응 (Understanding Human Responses) 

인간은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에 스스로 적절히 반응하고, 적응하면서 정상기능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다.

의료윤리 (Medical Ethics) 

윤리는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특징 중의 하나이며, 윤리학이란 인간의 도덕적 삶에 대

한 비판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과학기술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가치관의 혼돈이 문제로 떠오른 

현대사회에서 윤리 문제는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의료 영역에서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아의 성 감

별, 뇌사, 안락사, 장기 이식 등에 관련된 사회 문제를 비롯하여 의사의 직업윤리를 되짚어 보는 것은 매

우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본 과목을 통하여 다양한 의료 상황을 윤리적 차원에서 조명해 보고, 환자의 

권리 및 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 문제 등을 논의함으로써 의료 영역에서 윤리

에 관련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종양학 (Oncology)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인체의 병리 (Pathology of human body)

인체에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원인, 발생기전, 형태학적 소견 및 합병증 등의 특성을 이해한다.

감염과 방어 (Infection and Defense Mechanism)

인체에서 감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 등을 학습한다.

의학유전학 (Genetics in Medicine)

의학 유전학은 의학의 전문분야 중의 하나로서 유전 질환의 진단, 치료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인류

의 다양성과 유전 현상에 관한 연구의 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인간 유전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질병의 본질 규명과 보다 나은 진단 도구, 예방법과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의학 유전학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가족력

의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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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단에 필수적이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치료, 예방 및 상담을 가능케 한다. 의학 

유전학의 세부 분야는 세포 유전학, 집단 유전학, 발생 유전학, 임상 유전학과 유전 상담이 있다. 1953년 

DNA 구조가 규명되어 분자유전학의 시대가 열리고 50년이 지난 오늘날 의학 유전학은 의학 분야에서 

의학 분야에서 맞춤의학시대를 선도하는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과 산업의학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Medicine)

환경유해요인을 분류하고, 각각의 작용기전을 이해한다.

임상의학입문1 (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l)

동료를 대상으로 의료면접요령을 숙달한다.

환자 의사 사회 1 (patient-doctor-society l)

건강한 환자-의사 관계 정립 및 전문가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의 함

양을 위해 의료환경과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전문가로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 보건의료와 관련

된 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입체적인 교육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종합평가 (General assessment for Basic medicine)

기초의학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역감염학 (Immunology Infection) 

인체의 면역체계와 미생물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호흡기학 (Pulmonology) 

호흡기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 역할을 이해하여야 한다.

순환기학 (Cardiology) 

심혈관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내분비학 (Endocrinology & Metabolism) 

생체에서 내분비 기관이 담당하는 생물학적 조절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생식의학 (Reproductive Medicine) 

여성 생식기의 해부학, 발생학, 유전학 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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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비뇨기학 (Nephrology & Urology) 

신장 및 요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내과적 질환의 병태생리를 파악하여 진단과 치료에 활용한

다. 아울러 비뇨생식기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의 기초적 지식을 얻고 비교적 흔한 질환들에 대한 임상

지식을 습득한다.

소화기학 (Gastroenterology) 

소화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의료관리 (Health Care Management) 

보건관리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다.

환자 의사 사회2 (patient-doctor-society ll)

건강한 환자-의사 관계 정립 및 전문가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의 함

양을 위해 의료환경과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전문가로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 보건의료와 관련

된 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입체적인 교육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외과학 총론 (Introduction to general surgery)

외과학의 기본이 되는 총론을 이해하고 총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의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성장과 노화 (Growth and Aging) 

소아의 특징인 신체 및 장기를 이해한다. 

감각기학 (Op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감각기를 구성하는 눈, 코, 귀 등을 이해한다.

근골격학 (Musculoskeletal disorders) 

근골격학에 대한 학문적 개관을 정립한다.

혈액학 (Hematology) 

혈액 및 조혈 기관의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병인, 병태 생리를 이해하여 혈액 질환

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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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과학 (Clinical neuroscience) 

The aims of this course are, firstly, to understand the recent concept of human brain and mind,  

secondly, to learn biolo-psycho-social knowledge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illness behaviors 

and disorders in brain, spinal cord, cranial nerves, peripheral nervous system, and mind. Ultinatively, 

this course could guide medical students to the way to be good doctors who have the integrated 

knowledge in aspect of clinical neuroscience.  

검사의학입문 (Introduction to Laboratory medicine and imaging)

검사의학입문은 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외과병리학을 이해하고 임상적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며 다음과 같은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  진단검사의학의 정의와 분야를 이해하고 검사결과를 적절하

게 해석하여 임상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영상의학의 종류와 적응증,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여 임상 상

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그리고 외과병리검사의 종류와 방법 및 임상적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의학입문2 (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ll) 

의사에게 필요한 기본적 태도와 소양을 배운다.

역학 (Epidemiology)

의학에서 역학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며, 역학적 지식과 방법을 의학연구, 질병 예방과 보건 관리에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의학 (Forensic medicine)

현행 검시제도, 죽음 및 시체현상을 이해하고, 각종 변사에 대한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파악하며, 의료

법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진료행위 및 검안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의학적 기본 개념을 익힌다.

내과학 및 실습 (Internal medicine) 

내과학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실제 임상을 통하여 숙지하고 적용함으로써 산지식을 얻고, 

subinternship을 통하여 향후 임상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임상종합평가 1 (General assessment for Clinical medicine I)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부인과 및 실습 (Obstetrics and Gynecology Clerkship) 

생식의학 강의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부인과 지식과 술기

를 터득한다. 또 임상 의사 혹은 의학 연구자로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 능력

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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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학 및 실습 (pediatrics) 

4주간의 소아과학 임상실습 교육기간을 통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소아 질환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고, 소아의 병력청취, 진찰방법, 성장과 발달의 평가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소아 

진료에 필요한 기본 수기를 익히고, 검사 소견을 포함한 임상 소견을 종합, 분석, 판단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병록지에 정확히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생아의 진찰과 기본

적 처치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습과정을 하여 환자 및 보호자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

지하며,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

응급의학 및 실습 (emergency medicine and clinical training) 

응급의학은 급성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체의 이상에 대해 응급진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임상 의학

의 한 분야이며 모든 임상분야에 걸쳐 넓게 퍼져있는 진료영역을 갖고 또한 응급의료체계 운영 능력을 

배양하는 학문이다.  응급의학 실습의 목표는 응급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급성 

질환이나 손상에 대한 초기 인지, 평가 및 처치를 배운다.

외과학 및 실습 (General Surgery) 

General surgery is a study on the care of surgical patients. The goal of the study is to obtain basic 

skill to access and manage surgical patients based on understanding about pathophysiology of 

surgical disease 

정신과학 및 실습 (Neuropsychiatry and Neuropsychiatry Clerkship) 

정신과에서 흔한 질환과 일차진료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신과적 상태에 대한 임상적인 실습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환자의 진료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

는 과정을 습득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원, 국립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등 다양한 정신과적 치료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게끔 하고 있다.

EGR (Ethics Grand Round)
의료현장에서 일상적인 임상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빈번히 경험하거나 윤리적
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윤리 기준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윤리적 쟁점사항들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임상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OSCE/CPX (OSCE/CPX) 

의학과 3학년(M5)의 핵심과목 임상실습을 통하여 익힌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그 

내용은 각종 시뮬레이션모델을 이용하여 수기 능력을 평가하는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객관구조화진료시험)와 실제 환자를 시뮬레이션한 표준화 환자(SP, Standardized Patient)를 

이용하여 병력청취, 신체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등 종합적인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진료수행시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환자에게 있을 수 있는 각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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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준화 하여 여러 방(station)에 설정한 후 수험생이 각 방을 순환하며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

를 실행함으로써 평가가 이루어진다.

임상종합평가 2 (General assessment for Clinical medicine ll)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영상의학 및 실습 (Diagnostic radiology and clinical practice) 

방사선과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체의 각종 질환의 방사선학적 소견을 숙지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다.

신경과학실습 (Neurology Clerkship)

신경과적 문진 및 기본적인 신경학적 진찰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기본적인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진찰 결과에 따라 정상 혹은 이상을 보이는 소견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변

의 위치 국소화(localization) 및 성질(nature)에 대한 감별 진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형외과학실습 (Orthopedic Surgery Clerkship) 

근-골격계의 기본적인 해부학적 특성 및 근골격계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치

료법을 습득한다. 또한 외상에 따른 인체의 반응과 외상의 정도에 따른 기본치료법을 열거하고 지체 장

애의 평가와 치료목적을 이해하고 실제 임상에 응용하여 정형외과 영역의 기본적인 수기를 습득한다.

신경외과학실습 (Neurosurgery Clerkship)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포함하는 신경계의 해부학적 지식, 신경학적 진찰법, 질환 및 외상에 대한 

기초지식과 응급처치 기술을 습득시키고 두부와 척추의 뇌전산화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의 판독능력을 

배양시켜, 일차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흉부외과학실습(Thoracic surgery Clerkship)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 즉 해부, 병리 및 생리학적 형태와 그에 따른 진단, 치료 및 예후에 대한 기초적

인 지식을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이해함과 아울러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임상에 응용하며 흉부외과 영

역의 기본적인 수기를 습득한다.

안과학실습 (Ophthalmology Clerkship)

안과 질환 및 타과 환자에 관련된 안 증상에 대하여 검진 및 기본적인 처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책에

서만 보던 증례를 직접 대하여 지식을 확고히 하고, 환자를 보는 기본적인 수기를 익히며, 실제로 환자

를 처치하는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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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학실습 (Otolaryngology Clerkship) 

이비인후과 영역의 정상 및 비정상 상태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일차 진료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이비

인후과 질환에 대하여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부과학실습 (Dermatology Clerkship)

피부의 정상 및 병적 상태를 이해하고 다양한 피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본 

수기를 습득하여 임상의로서 능력을 갖춘다.

비뇨기과학실습 (Urology Clerkship)

비뇨기계 구조와 병리생리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실제 임상에서 질환에 접근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

정에 참여하여 비뇨기과학문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지역사회의학실습 (Community Health Practice) 

지역사회진단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요 보건문제와 관련 자원을 파악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

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을 문헌조사, 현장방문, 조별 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건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한

다.

자유선택실습1 (Elective clerkship I)

모든 임상실습을 종료한 후 학생이 희망하는 과를 선택하여 추가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유선택실습2 (Elective clerkship II)

모든 임상실습을 종료한 후 학생이 희망하는 과를 선택하여 추가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임상수기실습 (Clinical procedures)

병원에서 의사로서 필요한 임상수기의 목적, 필요성, 수기방법, 주의사항 등을 배우고 환자에게 직접 할 

수 있을 수기술을 배운다.

임상종합평가 3 (General assessment for Clinical medicine lll)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임상종합평가 4 (General assessment for Clinical medicine lV)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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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설계(life plan)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가지 진로(직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

정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한다.

환자의사사회3 (patient-doctor-society lll) 

건강한 환자-의사 관계 정립 및 전문가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의 함

양을 위해 의료환경과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전문가로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 보건의료와 관련

된 사회의 규범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입체적인 교육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중심 EBM1 (Evidence Based Medicine l)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파악, 문제해결 능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담

당교수로는 모든 임상의학 과목의 교수가 참여하고 증례는 실제 환경에서 접하기 쉬운 경우를 선정하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례중심 EBM2 (Evidence Based Medicine ll)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파악, 문제해결 능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담

당교수로는 모든 임상의학 과목의 교수가 참여하고 증례는 실제 환경에서 접하기 쉬운 경우를 선정하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례중심 EBM3 (Evidence Based Medicine lll)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파악, 문제해결 능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능력을 기른다. 담

당교수로는 모든 임상의학 과목의 교수가 참여하고 증례는 실제 환경에서 접하기 쉬운 경우를 선정하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의학종합평가 (Medical Comprehensive Evaluation)

임상수행능력 및 의학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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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EMIT (Medicine & IT)

의학(medicine)과 IT(Intelligence Technology)의 접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융합이 의료발전과 인류의 복지

에 미친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결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과 발전 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

합의학을 주도하는 의학도로서의 소양을 함양한다.

의사학 (Medical History) 

의학과 의술의 발전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현대 의학의 역사적 특성을 파악한다.

미래의학(The Future of Medicine)

현재 의료를 둘러싼 제반 환경(인구변화, 타 학문 분야와의 융합 등)과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의료환

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예측해 봄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후보의사로서 변화를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함양한다.

임상통합약리학(Integrative Clinical Pharmacology)

신약개발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임상약리학의 주요 과학적, 산업적,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 

팀기반 활동으로 약리학적 지식을  통합하여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서 알맞은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PBL (Problem Based Learning)

흔한 임상증례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진단검사의학실습 (Clinical Pathology Clerkship )

일반임상의로서 필요한 주요 질환의 진단. 치료및 예후 판단 등을 위하여 진단혈액, 임상화학, 진단면역, 

임상미생물, 혈액은행에서 시행되는 각종 검사종목의 적절한 운용과 이의 판독 및 원리를 숙지함으로써, 

향후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임하는 의사로서 임상병리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재활의학실습 (Rehabilitational medicine clerkship)

재활의학과는 다른 의학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의료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특수한 면을 갖고 있

다. 학생들은 재활의학과 실습을 통해 환자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질벙 중심의 시각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다루는 다영역 접근 방식을 배우고, 통증이나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치료

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의학적인 치료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적용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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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실습 (Anesthesia clerkship)

마취통증의학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마취전,후의 환자관리 및 통증관리에 대한 임상지식을 습득한다.

성형외과학실습 (Plastic surgery clerkship) 

현대적인 의미에서 성형외과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피부와 그 밑에 있는 근과 골격에 결손 또는 

변형이 있을 때 그 형태는 물론이고 기능도 개선해 주는 외과의 한 분과라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성형

외과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학이며, 아름다운 정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예술임을 이해한다.

가정의학실습 (Family medicine clerkship)

생활습관 교정을 위한 의료면담에 대해 알고 이를 실제 환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 배운다.

방사선종양학실습 (Radiation Oncology)

방사선 종양학의  생물학적 기초지식과 방사선 치료 종류를 숙지하고 방사선 치료방법에 대한 임상지식

을 습득한다.

기초의학실습 (Basic Medicine Clerkship)

각 기초의학교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동향을 살피고 직접 실험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

표하여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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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화학Ⅰ (Chemistry LectureⅠ)

화학 전반에 관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다루는 화학의 입문이다. 물질의 구성과 성질 및 물질 상호간의 

변화등의 기초적 사항과 실습을 공부함으로써 화학분석 능력을 갖도록 강의한다.

생물학Ⅰ (Biology LectureⅠ) 

생명의 특성과 생명의 기본이 되는 분자의 구성, 세포구조와 기능, 대사, 유전, 발생과정 등의 원리를 

학습한다.

화학Ⅱ (Chemistry LectureⅡ)

화학 전반에 관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다루는 화학의 입문이다. 물질의 구성과 성질 및 물질 상호간의 

변화등의 기초적 사항과 실습을 공부함으로써 화학분석 능력을 갖도록 강의한다.

생물학Ⅱ (Biology Lecture)

생명의 특성과 생명의 기본이 되는 분자의 구성, 세포구조와 기능, 대사, 유전, 발생과정 등의 원리를 

학습한다.

인성과 대학생활 (Personality and Campus Life)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목표로 소그룹으로 구성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맺어지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대학 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루고자 한다. 학교․학과․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루도록 한다.

인성과 미래설계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

인성 함양 및 진로 설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구성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 및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

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임상병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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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보건통계학 및 통계 (Biostatistics)

현장에서 관찰 또는 실험을 통하여 수집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건관련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방법과 추론을 위한 통계적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엑셀 및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입력, 요약, 정리 및 분석하는 것을 학습한다.

작문과화법 (Korean Writing and Speaking)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들

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영어읽기와쓰기 (English Reading and Writing)

기본적인영어읽기와쓰기능력의향상을목표로한다.학생들이학문적인글을읽고이해하며자신의생각을글로표

현할수있는능력의신장에중점을둔다. 영어읽기와쓰기능력향상에필요한기술, 전략, 연습을통해영어읽기와쓰

기에대한자신감을키울수있게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Global Communication 1)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어 말하기 훈련을 통하여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Ⅱ(Global Communication 2)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의 다음 단계로써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어 말하기 훈련을 통하여 중급 수준의 영

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사회봉사 (Volunteership)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 봉사함으로 인류사랑의 실천능력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복지적인 삶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둔다.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갑작스런 심장마비이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명연장 

차원의 꼭 필요한 기술이다.

【전공필수】

인체해부학 (Anatomy)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 및 장기의 생리, 화학적 기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인체구조 및 

생리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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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개론 (Introduction to Clinic Pathology : 임상병리학에 대한 입문으로 질병으로 인한 각종 

체액 및 배설물과 조직세포의 변화를 이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원리, 과정, 

활용도, 기술적 과정 등 임상병리학 전 분야의 기초적 내용을 강의한다.

임상분자생물학 (Clinical molecular biology : DNA 분리 및 정제, 전기영동법, 제한효소 사용법 및 

PCR법 등, 유전자 재조합 과정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실험한다.

임상혈액학 및 실험 I (Clinic hematology - Lecture & lab I : 기본적인 혈액검사에서부터 

혈액응고인자검사, 골수표본검사 등 임상혈액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법의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시켜 임상병리사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한다.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 I (Clinic Microbiology - Lecture & lab I : 인간에 감염증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형태, 배양 및 동정 법을 실험을 통해 익힌다.

임상화학 및 실험 I (Clinic chemistry - Lecture & lab I : 질병에 의해 유발되는 각종 생화학적인 

이상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이화학적, 면역화학적 등의 각종 검사방법을 강의하고 

자동화시대에 발맞춘 최신 화학검사기술을 이론 및 시청각 교육을 병행시켜 실제 임상검사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한다.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 II (Clinic Microbiology - Lecture & lab II : 인간에 감염증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의 분류, 미생물의 형태, 배양 및 동정 법, 병원성, 감염경로, 예방 및 치료제 등에 대해 

익힘으로서 병원미생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인다.

임상혈액학 및 실험 II (Clinic hematology - Lecture & lab II : 기본적인 혈액검사에서부터 

혈액응고인자검사, 골수표본검사 등 임상혈액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법의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시켜 임상병리사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한다.

임상화학 및 실험 II (Clinic chemistry - Lecture & lab II : 질병에 의해 유발되는 각종 생화학적인 이상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이화학적, 면역화학적 등의 각종 검사방법을 강의하고 

자동화시대에 발맞춘 최신 화학검사기술을 이론 및 시청각 교육을 병행시켜 실제 임상검사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한다. 임상검체를 대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해 특이성이 높은 화학적 검사법을 소개하고 

그의 분석방법, 검체처리 및 필요한 시약의 조제기술, 기계조작기술을 습득시켜 임상검사의 적용에 

완벽을 기한다.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 I (Clinical histology - Lecture & lab I : 환자로부터 얻은 조직검체를 가지고 

진단의 최종 진단 수단이 되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표본제작에 필요한 기초적 이론지식을 

강의하고, 조직표본제작에 따른 일반적인 조직표본제작 기술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임상생리학 및 실험 I (Clinic Physiology - Lecture & lab I : 인체를 대상으로 인체가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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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기술, 분류, 세포 및 조직의 특성, 각 기관, 장기별 기능과 그 조절 메커니즘 등을 탐구하고 분석, 

평가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과판정에 도움이 되게 강의 및 실습한다.

면역학 (Immunology : 인체의 감염방어 능력인 면역현상에 대한 원리를 강의하고 관련 질환에 대하여 

강의한다. 

임상혈청학 및 실험 (Clinic serology - Lecture & lab : 면역학 이론을 기초로 항원-항체 반응의 특성을 
이해시키며 질병의 진단에 응용되는 여러 가지 혈청학적 검사법의 측정원리, 방법 및 결과 해석을 
숙지시킨다.

수혈학 및 실험 (Blood bank - Lecture & lab : 혈액 수혈에 수반되는 적합성에 대한 각종 전문검사, 

각종 혈액 제재의 제조와 보관 및 제공기술의 강의와 실습을 병행 실시한다.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 II (Clinic histology - Lecture & lab II : 환자로부터 얻은 조직검체를 가지고 

진단의 최종 진단 수단이 되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표본제작에 필요한 기초적 이론지식을 

강의하고, 조직표본제작에 따른 일반적인 조직표본제작 기술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임상생리학 및 실험 II (Clinic Physiology - Lecture & lab II : 심전도, 뇌파, 폐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의 생리기능 검사 방법의 임상적 응용과 실제 적용방법 및 기기조작을 위한 기술을 실험 실습을 통해 

학습하게 한다.

요화학 및 실험 (Urinalysis - Lecture & lab :  요는 인체의 이상 상태를 잘 반영하는 노폐물로서 여기에 

함유된 특정질환과 관계있는 성분의 요로 유입기전과 그것을 물리, 화학, 세포학적으로 검사하는데 

필요한 강의 및 임상검체의 직접 실습을 병행 실시한다.

진단세포학 (Clinical cytology :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구조 특징을 이해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세포학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가검물의 채취, 표본 제작, 염색, 판독 등에 따른 개념을 주지시켜 

습득하게 한다.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 환경질환, 사회적 질환, 성인병, 전염병관리, 식품위생에 이르기까지 

국민보건 증진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건강한 삶과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병원임상실습 (Hospital On-site training (임상화학, 혈액학, 임상생리학, 병리조직학, 진단세포학, 

미생물학, 혈액은행, 면역혈청학) : 강의와 실습만의 학내 교육에 더하여 임상현장에서 직접 환자와 

검체를 대상으로 검체 채취에서부터 검사 분석을 거쳐 결과와 보고까지 실제 임상검사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전공부서를 교대하며 임상실습 교육을 경험하게 한다.

의료관계법규 (Laws and regulations on health : 의료법과 보건관련법규를 교육하므로 보건 의료 

분야의 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도를 통해 국민건강향상과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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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기 및 시료분석학 (Clinical instrumentation and sample analysis)

임상병리학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기의 종류, 원리, 기본적인 분석기기의 운영 및 응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전공선택】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과 같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와 질병명, 각종 검사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구성과 활용법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실험동물학 (laboratory animal science)

실험 목적에 맞도록 생산되어, 반응에 대해 균일한 질을 가지는 즉, 유전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동물을 사용하여 생물학 연구, 교육한다.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합물의 명명, 구조, 화학반응의 특성, 유기화합물의 결합 방식, 합성, 분해 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강의한다.

세포생물학 (Medical cell biology)

세포의 구조, 구성 물질과 각 소기관들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세포생물학적 개념은 모든 병리에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인 또는 특수한 병리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세포학적인 

개념들을 이해함으로써 임상병리사로서 정확한 질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분류 생물학적, 생화학적 특성을 이해시키며 세균의 분리 동정을 위한 검체 취급 법, 

세균염색법, 생화학적 실험방법 등의 이론을 교육함으로써 인체의 질병과 관련된 미생물을 동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화학 (Biochemistry)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기본물질들인 단백질, 당질, 기질, 핵산, 효소, 호르몬 등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고 

에너지의 변환, 대사의 전달 과정과 정보전달, 생체 내 항상성 기전에 관한 기본적 개념과 통합적인 

조절 등을 강의함으로써 생명현상의 기본 개념을 강의한다.

조직학 (Histology)

조직 병리학적 진단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세포와 조직의 구조, 형태, 배열, 기능, 대사 등의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조직 병리학적 검사기술 적응 능력을 갖게 강의한다.

기생충학 및 실험 (Parasitology - Lecture &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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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분류, 숙주와 기생충과의 관계, 감염경로, 형태학적 특징, 진단방법, 병리 및 

임상소견 등을 강의하고 충란 감별, 유충의 특징 등을 실습을 통해 배운다.

병리학 (Pathology)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의 발생원인, 발생기전, 및 진행과 이로 인한 각 장기조직의 구조 및 형태학적인 

변화, 기능적인 변화를 강의함으로써 생명현상의 기본개념을 강의한다.

생리학 (Physiology)

인체의 기능을 생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생리학적 세포수준에서부터 소기관, 기관지에 

이르기까지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임상유전학 (Clinic genetics)

인간 유전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종양, 유전질환, 감염질환의 진단에 이용되는 분자생물학검사법의 

기본원리 및 그 적용에 관하여 배운다. 유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응용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통합보건실습 (Health Actual Traning)

5개의 과 (임상, 물치, 방사, 의공, 간호)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각 과에서 접할 수 없는 

영역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바이러스학 (Virology)

바이러스의 정의, 분류, 생활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특징을 타 생물과 비교하여 습득하게 하고, 

바이러스와 숙주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기작 등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임상적인 의의를 갖는 각 바이러스의 특징을 익히게 된다.

진균학 (Mycology)

진균에 간한 기초 이론과 병원성 진균의 형태학적 특징, 생물학적 성상과 대사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게 

하고, 병원성 진균의 분리 및 동정에 필요한 검체 채취와 수송, 염색법, 배양법 등을 익힌다.

세포배양학 및 체외수정론 (Cell culture &Artificial reproduction technology)

포유동물의 생식세포를 시험관내에서 성숙, 수정, 초기 배분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발생기작에 대한 

이론과 그에 대한 첨단기술 및 방법을 학습한다.

동물세포배양학 (Animal cell culture)

세포배양 기술과 임상진단에서의 접점을 인지하며, 이를 운영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방법론을 

학습한다.

임상병리학특론 

 “유능한 임상병리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중점적으로 교육”

임상병리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능한 임상병리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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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인간중심의 가치관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시킨 4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 의료기술인으로서의 각종 의료기관, 의료관계 실험실 및 연구소에서 

임상병리 업무를 원활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심층 교육한다.

헬스케어 창의융합의 심화( Advanced Ingenious Merged Health Care)

고령화시대 관련하여 현대 경향과 발맞춘 사회적인 건강증진 관련 및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학 (Hospital infection control)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 감염성 질환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감염에 취약한 노령 인구의 증가, 만성 

퇴행성 질환인구의 증가, 항생제의 남용, 항암제 및 면역 억제제의 사용으로 초래되는 면역 저하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병원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감염이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물론 병원 및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피해를 파악하여 감염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임상병리사가 실무에서 

감염관리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혈액검사 및 혈구형태학 (Practical Hematology) 

진단검사 이용되는 혈액은 혈액학적 질환과 더불어 다른 여러 질환의 진단에 중요하게 이용된다. 실제 

병원에서 중요한 검사인 혈구의 형태학적 진단 및 사용되는 다양한 혈액 검사를 습득하는데 목표가 

있다.

의생명정보학 (Medi-Bioinformatics)

현대 의학과 생물학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방대한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전산, 통계적 

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고는 신생 학문 분야로, 의학, 생명과학, 전산학, 

통계학, 수학, 화학 등의 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다. 이러한 의생명정보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의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의학 검사학 (Nuclear medicine technology)

종래 측정이 어려웠던 미량물질, 각종 항원, 항체 및 호르몬 등의 검사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취급과 분석 및 처리와 아울러 핵의학적인 진단검사에 적용하여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측정기계에 대한 최첨단 기술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생명공학기법 및 실험 (Biotechnology)

최근 생명 과학은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첨단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기초과학 

분야는 물론 의학, 약학, 농학, 환경학, 보건학, 식품영양학, 축산학, 수산학 등 많은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명공학은 위의 학문들과 어울려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학문으로써, 기본적 지식과 본 학문을 응용한 기술 및 방법들을 습득하고자 한다.

법의학 (Forens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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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죽음과 죽음에 수반되는 현상, 죽음에 관련된 질병, 기계적 손상,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며, 법을 적용하는 데 의학이 이용되는 분야의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을 교육목표로 

한다. 법의학에 대한 이해와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정도관리학 (Quality control)

임상병리학 분야에 대한 정도, 경영관리, 자료분석, 분석방법의 선택, 분석결과의 해석, 진단 성적의 평가 

등에 대한 강의와 토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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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인성과 대학생활 (Personality and Campus Life)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목표로 소그룹으로 구성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맺어지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대학 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루고자 한다. 학교․학과․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루도록 한다.

인성과 미래설계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

인성 함양 및 진로 설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구성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 및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

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사회통계학 (social statistics)

현장에서 관찰 또는 실험을 통하여 수집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방법과 추론을 위한 통계적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Excel) 및 SPSS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자료를 입력, 요약, 정리 및 분석하는 것을 학습한다. 

작문과화법 (Korean Writing and Speaking)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들

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영어읽기와쓰기 (English Reading and Writing)

기본적인영어읽기와쓰기능력의향상을목표로한다.학생들이학문적인글을읽고이해하며자신의생각을글로표

간 호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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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수있는능력의신장에중점을둔다. 영어읽기와쓰기능력향상에필요한기술, 전략, 연습을통해영어읽기와쓰

기에대한자신감을키울수있게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Global Communication 1)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어 말하기 훈련을 통하여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Ⅱ(Global Communication 2)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의 다음 단계로써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어 말하기 훈련을 통하여 중급 수준의 영

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사회봉사 (Volunteership)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 봉사함으로 인류사랑의 실천능력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복지적인 삶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둔다.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갑작스런 심장마비이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명연장 

차원의 꼭 필요한 기술이다.

사회봉사 (Volunteership)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시설 등에서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봉사정신과 실천력을 증진시킨다. 

심폐소생술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심정지 원인과 심정지환자 평가방법 및 기도유지, 호흡유지, 흉부압박 등의 기본심폐소생술을 익힘으로

써 심정지 환자 발생현장에서의 처치능력을 배양하도록 학습한다.

인성개발과 토론 (Personality, Life plan, and Discussion)

토론 위주 수업으로서 졸업 후 진로 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부합하는 

진로설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양선택】

의학개론 (Introduction to Medicine)

의료인의 교육과정,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질병의 이해, 의료계의 이슈 및 제도, 세계의료의 동향 등 의

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생물학 (Biology)

생물의 복잡한 구조와 물질대사, 생식, 유전 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생물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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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함으로써 생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도모하고 안경사가 되기 위해 눈에 대한 더 심층적인 전문지

식을 학습한다.

비판과 창의적 사고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영향요소들을 인지하며 그 적용력

을 키운다. 또한 간호실무 상황에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실례를 연습한다.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본 교과목을 통해 교육의 현상과 행위에 관한 학문적 탐구 과정을 거쳐 획득된 지식의 체계를 탐색함으

로써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육학 제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 아

울러 이와 같은 교육의 탐색을 통해 인간 사랑의 정신으로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과 법칙을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교육의 실제에 적용

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기술적, 과학적 방법을 터득한다. 아울러 이와 같

은 교육적 탐색을 통해 인간 사랑의 정신으로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

생활체육 (Sport of All)

현대사회에서 신체활동이 감소하게 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증대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현대인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를 학습한다.

글로벌시티즌쉽 (Global Citizenship)

빠르게 지구촌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인이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책임

감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한다.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예절 및 다른 문화를 이해,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본적 시민의식과 태도록 학습한다.

예술의 이해 (Understanding of Art)

21C 현대인의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예술문화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함으로서 자신의 삶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전공기초】

심리학개론 (Psychology)

사람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사람을 보다 타당하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한다.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Communication)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의 개념․이론․기법 등 기본지식을 학습하여, 간호 실무

에서 효과적이며 치료적인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간호대상자에게 적

절한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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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과 실제 ( Consultation theory and practice )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적, 상담의 개념 상담자의 자질 상담윤리 상담기술 그리고 상담이론들을 

알아봄으로써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인간발달 (Humam Development) 

태생기 부터 청소년까지 각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의 발달에 관한 성 심리학적 심리사회적 도덕적 발달 이

론을 고찰한다. 또한 각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성 인지 사회 언어 신체 정서영역의 발달 특징을 알아본다.

여성의 역할 및 사회화에 관한 개념적 이해를 높이고, 여성이 경험하는 특정 건강문제와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역할 및 기능을 인식하도록 한다.

인체해부학 (Anatomy)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 및 장기의 생리, 화학적 기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인체구조 및 

생리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해부학 (Anatomy)

본 교과목은 인체의 형태와 구조를 학습시키고 실습을 통해 인체의 육안적 관찰을 함으로써 인체의 기

본 형태와 구조를 익히게 한다. 세포, 조직, 골격계, 관절, 근육, 순환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생리학 (Physiology)

인체의 정상 기능 유지에 기본이 되는 제반 작용기전을 물리화학적 인지와 함께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

고 가장 대표적인 질환의 병태생리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숙지하도록 한다.

미생물학 및 실습 (Microbiology & Lab)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생화학적, 면역학적 상황과 병원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기초적인 면

과 임상적인 측면을 연관시켜 학습하도록 한다.

약리학 (Pharmacology)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물의 작용기전에 대한 이해와 질병과의 관계 및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기초

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병리학 (Pathology)

본 교과목은 질병 (pathos)의 이치(logy)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지금까지 배워온 기초의학의 지식을 종

합하여 임상 의학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학생들은 병리학의 학습을  통하여 질병과 관련

된 각종 용어를 이해하고,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 기전, 형태학적 소견 등 병리학적 특성을 이해

함으로써, 이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예후의 판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건영양 (Health and nutrition)

본 교과목은 영양과 식이요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정상인과 각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간호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향상, 질병예방 및 회복을 돕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건강과  영양과의 

관계, 주요 영양소의 기능과 대사과정, 식이요법의 원리, 영양관리에 있어서의 간호과정, 생의 주기별 영

양관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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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론 (Health Education)

간호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질병관리를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한다. 

기초건강과학 (Basic Health Science)

성인기의 발달기적 특성과 성인건강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성인기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의 유지, 증진에 따르는 간호과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면역반응, 수분과 

전해질, 쇼크, 종양간호, 수술 및 재활 영역에 있어서 간호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건강사정 및 실습 (Health Assessment & Practice)

간호과정의 이론적 틀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간호문제를 확인하고 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논

리적 사고를 함양하며 이에 대한 간호중재의 계획을 비롯한 간호과정을 익히도록 한다. 간호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여 간호진단을 설정 해 보도록 한다.

보건의료법규 (Healthcare Law)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관련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조사방법론 (Investigation Methodology)

기존의 간호 연구를 탐색, 고찰함으로써 연구 수행 동기를 고취하고 연구의 분석 평가 능력을 배양하며 

임상에서 연구 문제를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국내외 간호연구물의 

체계적 탐색 방법, 분석적 고찰 및 평가, 실제 간호연구 수행 등을 포함한다.

【전공필수】

간호학 개론 (Introduction to Nursing)

간호의 역사적 변천과 한국 간호 역사의 고찰을 통하여 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찰해 봄으로써 역사

적 이해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인 간호관과 간호사로서의 바람직한 사고 및 역할을 정립한다. 간호의 

역사적 의미 고찰, 간호의 본질 및 개념 정립, 간호교육, 간호조직, 간호전문직의 역할, 의료전달 체계 내

에서의 간호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본간호학 ⅠⅡ/ 기본간호학 실습 ⅠⅡ  (Fundamental Nursing & Practicum)

기본적인 간호술 습득을 목표로 기본 간호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간호사정 및 중재에 필요한 지식 

및 구체적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기본간호와 관련된 개념, 간호과정, 건강상태의 기초사정, 호흡․체온유

지․휴식과 활동․위생․음식과 수분섭취․배설 및 감각자극에 대한 간호요구에 따른 사정 및 간호술, 투약 

및 상처간호 등을  포함한다.

성인간호학  I / II / III / IV / V (Adult Nursing  I / II / III / IV / V)

성인기 발달과업의 특성, 건강문제의 양상, 질병에 대한 인간의 반응, 욕구의 저해 요인을 이해하고 간호

과정 적용을 통한 건강문제해결에 중점을 둔다. 소화, 심호흡, 신경, 근골격, 내분비, 비뇨신장, 감각계 등

의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회복 및 재활에 필요한 간호중재를 배

90



인간사랑 생명존중

우는데 목표를 둔다.

성인간호학 실습Ⅰ/ II / III (Adult Nursing  Practicum Ⅰ/ II / III)

성인, 노인 및 임종, 만성 및 재활간호, 응급 및 재해간호, 수술간호, 중환자간호 등과 관련된 이론적 지

식을 임상에 적용하여 성인 대상자의 간호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모성간호학 I / II (Maternity NursingⅠ/ II)

본 교과목을 통해 여성, 모성, 인간, 가족에 대한 철학을 기반으로 임신, 분만, 산욕기를 중심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 시기의 개인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 중심적 간호, 성 및 생식 기능, 임신, 분만, 산욕기의 생리, 심리, 사회적 변화 등을 

포함하며, 임신, 분만과정을 겪는 대상자 및 가족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적 견해 및 윤리적 딜레마를 확

인한다.

모성간호학 실습 I / II (Maternity Nursing  & PracticumⅠ/ II)

본 교과목을 통해 임신, 분만, 산욕 및 부인과 질환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확인하고 간호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고, 여성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산전관리, 분만간호, 신생아 간호, 부인과 질환 

간호, 성 상담 및 교육을 실습한다.

아동간호학Ⅰ/ II / III (Pediatric Nursing Ⅰ/ II / III)

아동 개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성장발달 이론과 아동의 기본 욕구의 개념을 바탕으로 간호과정

에 따라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 간호사의 역할, 아동의  공통

적 건강 문제, 간호 사정 기법, 간호 중재 전략, 평가 기술 등을 포함한다.

아동간호학 실습Ⅰ/ II (Pediatric Nursing Practicum Ⅰ/ II)

아동간호학의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간호문제 해결을 실습

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Ⅰ/ II / III (Community  Health NursingⅠ/ II / III)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증진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습득한다.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과 기본 원칙, 지역사회 간호의 변천, 지역사회 간호를 

위한 이론적 모형, 보건의료체계, 지역사회 간호사업, 지역사회 간호과정, 가족간호, 산업간호, 환경과 간

호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II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Ⅰ/ II)

지역사회 간호학의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다양한 보건 분야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실습

한다.

정신간호학Ⅰ/ II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Ⅰ/ II)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의 기전을 이해하고 이상행동을 파악하며 개인, 가족, 집단의 적응적 행동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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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위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 정신 역동, 치

료적 인간관계, 이상 행동, 정신간호 원리, 간호과정 적용, 다양한 치료기법 등을 포함한다.

정신간호학 실습 I /Ⅱ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I / II)

정신간호 대상자와 치료적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형성의 경험을 갖도록 하고 제반 치료요법을 경험하며 

대상자와 함께 건강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건강문제관리 뿐만 아니라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및 간호를 경험해 보도록 한다. 

간호관리학Ⅰ/ II (Nursing  ManagementⅠ/ II)

간호관리 역할 및 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간호지도자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기르고 다

양한 간호 현장에서 탁월한 간호업무 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이론, 간호 사업의 기획, 

조직, 의사결정, 리더십, 통제 기법, 환경 및 물품 관리, 간호정보체계, 간호마케팅 등을 포함한다.

간호관리학 실습 I / II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I / II)

간호관리의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관리자의 역할과 기능을 실제 간호현장에서 적용한다. 관리적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고 효율적인 간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품관리, 직원교육, 질관리, 정보

관리,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등 간호업무관리 능력을 함양한다.

여성건강간호학 (Women's Health  Nursing)

본 교과목을 통해 여성의 생식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간호문제를 진단하여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수행,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의 생식기능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간호과

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학서브인턴쉽 (Nursing Sub internship)

간호학을 학습한 학생들이 관심분야를 선택하여 실습하므로써 실무 적응력을 증진한다.

간호윤리와 전문직 (Nursing Ethics & professional)

전문직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인간관과 간호관을 정립하고, 간호사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

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지식과 대처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임상기초간호실습(Clinical based nursing practice) 

임상 실무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 간호이론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정보와 질관리 (nursing information)

보건의료정보체계 내에서의 간호정보학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목표

로 한다. 또한 간호 관련 자료와 정보교환을 위한 국내 전산망 및 인터넷  사용방법과 자료 검색방법, 간

호정보관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간호실무, 교육, 관리, 연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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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학 (Geriatric Nursing)

노화와 관련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여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간

호과정과 중재 기술을 익힌다. 또한 노인대상자가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노화 이론, 노화 현상, 노인 건강문제, 죽음에 대한 이해, 임종간호, 

호스피스 환자 간호, 노인간호 복지 등을 포함한다.

【전공선택】

진로설계 (life plan)

사회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하여 학습한다. 

종합실습 (Nursing Capstone Practice)

성인간호, 모성간호, 아동간호, 정신간호, 간호관리, 지역사회 간호등 그 동안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으

로서 대상자에 대한 간호문제를 종합적이고 다학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간호기술을 습득한다. 

한방간호학 (Oriental Nursing care) 

한방간호의 이해를 통해서, 질병을 보는 관점을 해부조직학적으로 접근하는 서양의학과 달리 질병의 증

상을 관찰하는 쪽으로 접근해봄으로써 간호대상자에게 분석적 접근과 동양의 통합적 접근의 조화로운 

간호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건교육방법론 (Health education methods)

보건교육에 활용되는 방법과 매체 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며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특성, 교육환경을 고려한 보건교육방법 및 교육매체를 선정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

습한다.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보건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및 

보건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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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의예과                                                                            대전캠퍼스

과정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이론시수-실습시수

전공필수

2 1 107030 M-P1 연구활동의기초 (소) GRADE 2 1 2

2 1 107011 M-P1 의학통계학 GRADE 3 3 0

2 1 107012 M-P1 분자생물학 GRADE 3 3 0

2 1 107007 M-P1 유기화학 GRADE 3 3 0

2 2 107031 M-P1 인체의 구조 GRADE 13 [183] [202]

2 2 107032 M-P1 세포와 대사 GRADE 5 [122] [32]

소계 ① 29 30.33
[455]

17.6
[264]

전공선택

1 2 105025 M-P1 의학자료분석 GRADE 2 1 2

2 1 107006 M-P1 의료영상학 GRADE 2 2 0

2 2 107033 M-P1 의료정보학 GRADE 3 3 0

소계 ② 7 6 2

교양필수

1 1 105009 M,N-P1 정보전산  Ⅰ GRADE 2 1 2

1 1 105008 M-P1 인체와 물리학 Ⅰ GRADE 2 2 0

1 1 105024 M,N-P1 통계학의 이해 GRADE 3 3 0

1 1 105010 M-P1 화학 및 실습 Ⅰ GRADE 3.5 2 3

1 1 105006 M-P1 생물학 및 실습 Ⅰ GRADE 3.5 2 3

1 2 102115 M-P1 정보전산  II GRADE 2 1 2

1 2 400734 H,U,M-P1 Academic English GRADE 3 3 0

1 2 105014 M-P1 인체와 물리학 Ⅱ GRADE 2 2 0

1 2 105016 M-P1 화학 및 실습 Ⅱ GRADE 3.5 2 3

1 2 105012 M-P1 생물학 및 실습 Ⅱ GRADE 3.5 2 3

1 2 107034 H,U,A,N-P1 체험의학 P/F 1 1 0

2 1 400750 H,U,M-P1 Scientific English GRADE 3 3 0

1 1 400461 H,A,N-P1 진로 인성과 대학생활 (소) P/F 1 1 0

1 1 114624 H,U,A,N-P1 진로 좋은의사되기(Doctoring) P/F 2 2 0

2 2 400311 N-P1 상담 생활상담 P/NP 1 1 0

2 1 113060 A-P1 수료인증 사회봉사 P/NP 1 0 2

2 2 106015 N-P1 수료인증 영어능력인증 P/NP 1 0 0

2 2 106017 M-P1 수료인증 전산능력인증 P/NP 1 0 0

1 1 101004 N-P1
언어(기본)

  중급영어회화 GRADE 2 2 0

1 1 400309 H,N-P1   의료이슈와 토론 (소) GRADE 2 2 0

1 2 101005 N-P1
언어(심화)

  고급영어회화 GRADE 2 2 0

1 2 400310 H,M,N-P1   의료와 문학 (소) GRADE 2 2 0

소계 ③ 47 36 18

교양

선택

영역 내 과목 중

자율선택수강
H

제 1영역 인간과 사회의 이해 8 8 0
제 2영역 생활과 문화의 이해 6 6 0

제 3영역 의료와 사회의 이해 2 2 0
소계 ④ 16 16 0

구분
제 1 영역(택4)

인간과 사회의 이해
제 2 영역(택3)

생활과 문화의 이해
제 3 영역(택1)

의료와 사회의 이해

선택

▷ 의사소통론
▷ 심리학
▷ 인간관계론
▷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종교와 인생
▷ 서양철학의 이해
▷ 말과 글
▷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 EU 인성세미나

▷ 시민생활과 예절
▷ 세계문화
▷ 모바일 앱 개발
▷ 전통예술과문화재의 이해
▷ 생활체육
▷ 인문학의 향기(연합교양대학)
▷ 생활과 법률
▷ 예술의 이해

▷ 의학개론
▷ 의료경영
▷ 보건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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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예과 교육과정

과정 교과목

1학년(2019) 2학년(2020)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주당시간

학점
주당시간

학점
주당시간

학점
주당시간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교필 정보전산  Ⅰ 2 1 2 　 　 　 　 　 　 　 　 　
교필 언어(기본) 중급영어회화 2 2 0 　 　 　 　 　 　 　 　 　
교필 의료이슈와 토론 (2) (2) 0
교필 인체와  물리학 Ⅰ 2 2 0 　 　 　 　 　 　 　 　 　
교필 통계학의  이해 3 3 0 　 　 　 　 　 　 　 　 　
교필 화학  및 실습 Ⅰ 3.5 2 3 　 　 　 　 　 　 　 　 　
교필 생물학  및 실습 Ⅰ 3.5 2 3 　 　 　 　 　 　 　 　 　
교필 좋은의사되기 2 2 0 　 　 　 　 　 　 　 　 　
교필 인성과 대학생활 1 1 0
교선 생활과문화의애해(제2영역) 2 2 0 　 　 　 　 　 　 　 　 　
교선 인간과사회의이해(제1영역) 2 2 0 　 　 　 　 　 　 　 　 　
전선 의학자료분석 　 　 　 2 1 2 　 　 　 　 　 　
교필 정보전산  II 　 　 　 2 1 2 　 　 　 　 　 　
교필 언어(심화) 고급영어회화 　 　 　 2 2 0 　 　 　 　 　 　
교필 의료와 문학 (2) (2) 0
교필 Academic English 　 　 　 3 3 0 　 　 　 　 　 　
교필 인체와  물리학 Ⅱ 　 　 　 2 2 0 　 　 　 　 　 　
교필 화학  및 실습 Ⅱ 　 　 　 3.5 2 3 　 　 　 　 　 　
교필 생물학  및 실습 Ⅱ 　 　 　 3.5 2 3 　 　 　 　 　 　
교필 체험의학 　 　 　 1 1 0 　 　 　 　 　 　
교선 인간과사회의이해(제1영역) 　 　 　 2 2 0 　 　 　 　 　 　
교선 인간과사회의이해(제1영역) 　 　 　 2 2 0 　 　 　 　 　 　
전선 의료영상학 　 　 　 　 　 　 2 2 0 　 　 　
전필 연구활동의기초 　 　 　 　 　 　 2 1 2 　 　 　
전필 의학통계학 　 　 　 　 　 　 3 3 0 　 　 　
전필 분자생물학 　 　 　 　 　 　 3 3 0 　 　 　
전필 유기화학 　 　 　 　 　 　 3 3 0 　 　 　
교필 Scientific English 　 　 　 　 　 　 3 3 0 　 　 　
교필 사회봉사 1 0 2
교선 인간과사회의이해(제1영역) 　 　 　 　 　 　 2 2 0 　 　 　
교선 생활과문화의이해(제2영역) 　 　 　 　 　 　 2 2 0 　 　 　
교선 의료와사회의이해(제3영역) 　 　 　 　 　 　 2 2 0 　 　 　
교선 생활과문화의이해(제2영역) 　 　 　 　 　 　 2 2 0 　 　 　
전필 인체의  구조 　 　 　 　 　 　 　 　 13 [183] [202]
전필 세포와  대사 　 　 　 　 　 　 　 　 　 5 [122] [32]
전선 의료정보학 　 　 　 　 　 　 　 　 　 3 3[45] 0
교필 생활상담 1 1[15] 0
교필 영어능력인증 　 　 　 　 　 　 　 　 　 1 0
교필 전산능력인증 　 　 　 　 　 　 　 　 　 1 0

합계 23 19 8 23 18 10 25 23 4 24 [365] [234]

총 학점 95

　
M1-1 M1-2 M2-1 M2-2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교양필수 19 15 8 17 13 8 4 3 2 3 1[15] 0
교양선택 4 4 0 4 4 0 8 8 0 ㅡ ㅡ ㅡ
전공필수 ㅡ ㅡ ㅡ ㅡ ㅡ ㅡ 11 10 2 18 [305] [234]　
전공선택 　 　 　 2 1 2 2 2 0 3 3[45]　 　
합 계 23 19 8 23 18 10 25 23 4 24 [365] [234]
총학점 95

구분
제1영역(택4)

인간과사회의이해

제2영역(택3)

생활과문화의이해

제3영역(택1)

의료와사회의이해

교양선택

▷ 의사소통론
▷ 심리학
▷ 인간관계론
▷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종교와 인생
▷ 서양철학의 이해
▷ 말과 글
▷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 EU 인성세미나

▷ 시민생활과 예절
▷ 세계문화
▷ 모바일 앱 개발
▷ 전통예술과문화재의 이해
▷ 생활체육
▷ 인문학의 향기(연합교양대학)
▷ 생활과 법률
▷ 예술의 이해

▷ 의학개론
▷ 의료경영
▷ 보건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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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의학과                                                                            대전캠퍼스

과정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108026 M-P2 기초신경과학 GRADE 7.5 126 60

1 1 108035 M-P2 인체의 반응 GRADE 9 170 58

1 1 108036 HA-P2 의료윤리 GRADE 1.5 33 0

1 2 108030 M-P2 종양학 GRADE 2 48 0

1 2 114135 M-P2 인체의 병리 GRADE 1.5 36 0

1 2 114136 M-P2 감염과 방어 GRADE 5 107 0

1 2 108027 U-P2 환경과 산업의학 GRADE 2.5 58 0

1 2 113018 M-P2 의학유전학 GRADE 3.5 70 0

1 2 108031 HN-P2 임상의학입문1 GRADE 1.5 31 0

1 2 108037 UM-P2 환사의사사회1 GRADE 1 16 0

1 2 114137 M-P2 기초종합평가 GRADE 1 0 0

2 1 109039 M-P2 면역/감염학 GRADE 4 87 0

2 1 109019 M-P2 호흡기학 GRADE 2.5 56 0

2 1 109018 M-P2 순환기학 GRADE 4.5 90 0

2 1 109017 M-P2 내분비학 GRADE 2.5 54 0

2 1 109042 M-P2 성장과 노화 GRADE 4 87 0

2 1 109045 M-P2 신장비뇨기학 GRADE 3 68 0

2 1 109015 M-P2 소화기학 GRADE 4.5 93 0

2 1 109038 UM-P2 보건관리 GRADE 1.5 36 0

2 1 109048 UM-P2 환자의사사회2 GRADE 1 24 0

2 2 109007 M-P2 외과학총론 GRADE 1.5 35 0

2 2 109040 M-P2 생식의학 GRADE 4.5 97 0

2 2 109046 M-P2 감각기학 GRADE 1.5 35 0

2 2 109047 M-P2 근골격학 GRADE 2 46 0

2 2 109049 M-P2 혈액학 GRADE 2 44 0

2 2 109050 M-P2 뇌신경과학 GRADE 6.5 134 0

2 2 109043 M-P2 검사의학입문 GRADE 3 66 0

2 2 109044 M-P2 임상의학입문2 GRADE 2 40 0

2 2 109036 UM-P2 역학 GRADE 2.5 52 0

2 2 110016 HM-P2 법의학 GRADE 1 16 0

3 1 110025 HMAN-P3 내과학 및 실습 GRADE 12 0 480

3 1 109023 M-P3 임상종합평가1 GRADE 4.5 0 0

3 2 110026 HMAN-P3 산부인과학 및 실습 GRADE 4 0 160

3 2 110027 HMAN-P3 소아과학 및 실습 GRADE 4 0 160

3 2 110029 HMAN-P3 응급의학 및 실습 GRADE 4 0 160

3 2 110028 HMAN-P3 외과학 및 실습 GRADE 4 0 160

3 2 110024 HMAN-P3 정신과학 및 실습 GRADE 4 0 160

3 2 111002 HMAN-P3 영상의학실습 GRADE 2 0 80

3 2 111004 HMAN-P3 신경과학실습 GRADE 2 0 80

3 2 113236 HA-P3 EGR P/NP 1 20 0

3 2 110022 M-P3 OSCE/CPX GRADE 2 0 60

3 2 111021 M-P3 임상종합평가2 GRADE 4.5 0 0

4 1 111005 M-P3 정형외과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06 M-P3 신경외과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07 M-P3 흉부외과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11 M-P3 안과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09 M-P3 이비인후과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12 M-P3 피부과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10 M-P3 비뇨기과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22 U-P3 지역사회의학실습 GRADE 2 0 80

4 1 400329 HUMAN-P3 자유선택실습1 P/NP 4 0 160

4 1 400330 HUMAN-P3 자유선택실습2 P/NP 4 0 160

4 1 113496 M-P3 임상수기실습 P/NP 4 0 160

4 1 000718 M-P3 진로설계 P/NP 1 16 0

4 1 111024 M-P3 임상종합평가3 GRADE 3 0 0

4 2 113939 U-P3 임상종합평가4 GRADE 3 0 0

4 2 111039 M-P3 환자의사사회3 GRADE 1 20 0

4 2 111036 M-P3 사례중심 EBM1 GRADE 2 0 0

4 2 111037 M-P3 사례중심 EBM2 GRADE 5 0 0

4 2 111038 M-P3 사례중심 EBM3 GRADE 5 0 0

4 2 111040 M-P3 의학종합평가 GRADE 5 0 0

소계 ① 184 1,911 2,458

전공

선택

1 1 114338 M-P-2 EMIT GRADE 1 16 0

1 2 400582 M-P-2 미래의학 GRADE 1 16 0

1 2 400735 M-P2 임상통합약리학 GRADE 1 14 20

1 2 108018 HA-P-2 의사학 P/NP 1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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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13235 M-P-2 PBL GRADE 2 80 0

4 1 111003 M-P-3 진단검사의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15 M-P-3 재활의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13 M-P-3 마취통증의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08 M-P-3 성형외과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16 MN-P-3 가정의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25 M-P-3 방사성종양학실습 GRADE 1 0 40

4 1 111033 M-P-3 기초의학실습 GRADE 1 0 40

소계② 13 14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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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학과 교육과정
이수
구분 교과목

1학년(2019) 2학년(2020) 3학년(2021) 4학년(2022)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이론 실습 시간 학점 이론 실습 시간 학점 이론 실습 시간 학점 이론 실습 시간 학점 이론 실습 시간 학점 이론 실습 시간 학점 이론 실습 시간 학점이론실습시간
전필 기초신경과학 7.5 126 60 186 　 　 　 　 　 　 　 　 　 　 　 　 　 　 　 　 　 　 　 　 　 　 　 　 　 　 　 　
전필 인체의 반응 9 170 58 228 　 　 　 　 　 　 　 　 　 　 　 　 　 　 　 　 　 　 　 　 　 　 　 　 　 　 　 　
전필 의료윤리 1.5 33 0　 33 　 　 　 　 　 　 　 　 　 　 　 　 　 　 　 　 　 　 　 　 　 　 　 　 　 　 　 　
전선 EMIT 1 16 0 16
전선 미래의학 1 16 0 16
전선 임상통합약리학 1 14 20 34
전필 종양학 　 　 　 　 2 48 0 48 　 　 　 　 　 　 　 　 　 　 　 　 　 　 　 　 　 　 　 　 　 　 　 　
전필 인체의 병리 　 　 　 　 1.5 36 0 36 　 　 　 　 　 　 　 　 　 　 　 　 　 　 　 　 　 　 　 　 　 　 　 　
전필 감염과 방어 　 　 　 　 5 107 0 107 　 　 　 　 　 　 　 　 　 　 　 　 　 　 　 　 　 　 　 　 　 　 　 　
전필 환경과 산업의학 　 　 　 　 2.5 58 0 58 　 　 　 　 　 　 　 　 　 　 　 　 　 　 　 　 　 　 　 　 　 　 　 　
전필 의학유전학 　 　 　 　 3.5 70 0 70 　 　 　 　 　 　 　 　 　 　 　 　 　 　 　 　 　 　 　 　 　 　 　 　
전필 임상의학입문I 　 　 　 　 1.5 31 0 31 　 　 　 　 　 　 　 　 　 　 　 　 　 　 　 　 　 　 　 　 　 　 　 　
전선 의사학 　 　 　 　 1 16 0 16 　 　 　 　 　 　 　 　 　 　 　 　 　 　 　 　 　 　 　 　 　 　 　 　
전필 환자 의사 사회I 　 　 　 　 1 16 0 16 　 　 　 　 　 　 　 　 　 　 　 　 　 　 　 　 　 　 　 　 　 　 　 　
전필 기초종합평가 1 0 0 0
전선 PBL 　 　 　 　 2 80 0　 80 　 　 　 　 　 　 　 　 　 　 　 　 　 　 　 　 　 　 　 　 　 　 　 　
전필 면역/감염학 　 　 　 　 　 　 　 　 4 87 0 87 　 　 　 　 　 　 　 　 　 　 　 　 　 　 　 　 　 　 　 　
전필 호흡기학 　 　 　 　 　 　 　 　 2.5 56 0 56 　 　 　 　 　 　 　 　 　 　 　 　 　 　 　 　 　 　 　 　
전필 순환기학 　 　 　 　 　 　 　 　 4.5 90 0 90 　 　 　 　 　 　 　 　 　 　 　 　 　 　 　 　 　 　 　 　
전필 내분비학 　 　 　 　 　 　 　 　 2.5 54 0 54 　 　 　 　 　 　 　 　 　 　 　 　 　 　 　 　 　 　 　 　
전필 성장과노화 　 　 　 　 　 　 　 　 4 87 0 87 　 　 　 　 　 　 　 　 　 　 　 　 　 　 　 　 　 　 　 　
전필 신장비뇨기학 　 　 　 　 　 　 　 　 3 68 0 68 　 　 　 　 　 　 　 　 　 　 　 　 　 　 　 　 　 　 　 　
전필 소화기학 　 　 　 　 　 　 　 　 4.5 93 0 93 　 　 　 　 　 　 　 　 　 　 　 　 　 　 　 　 　 　 　 　
전필 보건관리 　 　 　 　 　 　 　 　 1.5 36 0 36 　 　 　 　 　 　 　 　 　 　 　 　 　 　 　 　 　 　 　 　
전필 환자의사사회 II 　 　 　 　 　 　 　 　 1 24 0 24 　 　 　 　 　 　 　 　 　 　 　 　 　 　 　 　 　 　 　 　
전필 외과학총론 　 　 　 　 　 　 　 　 　 　 　 　 1.5 35 0 35 　 　 　 　 　 　 　 　 　 　 　 　 　 　 　 　
전필 생식의학 　 　 　 　 　 　 　 　 　 　 　 　 4.5 97 0 97 　 　 　 　 　 　 　 　 　 　 　 　 　 　 　 　
전필 감각기학 　 　 　 　 　 　 　 　 　 　 　 　 1.5 35 0 35 　 　 　 　 　 　 　 　 　 　 　 　 　 　 　 　
전필 근골격학 　 　 　 　 　 　 　 　 　 　 　 　 2 46 0 46 　 　 　 　 　 　 　 　 　 　 　 　 　 　 　 　
전필 혈액학 　 　 　 　 　 　 　 　 　 　 　 　 2 44 0 44 　 　 　 　 　 　 　 　 　 　 　 　 　 　 　 　
전필 뇌신경과학 　 　 　 　 　 　 　 　 　 　 　 　 6.5 134 0 134 　 　 　 　 　 　 　 　 　 　 　 　 　 　 　 　
전필 검사의학입문 　 　 　 　 　 　 　 　 　 　 　 　 3 66 0 66 　 　 　 　 　 　 　 　 　 　 　 　 　 　 　 　
전필 임상의학입문II 　 　 　 　 　 　 　 　 　 　 　 　 2 40 0 40 　 　 　 　 　 　 　 　 　 　 　 　 　 　 　 　
전필 역학 　 　 　 　 　 　 　 　 　 　 　 　 2.5 52 0 52 　 　 　 　 　 　 　 　 　 　 　 　 　 　 　 　
전필 법의학 　 　 　 　 　 　 　 　 　 　 　 　 1 16 0 16 　 　 　 　 　 　 　 　 　 　 　 　 　 　 　 　
전필 내과학 및 실습 　 　 　 　 　 　 　 　 　 　 　 　 　 　 　 　 12 0 480 480 　 　 　 　 　 　 　 　 　 　 　 　
전필 임상종합평가 I 　 　 　 　 　 　 　 　 　 　 　 　 　 　 　 　 4.5 0 0 0 　 　 　 　 　 　 　 　 　 　 　 　
전필 산부인과학 및 실습 　 　 　 　 　 　 　 　 　 　 　 　 　 　 　 　 　 　 　 　 4 0 160 160 　 　 　 　 　 　 　 　
전필 소아과학 및 실습 　 　 　 　 　 　 　 　 　 　 　 　 　 　 　 　 　 　 　 　 4 0 160 160 　 　 　 　 　 　 　 　
전필 응급의학 및 실습 　 　 　 　 　 　 　 　 　 　 　 　 　 　 　 　 　 　 　 　 4 0 160 160 　 　 　 　 　 　 　 　
전필 외과학 및 실습 　 　 　 　 　 　 　 　 　 　 　 　 　 　 　 　 　 　 　 　 4 0 160 160 　 　 　 　 　 　 　 　
전필 정신과학 및 실습 　 　 　 　 　 　 　 　 　 　 　 　 　 　 　 　 　 　 　 　 4 0 160 160 　 　 　 　 　 　 　 　
전필 영상의학실습 　 　 　 　 　 　 　 　 　 　 　 　 　 　 　 　 　 　 　 　 2　 0　 80　 80　 　 　 　 　
전필 신경과학실습 　 　 　 　 　 　 　 　 　 　 　 　 　 　 　 　 　 　 　 　 2 0　 80 80 　 　 　 　
전필 EGR 　 　 　 　 　 　 　 　 　 　 　 　 　 　 　 　 　 　 　 　 1 20 0 20 　 　 　 　 　 　 　 　
전필 OSCE/CPX 　 　 　 　 　 　 　 　 　 　 　 　 　 　 　 　 　 　 　 　 2 0 60 60 　 　 　 　 　 　 　 　
전필 임상종합평가 II 　 　 　 　 　 　 　 　 　 　 　 　 　 　 　 　 　 　 　 　 4.5 0 0 0 　 　 　 　 　 　 　 　
전필 정형외과학실습 　 　 　 　 　 　 　 　 　 　 　 　 　 　 　 　 　 　 　 　 　 　 　 　 1 0 40 40 　 　 　 　
전필 신경외과학실습 　 　 　 　 　 　 　 　 　 　 　 　 　 　 　 　 　 　 　 　 　 　 　 　 1 0 40 40 　 　 　 　
전필 흉부외과학실습 　 　 　 　 　 　 　 　 　 　 　 　 　 　 　 　 　 　 　 　 　 　 　 　 1 0 40 40 　 　 　 　
전필 안과학실습 　 　 　 　 　 　 　 　 　 　 　 　 　 　 　 　 　 　 　 　 　 　 　 　 1 0 40 40 　 　 　 　
전필 이비인후과학실습 　 　 　 　 　 　 　 　 　 　 　 　 　 　 　 　 　 　 　 　 　 　 　 　 1 0 40 40 　 　 　 　
전필 피부과학실습 　 　 　 　 　 　 　 　 　 　 　 　 　 　 　 　 　 　 　 　 　 　 　 　 1 0 40 40 　 　 　 　
전필 비뇨기과학실습 　 　 　 　 　 　 　 　 　 　 　 　 　 　 　 　 　 　 　 　 　 　 　 　 1 0 40 40 　 　 　 　
전선 가정의학실습 　 　 　 　 　 　 　 　 　 　 　 　 　 　 　 　 　 　 　 　 　 　 　 　 1 0 40 40 　 　 　 　
전선 기초의학실습 　 　 　 　 　 　 　 　 　 　 　 　 　 　 　 　 　 　 　 　 　 　 　 　 1 0 40 40 　 　 　 　
전선 방사선종양학실습 　 　 　 　 　 　 　 　 　 　 　 　 　 　 　 　 　 　 　 　 　 　 　 　 1 0 40 40 　 　 　 　
전선 재활의학실습 　 　 　 　 　 　 　 　 　 　 　 　 　 　 　 　 　 　 　 　 　 　 　 　 1 0 40 40 　 　 　 　
전선 진단검사의학실습 　 　 　 　 　 　 　 　 　 　 　 　 　 　 　 　 　 　 　 　 　 　 　 　 1 0 40 40 　 　 　 　
전선 마취통증의학실습 　 　 　 　 　 　 　 　 　 　 　 　 　 　 　 　 　 　 　 　 　 　 　 　 1 0 40 40 　 　 　 　
전선 성형외과학실습 　 　 　 　 　 　 　 　 　 　 　 　 　 　 　 　 　 　 　 　 　 　 　 　 1 0 40 40 　 　 　 　
전필 지역사회의학실습 　 　 　 　 　 　 　 　 　 　 　 　 　 　 　 　 　 　 　 　 　 　 　 　 2 0 80 80 　 　 　 　
전필 자유선택실습 I 　 　 　 　 　 　 　 　 　 　 　 　 　 　 　 　 　 　 　 　 　 　 　 4 0 160 160 　 　 　 　
전필 자유선택실습 II 　 　 　 　 　 　 　 　 　 　 　 　 　 　 　 　 　 　 　 　 　 　 　 4 0 160 160 　 　 　 　
전필 임상수기실습 　 　 　 　 　 　 　 　 　 　 　 　 　 　 　 　 　 　 　 　 　 　 　 　 4 0 160 160 　 　 　 　
전필 임상종합평가 III 　 　 　 　 　 　 　 　 　 　 　 　 　 　 　 　 　 　 　 　 　 　 　 　 3 0 0 0 　 　 　 　
전필 진로설계 　 　 　 　 　 　 　 　 　 　 　 　 　 　 　 　 　 　 　 　 　 　 　 　 1 16 0 16 　 　 　 　
전필 임상종합평가 IV 　 　 　 　 　 　 　 　 　 　 　 　 　 　 　 　 　 　 　 　 　 　 　 　 　 　 　 　 3 0 0 0
전필 환자 의사 사회 III 　 　 　 　 　 　 　 　 　 　 　 　 　 　 　 　 　 　 　 　 　 　 　 　 　 　 　 　 1 20 0 20
전필 사례중심 EBM I 　 　 　 　 　 　 　 　 　 　 　 　 　 　 　 　 　 　 　 　 　 　 　 　 　 　 　 　 2 0 0 0
전필 사례중심 EBM II 　 　 　 　 　 　 　 　 　 　 　 　 　 　 　 　 　 　 　 　 　 　 　 　 　 　 　 　 5 0 0 0
전필 사례중심 EBM III 　 　 　 　 　 　 　 　 　 　 　 　 　 　 　 　 　 　 　 　 　 　 　 　 　 　 　 　 5 0 0 0
전필 의학종합평가 　 　 　 　 　 　 　 　 　 　 　 　 　 　 　 　 　 　 　 　 　 　 　 　 　 　 　 　 5 0 0 0

합 계 19 345 118 463 23 492 20 512 27.5 595 0 595 26.5 565 0 565 16.5 0 480 480 31.5 20 1,020 1,040 32 16 1,120 1,136 21 20 0 20

　 　 　 　 　 　 　 　 　 　 　 　 　 　 　 　 　 　 　 　 　 　 　 　 　 　192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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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임상병리학과                                                                       대전캠퍼스

과정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필수

1 1 102224 A3 인체해부학 GRADE 3 3 0
1 2 102107 A4 임상병리학 개론 GRADE 2 2 0
2 2 000461 B1 임상분자생물학 GRADE 3 3 0
2 2 000182 A5 임상 혈액학 및 실험Ⅰ GRADE 3 2 2
2 2 000161 A6 임상 미생물학 및 실험Ⅰ GRADE 3 2 2
2 2 000360 A7 임상화학 및 실험Ⅰ GRADE 3 2 2
3 1 000380 B2 임상 미생물학 및 실험Ⅱ GRADE 3 2 2
3 1 000413 B3 임상 혈액학 및 실험Ⅱ GRADE 3 2 2
3 1 000448 B4 임상화학 및 실험Ⅱ GRADE 3 2 2
3 1 000385 A8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Ⅰ GRADE 3 2 2
3 1 000174 A9 임상 생리학 및 실험Ⅰ GRADE 3 2 2
3 1 102215 B5 면역학 GRADE 3 3 0
3 2 113497 A10 임상 혈청학 및 실험Ⅰ GRADE 2 1 2
3 2 113498 A11 수혈학 및 실험 GRADE 2 1 2
3 2 000439 B6 임상 조직검사학 및 실험Ⅱ GRADE 3 2 2
3 2 000399 B7 임상생리학 및 실험Ⅱ GRADE 3 2 2
3 2 113088 A12 요화학 및 실험 GRADE 3 2 2
4 1 103207 A13 공중보건학 GRADE 3 3 0
4 1 000476 B9 병원임상실습 (소) P/NP 3 0 20
4 1 000455 B8 진단세포학 GRADE 2 2 0
4 2 400625 B13 임상기기 및 시료분석학 GRADE 2 2 0
4 2 000415 A14 의료관계법규 GRADE 2 2 0
4 2 114228 졸업종합시험 P/F

소계 ① 60 44 46

전공선택

1 2 113008 A16 의학용어 GRADE 2 2 0
1 2 113499 A17 실험동물학 (소) GRADE 2 2 0
2 1 107007 A18 유기화학 GRADE 2 2 0
2 1 102205 B12 세포생물학 GRADE 2 2 0
2 1 000133 A19 미생물학 GRADE 3 3 0
2 1 102212 A20 생화학 GRADE 3 3 0
2 1 000004 A21 조직학 GRADE 3 3 0
2 1 000148 A22 기생충학 및 실험 GRADE 3 2 2
2 2 112244 A23 병리학 GRADE 3 3 0
2 2 113006 A24 생리학 GRADE 3 3 0
3 1 000118 B14 임상유전학 GRADE 3 3 0
3 2 000766 B15 통합보건실습 (소) GRADE 2 1 2
3 2 102314 B16 바이러스학 GRADE 2 2 0
3 2 114613 B22 나노바이오체외진단학 (소) GRADE 2 2 0
4 1 000469 B17 진균학 GRADE 2 2 0
4 1 400626 B23 세포배양학 및 체외수정론 GRADE 2 2 0
4 1 400624 B24 임상병리학특론 GRADE 2 2 0
4 1 400457 B25 헬스케어 창의융합의 심화 (소) GRADE 2 1 2
4 1 113500 A25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학 GRADE 2 2 0
4 2 400720 B26 혈액검사 및 혈구형태학 GRADE 2 2 0
4 2 114139 A26 의생명정보학 (소) GRADE 2 2 0
4 2 113092 B20 핵의학검사학 GRADE 2 2 0
4 2 000506 B21 생명공학기법 및 실험 (소) GRADE 2 1 2
4 2 110016 A27 법의학 GRADE 2 2 0
4 2 000551 B22 정도관리학 GRADE 2 2 0

소계 ② 57 53 8

교양

필수

1 1 113295 A1

기초과학교육

화학 GRADE 3 3 0
1 1 112108 A2 생물학 GRADE 3 3 0
1 2 107026 B10 화학 II GRADE 3 3 0
1 2 107028 B11 생물학 II GRADE 3 3 0
2 1 114633 A15 보건통계학 및 통계(R) GRADE 2 2 0
1 1 400461 H.N 신입생적응교육 인성과 대학생활(소) P/NP 1 1 0
2 2 400462 N 재학생진로교육 인성과 미래설계(소) P/NP 1 1 0
2 1 113060 A.N 사회적체험교육 사회봉사(소) P/NP 1 0 2
2 2 000263 A.N 신체적체험교육 심폐소생술 P/NP 1 1 0
1 1 400589 U

의사소통교육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1/2 400621 U 영어읽기와 쓰기(수준별) GRADE 2 2 0
1 2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 1(소) GRADE 2 2 0
2 1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 2(소) GRADE 2 2 0
1 1 400590 N 컴퓨터적사고교육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 GRADE 2 2 0

소계 ③ 28 27 2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1영역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8학점 이상 이수)

[역사와 철학] 2영역
[사회와 경제] 3영역
[과학과 자연] 4영역
[예술과 문화] 5영역

소계 ④ (교양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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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임상병리학과 교육과정

과정

구분
과목명

1학년(2019) 2학년(2020) 3학년(2021) 4학년(2022)
합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이론실습 이론실습 이론실습 이론실습 이론실습 이론실습 이론실습 이론실습 이론 실습
교양 화학 3 3 0 3 3 0

필수 생물학 3 3 0 3 3 0

화학Ⅱ 3 3 0 3 3 0

생물학Ⅱ 3 3 0 3 3 0

인성과 대학생활(소) 1 1 0 1 1 0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2 2 0 2 2 0

　 보건통계학 및 통계 (R) 2 2 0 2 2 0

　 사회봉사(소) 1 0 2 1 0 2

　 심폐소생술 1 1 0 1 1 0
인성과 미래설계(소) 1 1 0 1 1 0

　 작문과화법 2 2 0 2 2 0

　 영어읽기와쓰기(수준별) 2 2 0 (2 2) 0 2 2 0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 2 2 0 2 2 0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Ⅱ 2 2 0 2 2 0

(핵심교양)언어와 문학 2 2 (2 2) 2 2 0

(핵심교양)역사와 철학 (2 2) 2 2 0 2 2 0

(핵심교양)사회와 경제 (2 2) 0 (2 2) 0

(핵심교양)과학과 자연 2 2 (2 2) 2 2 0

(핵심교양)예술과 문화 (2 2) 2 2 2 2 0

　 교양필수 소계 15 15 0 14 14 0 5 4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36 35 2

전공 인체해부학 3 3 0 3 3 0
필수 임상병리학 개론 2 2 0 2 2 0

임상분자생물학 3 3 0 3 3 0
임상혈액학 및 실험Ⅰ 3 2 2 3 2 2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Ⅰ 3 2 2 3 2 2
임상화학 및 실험Ⅰ 3 2 2 3 2 2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Ⅱ 3 2 2 3 2 2

임상혈액학 및 실험Ⅱ 3 2 2 3 2 2

임상화학 및 실험Ⅱ 3 2 2 3 2 2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Ⅰ 3 2 2 3 2 2

임상생리학 및 실험Ⅰ 3 2 2 3 2 2

면역학 3 3 0 3 3 0

임상혈청학 및 실험Ⅰ 2 1 2 2 1 2

수혈학 및 실험 2 1 2 2 1 2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Ⅱ 3 2 2 3 2 2

임상생리학 및 실험Ⅱ 3 2 2 3 2 2

요화학 및 실험 3 2 2 3 2 2

진단세포학 2 2 0 2 2 0

공중보건학 3 3 0 3 3 0

병원임상실습 (소) 3 0 20 3 0 20

임상기기 및 시료분석학 2 2 0 2 2 0

의료관계법규 2 2 0 2 2 0

졸업종합시험 - - - - - -

전공필수 소계 3 3 0 2 2 0 0 0 0 12 9 6 18 13 10 13 8 10 8 5 20 4 4 0 60 44 46

전공 의학용어 2 2 0 2 2 0

선택 실험동물학 (소) 2 2 0 2 2 0

유기화학 2 2 0 2 2 0

세포생물학 2 2 0 2 2 0

미생물학 3 3 0 3 3 0

생화학 3 3 0 3 3 0

조직학 3 3 0 3 3 0

기생충학 및 실험 3 2 2 3 2 2

병리학 3 3 0 3 3 0

생리학 3 3 0 3 3 0

임상유전학 3 3 0 3 3 0

통합보건실습 (소) 2 1 2 2 1 2
바이러스학 2 2 0 2 2 0
나노바이오체외진단학 (소) 2 2 0 2 2 0
진균학 2 2 0 2 2 0
세포배양학 및 체외수정론 2 2 0 2 2 0
임상생리학특론 2 2 0 2 2 0
헬스케어 창의융합의 심화(소) 2 1 2 2 1 2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학 2 2 0 2 2 0

혈액검사 및 혈구형태학 2 2 0 2 2 0

의생명정보학 (소) 2 2 0 2 2 0

핵의학검사학 2 2 0 2 2 0

생명공학기법 및 실험 (소) 2 1 2 2 1 2
법의학 2 2 0 2 2 0
정도관리학 2 2 0 2 2 0

전공선택 소계 0 0 0 4 4 0 16 15 2 6 6 0 3 3 0 6 5 2 10 9 2 12 11 2 57 53 8
전공 소계 3 3 0 6 6 0 16 15 2 18 15 6 21 16 10 19 13 12 18 14 22 16 15 2 117 97 54

합계 18 18 0 20 20 0 21 19 4 20 17 6 21 16 10 19 13 12 18 14 22 16 15 2 153 13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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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간호학과                                                                           대전캠퍼스

과정구분 학년/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기초

1 1 113495 A2 인문사회 상담이론과 실제 GRADE 2 2 0
1 1 112148 A15 인문사회 심리학개론 GRADE 2 2 0
1 1 000242 A4 인문사회 인간발달 GRADE 2 2 0
1 2 112225 A3 자연 해부학 GRADE 3 3 0
2 1 112240 A14 자연 생리학 GRADE 3 3 0
2 1 112213 A12 자연 미생물학 및 실습 GRADE 2 1 2
2 1 113744 A16 인문사회 보건교육론 GRADE 2 2 0
2 1 000514 B7 자연 기초건강과학 GRADE 2 2 0
2 2 113218 A10 인문사회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GRADE 2 2 0
2 2 113219 A7 자연 건강사정 및 실습 GRADE 2 1 2
2 2 112243 A5 자연 약리학 GRADE 2 2 0
2 2 102311 A8 자연 병리학 GRADE 2 2 0
3 1 113707 A11 자연 조사방법론(소) P/F 2 2 0
4 2 000458 B42 자연 보건의료법규 GRADE 2 2 0

소계① 30 28 4

전공

필수

1 2 000126 B1 간호학개론 GRADE 2 2 0
2 1 113491 B3 기본간호학 Ⅰ GRADE 3 3 0
2 1 113492 B5 기본간호학 실습Ⅰ(소) GRADE 1 0 2
2 1 113029 B2 간호윤리와 전문직 GRADE 2 2 0
2 2 000586 B4 기본간호학Ⅱ GRADE 2 2 0
2 2 000588 B6 기본간호학 실습Ⅱ(소) GRADE 1 0 2
2 2 112223 B8 성인간호학Ⅰ GRADE 2 2 0
3 1 114134 B14 임상기초간호실습(소) GRADE 1 0 3
3 1 112302 B9 성인간호학Ⅱ GRADE 3 3 0
3 1 112303 B15 성인간호학 실습Ⅰ(소) GRADE 2 0 6
3 1 112313 B19 모성간호학 Ⅰ GRADE 2 2 0
3 1 112314 B22 모성간호학실습Ⅰ(소) GRADE 2 0 6
3 1 112304 B24 아동간호학Ⅰ GRADE 2 2 0
3 1 112305 B27 아동간호학 실습Ⅰ(소) GRADE 2 0 6
3 1 000700 B33 지역사회간호학Ⅰ GRADE 2 2 0
3 1 112306 B29 정신간호학Ⅰ GRADE 3 3 0
3 2 112309 B10 성인간호학Ⅲ GRADE 3 3 0
3 2 112310 B16 성인간호학 실습Ⅱ(소) GRADE 2 0 6
3 2 112321 B20 모성간호학 Ⅱ GRADE 2 2 0
3 2 112322 B23 모성간호학실습Ⅱ(소) GRADE 2 0 6
3 2 112311 B25 아동간호학Ⅱ GRADE 2 2 0
3 2 112312 B28 아동간호학 실습Ⅱ(소) GRADE 2 0 6
3 2 000881 B34 지역사회간호학Ⅱ GRADE 2 2 0
3 2 112316 B30 정신간호학Ⅱ GRADE 2 2 0
3 2 112307 B31 정신간호학 실습Ⅰ(소) GRADE 2 0 6
3 2 112409 B38 간호관리학Ⅰ GRADE 1 1 0
4 1 112401 B11 성인간호학Ⅳ GRADE 2 2 0
4 1 112328 B17 성인간호학 실습Ⅲ(소) GRADE 2 0 6
4 1 000700 B35 지역사회간호학III GRADE 2 2 0
4 1 000853 B36 지역사회간호학 실습Ⅰ(소) GRADE 2 0 6
4 1 112317 B32 정신간호학 실습Ⅱ(소) GRADE 2 0 6
4 1 112417 B39 간호관리학Ⅱ GRADE 2 2 0
4 1 113745 B40 간호관리학 실습Ⅰ(소) GRADE 2 0 6
4 2 000898 B49 종합실습(소) P/F 1 0 2
4 2 113490 B12 성인간호학Ⅴ GRADE 2 2 0
4 2 112403 B26 아동간호학Ⅲ GRADE 2 2 0
4 2 112435 B37 지역사회간호학 실습Ⅱ(소) GRADE 1 0 3
4 2 113391 B41 간호관리학 실습Ⅱ(소) GRADE 1 0 3
4 2 112432 B21 여성건강간호학 GRADE 2 2 0
4 2 113404 B43 간호학서브인턴쉽(소) GRADE 1 0 3
4 2 113417 B47 간호정보와 질관리 GRADE 2 2 0
4 2 000598 B48 노인간호학 GRADE 2 2 0
4 2 114228 B44 졸업종합시험 P/F 0 0 0

소계② 80 51 84

전공

선택

1 2 000633 B46 한방간호학 GRADE 2 2 0
1 2 113757 A13 보건영양 GRADE 2 2 0
2 2 113717 A6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GRADE 2 2 0
2 2 113716 A9 보건교육방법론 GRADE 2 2 0
4 1 000718 B45 진로설계(소) P/NP 1 1 0
4 2 졸업논문 P/NP 0 0 0

소계③ 9 9 0

교양

필수

1 1 400461 N 신입생적응교육 인성과 대학생활(소) P/NP 1 1 0

2 2 400462 N 재학생진로교육 인성과 미래설계(소) P/NP 1 1 0

1 1 114409 M 컴퓨터적사고교육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 GRADE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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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00440 M 사회통계학 GRADE 2 2 0
1 2 113060 A 사회적체험교육 사회봉사(소) P/NP 1 0 2
3 2 000263 N 신체적체험교육 심폐소생술(BLS) P/NP 1 1 0
1 1 400589 U

의사소통교육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1/2 400621 U 영어읽기와 쓰기(수준별) GRADE 2 2 0
1 2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 1(소) GRADE 2 2 0
2 1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 2(소) GRADE 2 2 0

1 1 112108 M 기초과학교육 생물학 (학과지정 선택과목)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1영역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8학점 이상)

[역사와 철학] 2영역
[사회와 경제] 3영역
[과학과 자연] 4영역
[예술과 문화] 5영역

소계④ (교양 2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25 이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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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간호학과 교육과정

과정 과목명

1학년(2019) 2학년(2020) 3학년(2021) 4학년(2022)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이론실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교양 작문과 화법 2 2 　 　 　 　 　 　 　 　 　 　 　 　 　 　 　 　 　 　 　 　 　 2 2
필수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 2 2 　 　 　 　 　 　 　 　 　 　 　 　 　 　 　 　 　 　 　 　 　 2 2

　 인성과 대학생활 1 1 　 　 　 　 　 　 　 　 　 　 　 　 　 　 　 　 　 　 　 　 　 1 1

　 글로벌 커뮤니케이션ⅠⅡ 　 2 2 　 2 2 　 　 　 　 　 　 　 　 　 　 　 　 　 　 　 4 4

　 사회통계학 　 　 　 2 2 　 　 　 　 　 　 　 　 　 　 　 　 　 　 　 　 　 　 2 2
　 인성과 미래설계 　 　 　 　 　 　 　 　 　 1 1 　 　 　 　 　 　 　 　 　 　 　 　 1 1
　 사회봉사 　 　 　 1 　 2 　 　 　 　 　 　 　 　 　 　 　 　 　 　 　 　 　 1 2

　 영어읽기와 쓰기 2　 　2 　 　(2 2)　 　 　 　 　 　 　 　 　 　 　 　 　 　 2 2

　 심폐소생술(BLS) 　 　 　 　 　 　 　 　 　 　 　 　 　 　 　 1 1 　 　 　 　 　 　 1 1

(핵심교양)언어와 문학 2 2 2 2 0

(핵심교양)역사와 철학 2 2 　 　 　 　 　 　 2 2 0

(핵심교양)사회와 경제 (2 2) 　 　 　 　 　 　 (2 2) 0
(핵심교양)과학과 자연 2 2 　 　 　 　 　 　 2 2 0
(핵심교양)예술과 문화 2 2 　 　 　 　 　 　 　 　 　 　 　 2 2 0

　 교양필수 소계 11 11 0 9 8 2 2 2 0 1 1 0 0 0 0 1 1 0 0 0 0 0 0 0 26 25 2

교양 의학개론 (2 2) 　 (2 2) 0

선택 생물학 2 2 　 　 　 　 　 　 　 　 　 　 　 　 　 　 　 　 2 2 0

비판과 창의적 사고 　 　 　 　 　 　 (2 2) 　 　 　 　 (2 2) 0

교육학개론 　 　 　 　 　 　 2 2 　 　 　 　 2 2 0

교육심리 　 　 　 　 　 　 　 　 　 2 2 　 2 2 0

생활체육 2 2 　 　 　 　 　 　 　 　 　 　 2 2 0

글로벌시티즌십 　 　 　 (2 2) 　 　 　 　 　 　 　 　 　 　 　 　 　 (2 2) 0
예술의 이해 (2 2) 　 　 　 　 　 　 　 　 　 　 　 　 　 　 　 　 　 　 　 　 　 (2 2) 0

　 교양선택소계 4 4 0 0 0 0 2 2 0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8 8 0
교양소계 15 15 0 9 8 2 4 4 0 3 3 0 0 0 0 1 1 0 0 0 0 0 0 0 34 33 2

전공 해부학 　 　 　 3 3 　 　 　 　 　 　 　 　 　 　 　 　 　 　 　 　 3 3 0

기초 생리학 　 　 　 　 　 　 3 3 　 　 　 　 　 　 　 　 　 　 　 　 　 3 3 0

　 미생물학 및 실습 　 　 　 　 　 　 2 1 2 　 　 　 　 　 　 　 　 　 　 　 　 2 1 2

　 약리학 　 　 　 　 　 　 　 　 　 2 2 　 　 　 　 　 　 　 　 　 　 2 2 0

　 병리학 　 　 　 　 　 　 　 　 　 2 2 　 　 　 　 　 　 　 　 　 　 2 2 0

　 건강사정 및 실습 　 　 　 　 　 　 　 　 　 2 1 2 　 　 　 　 　 　 　 　 　 2 1 2

조사방법론 　 　 　 　 　 　 　 　 　 　 　 　 2 2 　 　 　 　 　 　 　 2 2 0

　 기초건강과학 　 　 　 　 　 　 2 2 　 　 　 　 　 　 　 　 　 　 　 　 　 　 　 　 2 2 0

　 보건의료법규 　 　 　 　 　 　 　 　 　 　 　 　 　 　 　 　 　 　 　 　 　 2 2 　 2 2 0
　 전공기초자연소계 0 0 0 3 3 0 7 6 2 6 5 2 2 2 0 0 0 0 0 0 0 2 2 0 20 18 4
　 심리학개론 2 2 　 　 　 　 　 　 　 　 　 　 　 　 　 　 2 2 0
　 상담이론과 실제 2 2 　 　 　 　 　 　 　 　 　 　 　 　 　 　 2 2 0
　 인간발달 2　 2 　 　 　 　 　 　 　 　 　 　 　 　 2 2 0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2 2 　 　 　 　 　 2 2 0
　 보건교육론 　 　 　 　 　 　 2 2 　 　 　 　 　 　 　 　 2 2 0
　 전공기초인문소계 6 6 0 0 0 0 2 2 0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10 0
전공기초소계 6 6 0 3 3 0 9 8 2 8 7 2 2 2 0 0 0 0 0 0 0 2 2 0 30 28 4
전공 간호학개론 　 　 　 2 2 　 　 　 　 　 　 　 　 　 　 　 　 　 　 　 　 　 　 　 2 2 0
필수 기본간호학I 　 　 　 　 　 　 3 3 　 　 　 　 　 　 　 　 　 　 　 　 　 　 　 　 3 3 0
　 기본간호학실습I 　 　 　 　 　 　 1 　 2 　 　 　 　 　 　 　 　 　 　 　 　 　 　 　 1 0 2

　 기본간호학II 　 　 　 　 　 　 　 　 　 2 2 　 　 　 　 　 　 　 　 　 　 　 　 　 2 2 0
　 기본간호학실습II 　 　 　 　 　 　 　 　 　 1 　 2 　 　 　 　 　 　 　 　 　 　 　 　 1 0 2
　 간호윤리와 전문직 　 　 　 　 　 　 2 2 　 　 　 　 　 　 　 　 　 　 　 　 　 　 　 　 2 2 0
　 임상기초간호실습 　 　 　 　 　 　 　 　 　 　 　 　 1 　 3 　 　 　 　 　 　 　 　 　 1 0 3
　 성인간호학ⅠⅡⅢⅣⅤ 　 　 　 　 　 　 　 　 　 2 2 　 3 3 　 3 3 　 2 2 　 2 2 　 12 12 0
　 성인간호학실습ⅠⅡⅢ 　 　 　 　 　 　 　 　 　 　 　 　 2 　 6 2 　 6 2 　 6 　 　 　 6 0 18
　 모성간호학ⅠⅡ 　 　 　 　 　 　 　 　 　 　 　 　 2 2 　 2 2 　 　 　 　 　 　 　 4 4 0
　 모성간호학실습ⅠⅡ 　 　 　 　 　 　 　 　 　 　 　 　 2 　 6 2 　 6 　 　 　 　 　 　 4 0 12
　 아동간호학ⅠⅡⅢ 　 　 　 　 　 　 　 　 　 　 　 　 2 2 　 2 2 　 　 　 　 2 2 　 6 6 0
　 아동간호학실습ⅠⅡ 　 　 　 　 　 　 　 　 　 　 　 　 2 　 6 2 　 6 　 　 　 　 　 　 4 0 12
　 지역사회간호학ⅠⅡIII 　 　 　 　 　 　 　 　 　 　 　 　 2 2 　 2 2 　 2 2 　 　 　 　 6 6 0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Ⅱ 　 　 　 　 　 　 　 　 　 　 　 　 　 　 　 　 　 　 2 　 6 1 　 3 3 0 9

　 정신간호학ⅠⅡ 　 　 　 　 　 　 　 　 　 　 　 　 3 3 　 2 2 　 　 　 　 　 　 　 5 5 0
　 정신간호학실습ⅠⅡ 　 　 　 　 　 　 　 　 　 　 　 　 　 　 　 2 　 6 2 　 6 　 　 　 4 0 12
　 간호관리학ⅠⅡ 　 　 　 　 　 　 　 　 　 　 　 　 　 　 　 1 1 　 2 2 　 　 　 　 3 3 0
　 간호관리학실습ⅠⅡ 　 　 　 　 　 　 　 　 　 　 　 　 　 　 　 　 　 　 2 　 6 1 　 3 3 0 9
　 여성건강간호학 　 　 　 　 　 　 　 　 　 　 　 　 　 　 　 　 　 　 　 　 　 2 2 　 2 2 0
　 종합실습 　 　 　 　 　 　 　 　 　 　 　 　 　 　 　 　 　 　 1 　 2 　 　 　 1 0 2
　 간호학서브인턴쉽 　 　 　 　 　 　 　 　 　 　 　 　 　 　 　 　 　 　 　 　 　 1 　 3 1 0 3

간호정보와 질관리 　 　 　 　 　 　 　 　 　 　 　 　 　 　 　 　 　 　 　 　 　 2 2 　 2 2 0
노인간호학 　 　 　 　 　 　 　 　 　 　 　 　 　 　 　 　 　 　 　 　 　 2 2 　 2 2 0

　 전공필수소계 0 0 0 2 2 0 6 5 2 5 4 2 19 12 21 20 12 24 15 6 26 13 10 9 80 51 84
전공 한방간호학 　 　 　 2 2 　 　 　 　 　 　 　 　 　 　 　 　 　 　 　 　 　 　 　 2 2 0
선택 보건영양 2 2 2 2 0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 2 　 　 　 　 　 　 　 　 　 　 　 　 　 2 2 0

보건교육방법론 　 　 　 　 　 　 　 　 　 2 2 　 2 2 0
　 진로설계 　 　 　 　 　 　 　 　 　 　 　 　 　 　 　 　 　 　 1 1 　 　 　 　 1 1 0
　 졸업논문 　 　 　 　 　 　 　 　 　 　 　 　 　 　 　 　 　 　 　 　 　 　 　 　 0 0 0
　 전공선택소계 0 0 0 4 4 0 0 0 0 4 4 0 0 0 0 0 0 0 1 1 0 0 0 0 9 9 0

전공(필수+선택)소계 0 0 0 6 6 0 6 5 2 9 8 2 19 12 21 20 12 24 16 7 26 13 10 9 89 60 84
합계 28 28 0 23 21 4 21 19 4 21 19 4 21 14 21 22 14 24 16 7 26 15 12 9 159 12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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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사랑 생명존중

Ⅶ. 학과 사무실 교내전화번호

 대표전화 : 1899-0001          FAX : 042-259-1539      국번 : 042-259-내선번호

대학 학과 학과사무실 내선번호 비고

의과대학

의예과 일현의학관 302호 1618

의학과 일현의학관 302호 1601

임상병리학과 범석관 704호 1758

간호대학 간호학과 범석관 622호 1701

교무처

학생, 장학

범석관 1층 대학본부

1535

수업, 학적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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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업 관련 안내

1. 일반 안내

  ▶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선택, 교양필수와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

  ▶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양필수와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 전공과목 70학점 이상(전필/전선), 교양과목30학점 이상(교필/교선/전기)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 학과별 교과과정에 편성된 핵심교양 영역별 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 한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직전학기의 성적이 4.0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가능

  ▶ 교양과목의 수강인원이 적정인원(20명)에 미달할 경우 폐강할 수 있음

 

2. 성적 관련 안내

  ▶ 성적 등급 기준 

                

등급 평가 득점

       A+ 4.5 95점 이상
       A 4.0 90 ~ 94점
       B+ 3.5 85 ~ 89점
       B 3.0 80 ~ 84점
       C+ 2.5 75 ~ 79점
       C 2.0 70 ~ 74점
       D+ 1.5 65 ~ 69점
       D 1.0 60 ~ 64점
       F 0 59점 이하

 ▶ 출석사항 : 매학기 수업시간의 3주 이상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

               ※ 해당과목 결석을 3번 하는 경우 F학점 처리 (주 1회 수업 기준)

 ▶ 재수강신청 : F학점을 부여 받은 경우 재수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일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함

                성적상승을 위한 재수강의 경우는 취득학점이 C이하인 경우까지만 신청 가능

                4년 재학중 재수강 총 24학점 신청가능

                횟수는 학기당 2과목으로 제한(단, 학기를 전체 재수강하는 경우는 예외)

                (재수강을 하는 경우 최대 B+까지만 성적을 취득할 수 있음)

 ▶ 성적정정 : 성적의 정정은 본교에서 공고한 성적의 열람 및 정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담당교과목 교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학기의 성적처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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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경고 : 한 학기 성적취득에 있어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하며 

               학사경고 2회 이상자는 징계할 수 있음

 ▶ 유   급 : 3회 연속 학사경고시에는 당해학년을 유급 처리함 (간호학과 : 해당학년 성적1.5미만 또는  

해당학년 1,2학기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를 유급 처리함)

 ▶ 제    적 : 학사경고 연속 3회자나 장기결석자는 제적할 수 있음

3. 졸업기준

 ▶ 정하여진 소정의 학기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8학기 이상)

 ▶ 취득학점 : 졸업에 필요한 총취득 학점은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성    적 : 4년 평균평점이 1.75이상이어야 함 

 ▶ 교양필수 : 개설된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함

              (F학점이 부여된 경우 반드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함)  

 ▶ 전공필수 :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수강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함

              (F학점이 부여된 경우 반드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함) 

 ▶ 졸업인증 : 외국어(TOEIC 등 학과별 일정점수 이상), 전산(공인7종, 민간4종 중 택1), 심폐소생술,

              사회봉사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정보처리분야 인증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

                             동화산업기사,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전자상거래운용사,정보기술자격(ITQ) 시험 A등급, MOS

  ▶ 졸업논문(시험) :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졸업보류 : 상기 사항에 결격이 있는 자는 졸업이 보류되며 필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졸업을 할 수  

있음

영역 구분 내용

심폐소생술 분야   심폐소생술 교과목 이수(1학점2시간)로 심폐소생술자격증 취득

사회봉사 분야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1학점2시간) 

정보처리 분야   국가공인자격7종, 민간자격4종 중 택1 취득자 

외국어 분야

  영어(TOEIC,TOEFL,TEPS, G-TELP 학과별 시행기준), 일본어(JPT 550점이상,

  JLPT N2이상),중국어(HSK 新3급240이상,新4급180이상), 한자(공인기관의 한자능력

  시험3급이상),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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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제도 안내

1)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2) 신청방법

  ①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제출·신청함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학사학위취득유예의 취소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의 신청 후 등록금 납부기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취소신청서 제출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효과

  ※ “졸업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수료”와의 비교

구분 내용

유예기간  ▪ 재학년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

신청자격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36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혹은 수료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조건
 ▪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가능

    [학점당 : 8만원]

구분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불가 수료

학적상태 재학 재학 수료

학점이수 이수하여야 함 이수하여야 함 학점이수 없음

등록금납부
 학점당 : 8만원

*복수전공자는 전액납부

초과 학기 등록금 

납부규정에 따라 납부
없음 

졸업시 

학적부기재사항
졸업만 기재 졸업만 기재

수료 후 졸업시 학적부에 

수료시점에 “수료”, 

“졸업”시점에 졸업 변경 

기재

졸업시기

학위를 수여 받는 일자

ex) 2019년 2월에 학사학위취득유예 또는 졸업불가 또는 수료 후 2019년 8월에 학

위를 받을 경우 졸업일자는 2019년 8월이 됨

휴학가능여부 불가
잔여휴학학기 있을 경우 

가능
-

기한 내 초과학기

등록금 미납

당초 졸업예정학기 졸업 

또는 수료
미등록제적 -

유예횟수 1학기 단위로 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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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전공 및 복수전공 안내

1)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능학과

지원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능학과

전체학과(부)
→
지원가능

의료공학과, 장례지도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미용화장품과학과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의료IT학과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식품산업외식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

※ 의예과, 의학과, 보건의료계열 및 사범계열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이 불가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 시기 

  ① 4학년 제1전공 수료 후 제2전공을 이수하면 학기당 이수학점수가 높아 집중적인 교과 

     학습으로 효과적인 이수가 가능

  ※ 부전공은 1학년 2학기를 이수한 후에 신청 가능함

  ② 1학년 2학기 성적확정 후 별도의 기간을 안내 공지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 자격 : 1학년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4)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 인원 : 학과(전공)별로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선발 

5) 복수전공 이수 학점 : 제2전공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60학점 이상 취득해야함

6) 부전공 이수 학점 : 제2전공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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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변경(전과) 안내

1) 소속변경(전과) 가능학과

지원 소속변경(전과) 가능학과

의예,의학과,간호학과를

제외한 이하 전체학과

(동일캠퍼스내)

→
지원가능

의료공학과, 미용화장품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산업외식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료IT학과,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장례지도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소속은 전출입 모두 불가

※ 소속변경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자 불가

2) 소속변경(전과) 신청 시기 

  ① 소속변경 희망자는 신청 직전학기 기말고사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서(첨부파일) 및 학업계획서

     를 제1전공과 제2전공의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② 매 학기말 별도의 기간을 안내 공지

3) 소속변경(전과) 신청 자격 :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제1전공 1학년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

   시 모두 이수하고, 성적 평점 평균이 2.0이상이며, 등록학기수가 6학기(유급학기 제외)를 초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4) 소속변경(전과) 신청 인원 및 허가 

  ① 신청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소속변경학과의 결원인원 범위내에서 최대 입학정원의 10%로 허용

  ② 소속변경 대상자의 선발은 제1전공 교과 성적 상위자를 우선으로 하되, 학과별 별도 선발기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에 따른다. 

110



Ⅱ. 수강신청 관련 안내

□ 수강신청 안내

   ① 수강신청 방법

      : 모바일 접속 및 데스크탑 컴퓨터 접속을 통한 수강신청

   ② 수강바구니 시스템 운영

     - 예비수강신청 실시(최대 6학점까지 초과 신청)

      - 본 수강신청 기간에 별도 조회 없이 수강신청 가능

     - 본 수강신청 기간에 신속한 수강신청 가능

   ③ 매크로 및 멀티로그인 방지

     - 매크로 방지 및 강좌 매매 등의 거래 방지

     - 멀티로그인 방지 : 두 개 이상의 모든 기기(모바일, 데스크탑)에서 동시사용 불가

     -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계정 관리 주의)

1. 수업시간표

가. 시간표 기준

주간수업의 경우 매교시 50분 수업진행 후 10분 휴식 및 이동시간으로 편성되며, 야간수업은 매 교시 

45분 수업 단위로(3교시 종료 후 10분 휴식) 이루어 진행.

나. 수업 후 휴식과 이동에 대한 유의사항

수업 후 분실물 등에 유의 바라며, 쓰레기를 방치하여 쾌적한 수업환경이 저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동 및 휴식 시 정숙함을 유지하여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주간 야간
비고

교시 시간 교시 시간

1 09:00 ~ 09:50 1 18:00 ~ 18:45

2 10:00 ~ 10:50 2 18:45 ~ 19:30

3 11:00 ~ 11:50 3 19:30 ~ 20:15

4 12:00 ~ 12:50 4 20:25 ~ 21:10

5 13:00 ~ 13:50 5 21:10 ~ 21:55

6 14:00 ~ 14:50 6 21:55 ~ 22:40

7 15:00 ~ 15:50

8 16:00 ~ 16:50

9 17:00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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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일정

가. 수강신청 기간

※ 수강신청 사이트 : 을지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 바로가기(http://sg.eulji.ac.kr/ejuv/) 

※ 상기 일정은 시작일 시간부터 24시간 운영하여 종료일 시간에 마감함.

※ 수강매매 방지 시스템

- 교과목별 최대허용인원까지 수강 신청되어 수강 가능 여석이 0인 상태에서 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강매매방지 프로그램 작동

- 수강매매방지 프로그램이 작동된 교과목의 경우 50~60분 무작위의 대기시간이 발생되며, 대기시간이

  끝난 직후 추가로 수강신청 가능

- 단, 저녁 6시 기준 수강취소로 인하여 수강매매방지 프로그램이 작동되었을 경우 다음날 9시 이후 

  추가로 수강신청이 가능함

※ 교수-자녀 강의수강 시 권고사항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학생은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야 함.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가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사전 신고 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폐강 안내 : 2019. 03. 11(월) 이후로 조회 가능 (본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수강신청한 강좌가 폐강된 경우 수강정정을 통해 수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수업에 출석할 수 있음

3. 수강처리 기준

  ① 신청학점 제한 (학칙 제29조)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시 장학 선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학기당 12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구   분 일   정 비   고
2019학년도 1학기 개강 2019.03.04(월)

수강바구니 기간[예비수강신청] 2019.02.18(월) 09:00 ~ 02.24(일) 18:00
신입생 대상

영어능력 평가
2019.02.19(화) 10:00 ~ 02.21(목) 23:59

을지대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확인
본 수강신청 기간 02.25(월) 09:00 ~ 02.27(수) 18:00

수강정정 기간 03.04(월) 09:00 ~ 03.08(금) 18:00

변경 전 변경 후 (2018-2학기부터 적용)

모든 교과목에 대해 수강신청 시 강좌

삭제 직후 곧바로 다른 학생이 수강 신청

가능(수강 매매 문제 발생)

최대 수강제한인원까지 신청한 경우 :

수강신청 취소 후 일정시간(50~60분 뒤)

경과해야 해당 강좌 신청 가능
최대 수강제한인원에 미달한 경우 :

변경 전과 마찬가지로 강좌 삭제 직후

곧바로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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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학점 이상 21학점까지 신청(직전학기 성적 4.0이상인자는 24학점까지 가능)

   ② 수강신청 가능 영역

    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우선 수강

    나. 하위학년의 교과목 및 타과 교과목 수강 가능

  ③ 수강신청 방법

    가. 학생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나. 수강내역서는 3월 15일(금)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학과에서는 교무지원팀에 제출)

4.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수강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 신청

  ② 학과에서 (재)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후 교무지원팀에 제출

  ③ 사무처에 수업료(학점당 8만원) 납입(가상계좌)

5. 재수강신청 관련 사항 

  ① 동일과목인 경우 최대 2회까지 재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학생 개인이 수강신청

  ② 성적이 C인 경우까지 재수강신청 가능. 성적 취득은 최대 B+ 초과 불가

    가. 2017년도 입학생 이전 : 한학기당 재수강 신청은 6학점, 최대 3과목까지 신청 가능

    나. 2017년도 입학생 이후 : 재학연한 이내 총 24학점까지 신청 가능, 한학기당 최대 2과목

  ③ 교과목 코드 또는 명칭이 상이하여 수강신청 시 자동으로 재수강과목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교과목일치확인서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에서는 교무지원팀에 제출)

6. 학사경고자 수강신청 관련 사항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인 경우 수강신청학점을 최대 15학점으로 제한

7. 유의사항

 ① 전공필수 과목은 절대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나 정원외 편입자가 과거에 동일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과에서 삭제할 수도 있음

 ② 편입생의 경우 반드시 편입생 이수지정과목을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체크 

 ③ 학생들에게 본인이 출석부에 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할 것

    (수강신청 정정기간 후 출석부 재확인 필)

 ④ 수강신청을 아니한 경우 해당학기의 성적이 모두 취소 처리됨

 ⑤ 수강신청 자동순번(번호표)대기 시스템 운영

  - 수강신청기간 중 일부 학생들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수강신청 서버가 다운된 사례가 발생하여 

    “자동순번 대기 시스템”이 도입되었음

  - 대기번호를 부여받아 접속대시 상태가 된 사용자의 경우 자신의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수강신청

       화면을 클릭할 수 없으며 주의하셔야 되며, 대기화면을 클릭하거나 새로 고침을 하면 접속대기

       순번이 다시 부여되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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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적변동 관련 안내

1. 휴 학

  ▶ 휴학 및 복학의 경우 본교에서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업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군입영, 질병 휴학은 예외로 함)

  ▶ 휴학과 복학, 자퇴신청은 반드시 학과에 비치된 정하여진 신청서를 기재 확인 후 종합서비스센터

     에 제출하여야 함 (구두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3주 이상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절차에 따라 휴학신청을 할 수 있음

  ▶ 일반  휴학 : 개인 및 가사 사유로 인해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일반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 휴학의 경우 졸업 시까지 총 3회까지 신청 가능함. (1회당 휴학 기간은 1년)

  ▶ 군입영휴학 : 병역의무로써 군입영을 하는 경우 군입영 휴학을 할 수 있으며 군입영 및 복무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군입영 휴학의 경우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아니함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수업을 받고 입영하는 자는 중간시험,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질병휴학 : 질병의 발생 및 사고로 인해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차    

진료기관 발행 진단서 4주이상)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제한  

받지 아니함

2. 복 학 

  ▶ 휴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하여진 복학기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복학에 필요한 서류 : 복학원 

3. 자 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에 보호자의 확인을 날인하여 신청함

  ▶ 자퇴 사유가 타교에 입학하는 것일 경우 반드시 타교 등록일 전에 자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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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적

  ▶ 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3주 이상 정당한 사유서 없이 결석한 자

  ▶ 학사경고 연속 3회자

  ▶ 2회 연속 유급한 자(진급 누락자)  

Ⅳ. 묻고 답하기

수강신청 관련 Q & A

▶ 수강신청을 하려는 데 화면이 뜨지를 않습니다.

 → 수강신청 개시 시간 직후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접속을 시도해 보세요.

▶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정하여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개강 전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못한 경우 개강 첫 주의 수강정정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며

    정정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과에서 일괄 수강 처리하게 됨으로 희망하는 시간의

    강좌를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학을 늦게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수강신청한 강좌가 폐강되었습니다.

 → 개강 전 수강신청 한 과목은 수강신청 종료일 후 폐강안내 날짜에 홈페이지 공지

 → 개인 수강신청 화면에서 신청강좌의 폐강 사실을 확인

 → 폐강된 강좌는 학과에서 별도로 수강신청을 하여 주지만 수강인원이 이미 채워진 선택과목의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개강 첫주의 수강정정 기간이 완료되면 수강인원에 따라 합반 및 폐강에 따른 학과의 수강 조정

    이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 개강전 수강신청→ 개강 첫 주 수강정정(재신청)→폐강 및 합반처리로

    수강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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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정정 기간이 지나고서야 수강신청을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 잘못된 사유가 본인의 희망 강좌 수강여부 정도인 경우는 정정이 불가하나 졸업 및 진급,

    진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변경 및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학과(부)장의 확인과 함께 학기 

    개시 2주 이내에 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석부에 이름이 없습니다.

 →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수강신청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 전산처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후 성적처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관련 Q & A

▶ 학기 중 갑작스런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 사고로 인한 결석이 3주를 초과하는 경우 질병휴학 신청을 하여야 하며 3주 이내인 경우 그 사유를

    소속 학과(부)장 및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종료 후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시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신고시점이 해당학기의 성적처리 종료일 이후인 경우 성적

    인정이 불가합니다.

▶ 재수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의 교과목이 F학점이 나온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하며 재수강은 동일교과  

    목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성적상승을 위한 재수강의 경우 재수강할 교과  

    목의 취득학점이 C 이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적정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성적이 이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성적의 열람과 정정은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정정은 불가함으로

   반드시 성적 열람 및 정정 기간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보류되었습니다.

→ 졸업에 대한 총 취득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의 경우 반드시 모든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졸업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이수 과목 등의 취득을 위

한 재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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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포기를 할 수 있나요?

→ 우리 대학은 학점포기 제도가 없으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기간을 개강 후 1주일간 부여함으로써

   수강신청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교직과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새내기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나 전공에서 2학년부터 교직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학과 및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산업외식학과 소속 학생/

   간호학과는 6명, 식품영양학과, 식품산업외식학과는 입학정원의 10%)

학적변동 관련 Q & A

▶ 휴학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은 정하여진 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업 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4주가 초과 하는 경우, 휴학신청은 군 입영 및 질병 휴학에 한하여만 

접수 받습니다.

▶ 학과에 분명히 군대 간다고 얘기했는데 휴학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 휴학, 복학, 자퇴와 같은 본인의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아 신청하

여야 하며 구두상의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휴학, 복학, 자퇴는 반드시 본인이 개인신상 정보 상의 학

적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추후 제적처리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질병휴학을 하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3차 진료기관 급의 종합병원에서 4주이상의 입원 및 치료 진단서를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요 돌려받고 싶습니다.

→ 휴학전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복학 후 수업 복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불하여 드

   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퇴 하였을 경우는 교육부의 수업료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 드립니다.

▶ 휴학이나 복학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휴학 및 복학 신청은 학과(부)나 종합서비스센터(본관 102호)에 구비된 원서를 작성 후 관련 교직원의 

안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종합서비스센터(031-740-7300)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군입영 후 불가피한 사정(신체부적격,사고 등)에 의하여 조기 전역 및 귀향 조치되었습니다.

→ 조기전역 및 귀향 조치시 즉시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합니다.

▶ 병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병역과 관련한 사항은 성남캠퍼스 예비군대대(031-740-722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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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양과목 소개 및 개요 

1. 핵심교양 교과목 영역별 정의

가. 언어와 문학

▶ ‘언어와 문학’ 영역의 교과목은 문학 언어와 작품을 포함한 여러 인문학 영역에 대하여 학문의 내재  

적 접근방식과 다양한 학제적 접근방법을 터득하고, 읽기·발표와 토론·감상 등의 활동을 통해 문학       

언어와 작품 등을 통합적, 비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감성과 공감, 예술사유 및 수사, 상상력, 심미       

감상 등의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인간의 삶, 역사, 시대가치, 사회문화 현상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 시공의 제약, 특정 장르     

의 평면적 사고와 관점을 벗어나 동서고금을 아우르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통합적이고 융합적      

인 사유체계가 가능하고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인성이 형성되도록 지식체계를 구성한다.

나. 역사와 철학

▶ ‘역사와 철학’ 영역의 교과목은 인류 정신문명의 유산인 동서양의 철학적, 미학적, 문화적 가치와 동  

서양의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고전적 사유에 대한 기본소양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소통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 분과 학문의 평면적 사고와 관점을 벗어나 분과 학문들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지식체계를 구성한다.

다. 사회와 경제

 

▶ ‘사회와 경제’ 영역의 교과목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경영 등의 분  

야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제반 현상들 간의 통합적 사고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하여 사회와 경제의 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각종 현상들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관점을 형      

성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라. 과학과 자연

▶ ‘과학과 자연’ 영역의 교과목은 인간의 삶과 인체의 각종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명현상을 이해하

고,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순수 자연과학적 사고 능력과 우주와 

자연에 대한 차원 높은 인식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현상 및 과학과 자연에 대한 전반적 

인식체계를 고양할 수 있도록 고전적 과학이론은 물론 최신 과학이론의 주요 명제들을 아우르도록 내용을 구

성한다. 수강생들이 과학과 자연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이해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

의 조화로운 삶을 고민하고, 과학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심도 깊은 사유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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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술과 문화

▶ ‘예술과 문화’ 영역의 교과목은 음악, 미술, 문화, 전통 등에 대한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간의 삶을 구성하

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음악과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로부터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안을 키우고, 다른 국가의 문화적인 전통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키운

다. 이 영역은 종교와 윤리의 가치에서부터 사회, 정치, 경제 체제 그리고 예술 사조의 흐름과 그 성과까지 포

괄한다.

2. 학과별 필수 이수 핵심교양 영역

대상 학번 핵심교양 5개 영역명

2018학번 ~ 2019학번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2017학번 문학과 삶 철학과 세계 경제와 사회 과학과 자연 예술과 인간

2014학번 ~ 2016학번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생명과 과학 예술과 체육

① 2019학번 ~ 2018학번 핵심교양 이수방법 :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

② 2017학번 핵심교양 이수방법

단과대학 학과 단과대별 학과별 본인 자유 선택

간호대학 간호학과 문학과 삶 과학과 자연

단과대별, 학과별 필수 이수 

지정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 중 1개 영역

필수 이수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과학과 자연

문학과 삶

안경광학과 경제와 사회

응급구조학과 문학과 삶

방사선학과 문학과 삶

치위생학과 문학과 삶

물리치료학과 철학과 세계

바이오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과학과 자연

경제와 사회

식품산업외식학과 철학과 세계

보건환경안전학과 경제와 사회

의료IT학과 경제와 사회

의료공학과 예술과 인간

미용화장품과학과 경제와 사회

의료경영학과 문학과 삶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예술과 인간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예술과 인간

장례지도학과 문학과 삶

유아교육학과 예술과 인간

중독재활복지학과 경제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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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4학번 ~ 2016학번 핵심교양 이수방법

단과대학 학과 단과대별 학과별 본인 자유 선택
간호대학 간호학과 언어와 문학 생명과 과학

단과대별, 학과별 필수 이수 

지정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 중 1개 영역

필수 이수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언어와 문학

생명과 과학
안경광학과 사회와 경제
의료공학과 생명과 과학

응급구조학과 생명과 과학
방사선학과 생명과 과학
치위생학과 사회와 경제

물리치료학과 사회와 경제
미용화장품과학과 사회와 경제

보건산업대학

식품영양학과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식품산업외식학과 언어와 문학
보건환경안전학과 사회와 경제

의료경영학과 사회와 경제
의료IT마케팅학과 사회와 경제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언어와 문학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예술과 체육

장례지도학과 언어와 문학
유아교육학과 예술과 체육

중독재활복지학과 사회와 경제

3. 2019학년도 교양교과목 교육과정표

구분 대영역 중영역 교과목명 교과목
코드 1학기 2학기 이수

구분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실습

필수

EU
인성
영역

신입생 
적응교육 인성과대학생활(소) 400461 ○ 　 교필 P/NP 1 1 0

재학생 
진로교육 인성과미래설계(소) 400462 　 ○ 교필 P/NP 1 1 0

사회적 
체험교육 사회봉사(소) 113060 ○ ○ 교필 P/NP 1 0 2

신체적 
체험교육 심폐소생술 000263 ○ ○ 교필 P/NP 1 1 0

기초
영역

의사소통
교육

작문과화법 400589 ○ ○ 교필 GRADE 2 2 0

영어읽기와쓰기 400621 ○ ○ 교필 GRADE 2 2 0
글로벌커뮤니케이

션1 400591 ○ 　 교필 GRADE 2 2 0

글로벌커뮤니케이
션2 400592 　 ○ 교필 GRADE 2 2 0

컴퓨터적
사고교육

소프트웨어와컴퓨
팅사고 400590 ○ ○ 교필 GRADE 2 2 0

기초과학
교육

물리학 113294 ○ ○ 교필 GRADE 2 2 0

생물학 112108 ○ ○ 교필 GRADE 2 2 0

수학 114589 ○ ○ 교필 GRADE 2 2 0

화학 113295 ○ ○ 교필 GRADE 2 2 0

핵심
영역

1영역
언어와문

학

동서고전문학 400676 ○ ○ 교필 GRADE 2 2 0

영미문학의이해 114578 ○ ○ 교필 GRADE 2 2 0

작가와문학세계 114584 ○ ○ 교필 GRADE 2 2 0

중국문학의이해 114339 ○ ○ 교필 GRADE 2 2 0

한국현대문학과사
상 114528 ○ ○ 교필 GRADE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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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의이해 400677 ○ ○ 교필 GRADE 2 2 0

언어의이해 400678 ○ ○ 교필 GRADE 2 2 0

2영역
역사와철

학

논리와비판적사고 400679 ○ ○ 교필 GRADE 3 3 0

동양정신의산책 113600 ○ ○ 교필 GRADE 3 3 0

서양철학의이해 114502 ○ ○ 교필 GRADE 3 3 0

서양사 400680 ○ ○ 교필 GRADE 3 3 0

동양사 400681 ○ ○ 교필 GRADE 3 3 0

논어와인간다움 400682 ○ ○ 교필 GRADE 3 3 0

한국사 000003 ○ ○ 교필 GRADE 3 3 0

3영역
사회와경

제

경영학개론 113296 ○ ○ 교필 GRADE 3 3 0

경제학개론 113017 ○ ○ 교필 GRADE 3 3 0

심리학 000015 ○ ○ 교필 GRADE 3 3 0

지역학개론 114523 ○ ○ 교필 GRADE 3 3 0

회계학원론 400464 ○ ○ 교필 GRADE 3 3 0

행정학원론 103103 ○ ○ 교필 GRADE 3 3 0

사회학개론 112113 ○ ○ 교필 GRADE 3 3 0

정치학 400774 ○ ○ 교필 GRADE 3 3 0

4영역
과학과자

연

우주의이해 400465 ○ ○ 교필 GRADE 2 2 0

과학기술과생활 114479 ○ ○ 교필 GRADE 2 2 0

식품의이해 114509 ○ ○ 교필 GRADE 2 2 0

자연과학의이해 113443 ○ ○ 교필 GRADE 2 2 0

환경과인간 114530 ○ ○ 교필 GRADE 2 2 0

생명과학의이해 113132 ○ ○ 교필 GRADE 2 2 0

과학과창의 400683 ○ ○ 교필 GRADE 2 2 0

과학과융합 400684 　 ○ 교필 GRADE 2 2 0

5영역
예술과문

화

동양미술의이해 400468 ○ ○ 교필 GRADE 2 2 0

서양미술의이해 400469 ○ ○ 교필 GRADE 2 2 0

디자인의이해 114498 ○ ○ 교필 GRADE 2 2 0

음악의이해와표현 114517 ○ ○ 교필 GRADE 3 3 0

한국문화탐구 400685 ○ ○ 교필 GRADE 2 2 0

세계의문화와유산 400686 ○ ○ 교필 GRADE 2 2 0

공연예술과콘텐츠 400687 ○ ○ 교필 GRADE 2 2 0

대중문화의이해 400775 ○ ○ 교필 GRADE 3 3 0

선택 일반
영역

H영역 EU인문과학콘서트 114550 ○ 　 교선 P/NP 2 2 0

H영역 부모학 400471 ○ ○ 교선 GRADE 2 2 0

H영역 성과심리학 400299 ○ ○ 교선 GRADE 2 2 0

H영역 걸어서역사속으로(
소) 114552 ○ ○ 교선 GRADE 3 3 0

H영역 인간행동의이해 400688 ○ ○ 교선 GRADE 2 2 0

H영역 유럽의미술관 114581 ○ ○ 교선 GRADE 3 3 0

H영역 현대미술의이해 113764 ○ ○ 교선 GRADE 2 2 0

H영역 경영트렌드 400292 ○ ○ 교선 GRADE 3 3 0

H영역 실용금융 400474 ○ ○ 교선 GRADE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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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영역 실버산업론 113376 ○ ○ 교선 GRADE 3 3 0

H영역 벤처창업론 114343 ○ 　 교선 GRADE 3 3 0

H영역 창업기업가정신론 114524 　 ○ 교선 GRADE 3 3 0

H영역 사회와마케팅 400709 ○ ○ 교선 GRADE 3 3 0

H영역 현대사회와중독 114586 ○ 　 교선 GRADE 3 3 0

H영역 범죄와사회 400297 ○ ○ 교선 GRADE 3 3 0

H영역 법과생활 400298 ○ ○ 교선 GRADE 3 3 0

H영역 인터넷윤리 113924 　 ○ 교선 GRADE 2 2 0

H영역 미디어와현대사회 400475 　 ○ 교선 GRADE 2 2 0

H영역 국토와자연의이해 400717 ○ ○ 교선 GRADE 3 3 0

H영역 도시의이해 400718 ○ ○ 교선 GRADE 3 3 0

H영역 복식과유행 114569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글로벌리더십 114539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기초러시아어Ⅰ 114557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기초영작문 114490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기초의료일본어 400472 ○ ○ 교선 GRADE 2 2 0

U영역 기초중국어회화Ⅰ(
소) 114491 ○ ○ 교선 GRADE 2 2 0

U영역 미디어일본어Ⅰ 113760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생활일본어 113601 ○ ○ 교선 GRADE 2 2 0

U영역 스크린영어 113138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실용영어청취및말
하기 400301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실용영어청취및쓰
기 114511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영어청취및독해Ⅰ 114579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일본어청취및독해 114521 ○ ○ 교선 GRADE 2 2 0

U영역 일본어회화Ⅰ(소) 113278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다문화의이해 400294 ○ ○ 교선 GRADE 2 2 0

U영역 비즈니스영어 114570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영어청취및독해Ⅱ 114513 　 ○ 교선 GRADE 3 3 0

U영역 국제개발협력의이
해 113608 ○ 　 교선 GRADE 2 2 0

U영역 글로벌지리정보 400689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문화중국어 400690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글로벌영어 400691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글로벌중국어 400692 ○ ○ 교선 GRADE 2 2 0

U영역 글로벌문화영어 400693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온라인토익Ⅰ 114580 ○ 　 교선 GRADE 2 2 0

U영역 의학용어 113008 ○ 　 교선 GRADE 2 2 0

U영역 온라인토익Ⅱ 114515 　 ○ 교선 GRADE 2 2 0

U영역 동아시아문화의이
해 113301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아메리카지리와문
화 114576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유럽지리와문화 114582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현대중국의이해 113157 　 ○ 교선 GRAD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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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영역 인류식문화 400694 ○ ○ 교선 GRADE 3 3 0

U영역 중동과아프리카문
화 400780 ○ ○ 교선 GRADE 3 3 0

M영역 UCC제작의이해 400291 ○ 　 교선 GRADE 3 3 0

M영역 영상과캐릭터제작 400302 　 ○ 교선 GRADE 2 1 2

M영역 인체의이해 113554 ○ 　 교선 GRADE 3 3 0

M영역 디지털미디어의이
해 114715 ○ ○ 교선 GRADE 3 3 0

M영역 창의적발상과표현 400306 ○ ○ 교선 GRADE 2 2 0

M영역 기초소묘(소) 114559 ○ ○ 교선 GRADE 2 1 2

M영역 디자인커뮤니케이
션 114499 ○ ○ 교선 GRADE 2 2 0

M영역 디자인트렌드 400295 ○ ○ 교선 GRADE 3 3 0

M영역 광고와문화 114553 ○ ○ 교선 GRADE 3 3 0

M영역 과학기술과인류 114587 　 ○ 교선 GRADE 2 2 0

M영역 디지털사진과미디
어 114714 ○ ○ 교선 GRADE 3 3 0

M영역 영상과스토리텔링 400697 　 ○ 교선 GRADE 2 1 2

M영역 미래와인공지능 400698 ○ ○ 교선 GRADE 3 3 0

M영역 기후변화와생활 400476 ○ 　 교선 GRADE 2 2 0

M영역 에너지균형과맞춤
영양 400710 　 ○ 교선 GRADE 3 3 0

M영역 건강정보의이해 400711 ○ ○ 교선 GRADE 3 3 0

M영역 컴퓨터활용능력 114436 ○ ○ 교선 GRADE 2 2 0

M영역 프레젠테이션능력 400713 ○ ○ 교선 GRADE 2 2 0

M영역 현대사회와건강관
리 400714 ○ ○ 교선 GRADE 2 2 0

M영역 기후와문명 400776 ○ ○ 교선 GRADE 3 3 0

M영역 의료인공지능활용 400779 ○ ○ 교선 GRADE 3 3 0

M영역 웰니스문화의이해 400778 ○ ○ 교선 GRADE 3 3 0

A영역 채플1 113718 ○ 　 교선 P/NP 1 1 0

A영역 기독교교양 113800 ○ ○ 교선 P/NP 2 2 0

A영역 EU인성세미나 114486 　 ○ 교선 P/NP 2 2 0

A영역 채플2 113719 　 ○ 교선 P/NP 1 1 0

A영역 인격개발과치유 400304 ○ ○ 교선 GRADE 2 2 0

N영역 신문읽기를활용한
토론과글쓰기 114622 ○ ○ 교선 GRADE 3 3 0

N영역 헬스커뮤니케이션(
소) 113361 ○ ○ 교선 GRADE 2 2 0

N영역 생활스포츠(소) 400470 ○ 　 교선 GRADE 2 1 2

N영역 수영(소) 114573 ○ 　 교선 GRADE 2 1 2

N영역 운동과스트레칭(소) 400303 ○ 　 교선 GRADE 2 1 2

N영역 정신무도택견(소) 400305 ○ 　 교선 GRADE 2 1 2

N영역 호신술(소) 114289 ○ ○ 교선 GRADE 2 1 2

N영역 태권도 114527 　 ○ 교선 GRADE 2 1 2

N영역 놀이와공간콘텐츠 400699 ○ ○ 교선 GRADE 2 2 0

N영역 도전스포츠(소) 400700 ○ ○ 교선 GRADE 2 1 2

N영역 현대인과체력 400701 ○ ○ 교선 GRADE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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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영역 해양스포츠(소) 400702 　 ○ 교선 GRADE 2 1 2

N영역 동계스포츠Ⅰ(소) 114689  ○ 교선 GRADE 2 1 2

N영역 동계스포츠Ⅱ(소) 114693 　 ○ 교선 GRADE 2 1 2

N영역 이문화커뮤니케이
션의이해 400703 ○ ○ 교선 GRADE 3 3 0

N영역 지역문화와축제 400473 ○ ○ 교선 GRADE 3 3 0

N영역 시니어헬스 400708 ○ ○ 교선 GRADE 2 2 0

N영역 진로탐색의이해 400715 ○ ○ 교선 GRADE 2 2 0

N영역 자기계발과생애설
계 400716 ○ ○ 교선 GRADE 2 2 0

N영역 세상과소통하는기
초한자 400777 ○ ○ 교선 GRADE 3 3 0

N영역 글쓰기의기초와실
제I 400704 ○  교선 GRADE 3 3 0

N영역 글쓰기의기초와실
제II 400705  ○ 교선 GRADE 3 3 0

N영역 말하기의기초와실
제I 400706 ○  교선 GRADE 3 3 0

N영역 말하기의기초와실
제II 400707  ○ 교선 GRADE 3 3 0

N영역 한국사 000003 ○  교선 GRADE 3 3 0

N영역 한국문화의이해 113050  ○ 교선 GRADE 3 3 0

N영역 시사한국어Ⅰ 400781 ○ 　 교선 GRADE 3 3 0

N영역 시사한국어Ⅱ 400782 　 ○ 교선 GRADE 3 3 0

N영역 한국어독해와작문
Ⅰ 400783 ○ 　 교선 GRADE 3 3 0

N영역 한국어독해와작문
Ⅱ 400784 　 ○ 교선 GRADE 3 3 0

N영역 한국의전통과문화
Ⅰ 400785 ○ 　 교선 GRADE 3 3 0

N영역 한국의전통과문화
Ⅱ 400785 　 ○ 교선 GRAD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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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과별 교과목 개요

간호학과

[교양필수]

인성과 대학생활 (Personality and Campus Life)

: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대학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루

고자 소그룹으로 구성된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학교, 학과, 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목표로 한다.

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

하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인성과 미래설계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 인성함양 및 진로설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구성된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

다.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본 과목은 건강의식 확산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심정지 환자 소

생률 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촉진으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현한다.

생물학 (General Bilolgy)

: 생명의 특성과 생명의 기본이 되는 분자의 구성, 세포구조와 기능, 대사, 유전, 발생과정 등의 원리를 

학습한다.

[전공기초]

여성생애주기 (Women’s Life Cycle)

: 본 교과목을 통해 여성의 역할 및 사회화에 관한 개념적 이해를 높이고, 여성이 경헙하는 특정 건강문

제와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역할 및 기능을 인식하도록 한다. 性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여성성의 발달,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기능에 따른 문제점, 여성성과 관

련되는 주요 건강문제,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 역할 등을 포함한다.

상담이론과 실제 (Consultation Theory and Practice)

: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상담의 개념, 상담자의 자질, 상담윤리, 상담기술 그리고 상담이론들을 

알아봄으로써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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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Anatomy)

: 본 교과목은 인체의 형태와 구조를 학습시키고 실습을 통해 인체의 육안적 관찰을 함으로써 인체의 

기본 형태와 구조를 익히게 한다. 세포, 조직, 골격계, 관절, 근육, 순환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인간발달 (Human Development)

: 태생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각 발달 단계별 인간의 발달에 관한 성 심리학적, 심리학적, 도덕적 발달이론

을 고찰한다. 또한 각 발달단계에 따른 인간 성 인지, 사회언어, 신체·정서영역의 발달 특징을 알아본다. 

병태생리학 (Patho-Physiology)

: 인체의 정상 기능 유지에 기본이 되는 제반 작용기전을 물리화학적 인지와 함께 분자 수준에서 이해

하고 가장 대표적인 질환의 병태생리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질병(pathos)의 

이치(logy)를 학습하여 학생들은 질병과 관련된 각종 용어를 이해하고,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 기

전, 형태학적 소견 등 병리학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예후의 판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생물과 감염 (Microbiology and Infection)

: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생화학적, 면역학적 상황과 병원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생물의 인체감염

으로 야기되는 질환의 예방, 치료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간호학 학습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약리학 (Pharmacology)

: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물의 작용기전에 대한 이해와 질병과의 관계 및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기

초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건강사정 및 실습 (Health Assessment and Practice)

: 환자의 병력 청취 및 면접방법을 포함하여 신체의 각 기관별로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신체사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법, 그리고 질병진단에 대한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신체사정에 대한 실습실 실습을 

통해 실제적인 신체사정 기술을 습득한다.  

다문화 사회와 정책 (Multicultural Society and Policy)

: 다문화사회의 배경을 알고, 사회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성을 높인다. 더불어 문화적 특성에 따른 건강과 

질병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살피고, 국제보건 문제와 정책에 대한 시각을 넓힌다.

비판과 창의적 사고 (Nursing Process and Critical Thinking)

: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영향요소들을 인지하며 그 적용

력을 키운다. 또한 간호실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 

적용 능력을 함양하여 이를 적용하는 실례를 연습한다.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Communication)

: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의 개념․이론․기법 등 기본지식을 학습하여, 간호 실

무에서 효과적이며 치료적인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간호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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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 간호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건강증진 프로그

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한다. 

기초건강과학 (Basic Health Science)

: 성인기의 발달기적 특성과 성인건강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성인기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

고 건강의 유지, 증진에 따르는 간호과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성인질환의 기

본적인 병태생리 기전을 이해하고 성인기 생애주기, 스트레스, 호스피스, 중환자, 면역반응, 수분과 전해

질, 쇼크, 종양간호, 수술 및 재활 영역에 있어서 간호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전공필수]

간호학개론 (Introduction to Nursing)

:  간호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간호와 관련된 주요 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과 간호에 대하여 학

습한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간호사업의 현황과 전망,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과 미래 비젼을 모색하

는 과정을 포함한다.

간호윤리와 전문직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s)

: 전문직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인간관과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고, 간호사가 직면하게 되는 다

양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에 필요한 이론과 법적 책임과 윤리원칙을 학습하여 윤리적 

의사결정기술을 습득한다. 

기본간호학 Ⅰ/Ⅱ (Fundamental Nursing Ⅰ/Ⅱ)

: 간호 대상자의 기본욕구에 따라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한

다. 산소화, 영양, 배설, 활동과 운동, 안위, 안전 요구에 따른 간호사정 및 간호중재의 과학적 원리와 근

거, 방법을 학습한다.

기본간호학 실습 Ⅰ/Ⅱ (Fundamental Nursing Practicum Ⅰ/Ⅱ)

: 간호중재의 과학적 원리와 근거를 토대로 실험실(Lab)이라는 모의 간호상황에서 간호대상자의 기본욕

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본간호술과 간호사로서의 태도를 습득하고 수행한다. 

성인간호학 Ⅰ/Ⅱ/Ⅲ/Ⅳ/Ⅴ/Ⅵ (Adult Nursing Ⅰ/Ⅱ/Ⅲ/Ⅳ/Ⅴ/Ⅵ )

: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성인간호분야에서 질병회복, 건강유지, 건강증진과 관련된 간호문제와 실제적, 

잠재적, 그리고 위험 요인들을 이해할 것이다. 학생들은 간호의 기본개념들, 간호실무에서의 신체적이고 

정신사회적 개념들, 수술 전후의 개념과 간호 관리, 응급간호, 종양간호의 지식을 학습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가스 교환 및 호흡 기능, 심혈관, 순환, 혈액학적 기능, 소화 및 위장 기능, 대사 및 내분비 기

능, 요로 기능, 생식 기능, 면역 기능, 피부 기능, 감각신경 기능, 신경계 기능, 근골격계 기능 및 기타 급

성 문제가 있는 성인 환자에게 간호 과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7



임상기초간호실습 (Fundamental Clinical Nursing Practice)

: 대상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임상상황에서 필요한 기본간호 기술을 익히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을 학습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임상간호실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

술을 배양한다.

성인간호학 실습Ⅰ/Ⅱ/Ⅲ Adult (Nursing  Practicum Ⅰ/Ⅱ/Ⅲ) 

: 이 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은 가스 교환 및 호흡 기능, 심혈관, 순환, 혈액학적 기능, 소화 및 위장 기능, 

대사 및 내분비 기능, 요로 기능, 생식 기능, 면역 기능, 피부 기능, 감각신경 기능, 신경계 기능, 근골격

계 기능 및 기타 급성 문제가 있는 성인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실습은 병원에서 행해지며 대부분의 학생들의 활동은 실제 입원환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모성간호학 Ⅰ/Ⅱ (Maternity Nursing Ⅰ/Ⅱ)

: 임신, 분만, 산욕기를 중심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 시기의 개인 및 가족의 건

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 중심적 간호, 성 및 생식 기능, 임신, 분

만, 산욕기의 생리, 심리, 사회적 변화 등을 포함한다.

모성간호학실습 Ⅰ/Ⅱ (Maternity Nursing & Practicum Ⅰ/Ⅱ)

: 임산부 및 산욕부, 신생아, 여성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산전관리, 분만간호, 신생아 간호, 

부인과 질환 간호, 성 상담 및 교육을 실습하도록 한다. 

아동간호학Ⅰ/ II (Pediatric Nursing Ⅰ/ II )

아동 개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성장발달 이론과 아동의 기본 욕구의 개념을 바탕으로 간호과정

에 따라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 간호사의 역할, 아동의 공통적 

건강 문제, 간호 사정 기법, 간호 중재 전략, 평가 기술 등을 포함한다.

아동과 가족 간호 (Pediatric and Family Nursing )

만성적 질병을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과 가족의 욕구의 개념을 바탕으로 간호과정에 따라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에서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 건강 사정 

기법, 간호 중재 전략, 평가 기술 등을 포함한다. 

아동간호학 실습 Ⅰ/Ⅱ (Pediatric Nursing Practicum Ⅰ/Ⅱ)

: 아동간호학의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간호문제 해결을 

실습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학 Ⅰ/Ⅱ/Ⅲ (Community Health Nursing Ⅰ/Ⅱ/Ⅲ)

: 가족과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지역사회

간호의 역사, 이론, 간호기술과 자원을 학습한다. 더불어 학교보건, 모자보건, 인구집단 간호, 환경보건, 

산업보건, 역학 및 재난간호 등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를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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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Ⅰ/Ⅱ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Ⅰ/Ⅱ) 

: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의 기전을 이해하고 이상행동을 파악하며 개인, 가족, 집단의 적응적 행동 

증진을 위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 정신역동, 

치료적 인간관계, 이상 행동, 정신간호 원리, 간호과정 적용, 다양한 치료기법 등을 포함한다.

정신간호학실습 Ⅰ/Ⅱ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Ⅰ/Ⅱ)

: 정신간호 대상자와 치료적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형성의 경험을 갖도록 하고 제반 치료요법을 경험하

며 대상자와 함께 건강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건강문제관리 뿐만 아니라 만

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 및 간호를 경험해 보도록 한다. 

간호관리학 (Nursing Management )

: 간호관리와 관련된 기본지식과 간호지도자의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간호관리 능

력과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관리이론, 간호 사업의 기획, 조직, 의사결정, 인사관리, 

리더십과 지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Ⅰ/Ⅱ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Ⅰ/Ⅱ)

: 지역사회 간호학의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다양한 보건 분야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실

습한다.

간호관리학실습 Ⅰ/Ⅱ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Ⅰ/Ⅱ)

: 간호관리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간호현장에서 간호관리자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을 학습한다. 효율적 간호관리를 위한 기획, 조직, 인사, 리더쉽과 지휘, 질관리 등에 관한 관리적 문제해

결과정을 포함한다. 

여성건강간호학 (Women’s Health Nursing) 

: 여성의 생식기능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간호

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의료법규 (Regulations of Health and Medical Care)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간호사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들의 내용을 파악

하는 과목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을 포함한다. 

간호학서브인턴쉽 (Nursing Subinternship)

: 성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제의 이론적 근거, 위험요인, 관련질병 상태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전인적인 

간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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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습 (Comprehensive Nursing Practice)

: 대상자에게 빈번하게 제공되는 주요 간호술기에 해당하는 활력징후 측정, 경구투약, 근육주사, 피하피

내주사, 수혈요법, 간헐적 위관영양, 도뇨, 수술 전/후 간호, 입원관리, 산소요법, 기관내 흡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등의 핵심간호술기를 간단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습하여 졸업 후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한다.

성인시뮬레이션실습 (Simulation Skill Lab)

: 고충실도(high-fidelity) 환자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환자의 손상에 대한 

우려없이 상황의 인지, 판단, 중재, 평가 과정을 경험한다. 이론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및 임상적 판단 능력을 배양한다.  

조사방법론 (Investigation Methodology)

: 기존의 간호 연구를 탐색, 고찰함으로써 연구 수행 동기를 고취하고 연구의 분석 평가 능력을 배양하

며 임상에서 연구 문제를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국내외 간호연구물

의 체계적 탐색 방법, 분석적 고찰 및 평가, 실제 간호연구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간호정보와 질관리 (Nursing Informatics and Quality Management)

: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병원정보와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고, 간호정보 관리자와 이용자의 역할을 훈련하

여 정보환경 속에서 간호실무와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병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활용한 간호기록과 의무기록, 정보검색, 의료서비스 질평가와 총체적 질향상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노인간호학 (Gerontological Nursing)

: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및 간호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노화와 관련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노화 이론, 노인문제, 노인 질환의 치료 및 간호, 임종간호, 노인장기요양, 노인

복지정책 등을 학습한다.  

[전공선택]

진로설계 (Life Plan)

: 진로적성을 파악하고 학생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줘 학교생활과 공부, 각종 활동 등에 의미를 부여함으

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을 둔다.

 올바른 진로교육이 이뤄지기 위하여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향과 적성을 찾아내고 어울릴만한 

진로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희망하는 진로 목표를 확인하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

을 스스로 찾아서 미래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가이드 한다.

한방간호학 (Oriental(Herb) Nursing Care)

: 한방간호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해부조직학적으로 질병에 접근하는 서양의학과 달리 증상을 관찰하

는 쪽으로 접근해봄으로써 간호대상자에게 통합적 접근을 통한 조화로운 간호 제공 능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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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건강과 간호 (Global Health and Nursing) 

: 국제보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련된 개인의 건강문제와 지역사회의 건강 정책 이슈를 파악한다. 개

발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과 국제보건(Global Health) 관련 개념․이론․기법을 습득할 수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 및 경제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국제보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 평균수명의 연장과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의 가치를 이해한다. 개

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및 전 인류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내용과 기술, 간

호사의 역할 등의 지식을 습득한다.

재난간호 (Disaster Nursing)

: 지진, 쓰나미, 교통 사고, 방사능 누출 등 여러 가지 자연 재난 및 사회적 재난에 대해 이해한다. 재난 

상황에서의 간호원칙과 재난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주요 외상별 응급처치와 환자 간호, 간호사의 역

할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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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ursing 

[전공기초]

Women’s Life Cycle

: Healthcare provid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aware of the value of health maintenance of 

women. Increase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role and the socialization of women through 

this course. Nursing students should be aware of the roles and functions for health care of women. 

This course is identifying specific health problems and related factors that sexual view. The 

development of femininity, family problems due to women's roles and functions within the women 

and the major health problems that are related and the like nursing roles for women's health.

Consultation Theory and Practice

: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elements of consultation, concepts of consulting, consultant abilities, 

consulting skills, and theories of consultation. It helps students understand consultation overall.

Anatomy

: Provides anatomical terms covering individual parts of the human body.

This course emphasizes the principles essential for studying the gross and microscopic anatomy of 

the body in relation to functions. This courses focuses on tissues, organ systems, skelectal system, 

and circulation system.  

Human Development

: Physical,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phenomenon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human beings. Additional subjects including developmental tasks, 

differentiations between normal and abnormal development, health and illness related issues. Studies 

on factors and conditions affecting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in order to enhance the 

abilities to establish public health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human life cycle. 

Patho-Physiology 

: Provides an in-depth study of human pathlogical processes and their effects of homeostasis. 

Emphasis is on interrelationships among organ systems in deviations from homeostasis. The course 

includes topics: pathogenesis, morphogenesis, abnormalities, circulatory disturbance, inglammation, 

neoplasm, gene disorder, injuries and immunological diseases.

Microbiology and Infection

: Provides principle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human infectious diseases on the basis of the 

host-parasit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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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logy

: Provides general concepts about the action mechanism utility of drugs in treating diseases, 

pharmacological action, and toxicity. 

Health Assessment and Practice

: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fundamental ability to carry out disease diagnosis  and health 

assessment with scientific and anatomic reasoning and technique by going through various steps of 

medical history hearing and interviewing the patient. Acquire health assessment skills by real time 

practices in laboratory.

Multicultural Society and Policy

: Students can know the background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ncrease the acceptance of 

socio-cultural diversity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of responses to health and illness. In addition, 

students can broaden their perspectives on global health issues and policies.

Nursing Process and Critical Thinking 

: Provides basic concepts of developing improved critical thinking skills necessary for safe, efficient, 

and holistic care. Through various case studies, nursing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utilize, and 

receive valuable feedback regarding developing a unique, individual plan of care for patients using 

critical thinking skill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Communication

: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concep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rapeutic 

communication as the fundamental tools in nursing. 

Health Education

: Learn and practice how to educate health information and operat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of nursing subjects.

Investigation Methodology

The course aims to develop ability for scientific reasoning and  analysing research tasks by 

investigating previous studies in nursing. Systematic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various studies 

lead to improve nursing research skill.

Health Statistics

: This course deals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atistical inferences to analyse data collected in 

health care practices. We also learn how to use statistical packages.

Basic Health Science

: Designed to establish required knowledge and technique in nursing in terms of mai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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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and preventing adulthood health issues by acknowledging risk factors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 adulthood. The course also involves understanding basic pathological physiology 

and knowledge required in nursing practices such as stages of the life cycle, stress, hospice, critical 

patient, shock and etc.

[전공필수]

Introduction to Nursing 

: This course introduces an overview of nursing history and major concept about human, health, 

environment and nursing care. Emphasis is on the present and future vision of the nursing in real 

world and role of professional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s

: This course provides knowledge necessary to develop right human view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designed to enable the student to develop ethical decision making  skill based 

on legal responsibility and ethical principles.

Fundamental Nursing Ⅰ/ Ⅱ

: Provides knowledge about basic nursing/ principles and skills in professional nursing/ focusing on 

the study of basic human needs influenced by bio-psycho-socio-spiritual factors/ actual and 

potential heath problems/ concept of health assessment and basic skills of nursing care. 

Fundamental Nursing Practicum Ⅰ/ Ⅱ 

: Provides the ability to perform basic nursing skills and techniques in laboratory with low fidelity 

simulators on the basis of scientific principles and rationales acquired from fundamental nursing Ⅰ 

& Ⅱ. 

Adult Nursing  I / II / III / IV / V / Ⅵ

: Provides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develop comprehensive nursing care to restore, 

maintain or promote the health of adult patients. Emphasis is on the assessment and care of clients 

who have health problems related to 1)  hematologic & musculoskeletal function, 2) digestive and 

gastrointestinal function 3) pulmonary and immunology function, 4) cardiovascular function 5) 

neurological and endocrine function, and 6) integumentary and kidney & urinary function.

Fundamental Clinical Nursing Practice

Designed to review basic nursing skills by preceptorship in the hospital and prepare the use of the 

nursing process in acute care settings to plan care for patients.

Adult Nursing  Practicum Ⅰ/ Ⅱ/ Ⅲ 

: In these practicum courses, students will acquir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needed to take 

care of adult patients who have problems with gas exchange and respirator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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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circulatory, and hematologic function, digestive and gastrointestinal function, metaolic 

and endocrine function, urinary tract function, reproductive function, immunologic function, 

integumentary function, sensorineural function, neurologic function, musculoskeletal function, and 

other acute problems. These practicums will take place in the hospitals and most student activities 

will focus on the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to actual inpatients.

Maternity Nursing Ⅰ

: The course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normal human reproduction. and defines the needs of 

the mother and her family on pregnancy, delivery and the postpartum period. It also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normal physiologic changes from conception to the postpartum period.

Maternity Nursing & Practicum Ⅰ / Ⅱ

: This course provides nursing care to childbearing families, advanced knowledge for nursing 

practice and additional educational preparation for nursing. Students will study alternative types of 

caring in antenatal clinics birthing rooms and postpartum units. 

Pediatric Nursing Ⅰ/ Ⅱ

: Understanding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developmental impairments in 

children. Studies on nursing processe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o assess, diagnose, plan, 

intervene, and evaluate health needs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s and nursing related health 

issues. 

Pediatric and Family Nursing 

: Understanding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chronic health problems in 

children. Studies on nursing processe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o assess, diagnose, plan, 

intervene, and evaluate health needs according to chronic health issues in children.

Pediatric Nursing Practicum Ⅰ/ Ⅱ

: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ursing care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ased on the 

knowledge on pediatric cares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al stages. Studies on nursing processes 

in various clinical settings in order to solve health care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depending on various developmental stages and nursing issues. 

Community Health Nursing Ⅰ / Ⅱ / Ⅲ

: Overview of the theories, backgrounds, nursing strategies, and resources of community health 

nursing and apply nursing process for families/ groups, and communities. In addition, students 

understand the roles as community health nurses by learning school  health,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populations care, environmental health, occupational health, epidemiology, and disaster 

ca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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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Ⅰ / Ⅱ

: This course introduces human behavioral theories and mental health concepts as they relate to 

the client, family and community. Students will learn to apply the nursing process of patients in 

hospital and community settings.

Maternity Nursing Ⅱ 

: The course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complications from conception to the postpartum period, 

and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gynecologic problems : infertility, contraceptions, early cancer 

detections, hysterectomy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nd cancer patient care.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I/ II

: In this practicum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appl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the nursing processes for person who have problem with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Management

: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knowledge and leader's role necessary to develop managemental 

competency. Emphasis is on the management theories, planning, organization, direction and 

leadership.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Ⅰ/ II 

: Practice the roles and functions of community health nurses in various community health fields, 

based on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community health nursing.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Ⅰ / Ⅱ

: This courses designed to enable the student to utilize nursing management intervention based on 

scientific management principles, and to develop problem solving skills in hospital nursing units 

management.

Women’s Health Nursing 

: This course provides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women’s health, understanding women in 

their life cycle, and assessing the needs of women who have problems in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aspects.   

Regulations of Health and Medical Care

: Provides the Knowledge for acquisition of licenses and professional activities by nurses. This course 

includes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of health centers,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quarantine, 

narcotics, medical insurance and prevention of AI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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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Subinternship

: Provides an overview to identify issues related to health maintenance and recovery in terms of 

nursing and its application. Apply holistic nursing wi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Comprehensive Nursing Practice

: Provide knowledge and skills of 20 core-nursing skills developed by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based on clinical scenario: vital signs, Oral medication. IM, ID, SC & blood sugar 

test, Blood transfusion, L-tube feeding, urinary catheterization, enema, pre/post op nursing, 

admission nursing, aseptic technique, check pulse oximeter & EKG monitoring, O2 therapy by nasal 

cannula, endotracheal suction and tracheostomy care, and CPR.

Simulation Skill Lab

: Designed to experience an environment for perception, judgement, intervention and evaluation of 

circumstances in which conditions are similar to clinical setting without causing damages to patients 

by utilizing the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The aim is to cultivate clinical judgement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while applying theoretical knowledge.

Nursing Informatics and Quality Management

: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knowledge about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nd do the role of 

nursing information user and manager necessary to care and study.  Emphasis is on the recording 

of nursing care through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and retrieval health information and 

planning total quality management.

Gerontological Nursing 

:Provides the basic concepts of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changes accompanying the human 

aging process. Emphasis is on the holistic view of nursing care to the health needs of the elderly. 

[전공선택]

Life Plan 

: The goal of this subject is to establish self-leading career pathway by finding students’ aptitude, 

providing final goal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giving emphasis on school life, study,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By this guidance, students will have a scientific test for aptitude and 

character, confirm their career goal, search for various methods to achieve their goal, and plan for 

their future. 

Oriental(Herb) Nursing Care

: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about oriental nursing including acupuncture, 

moxibution, and Sasang Consitutional Medicine. We seek for helping students understand a 

comprehensive way to promote the health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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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ealth and Nursing

: Global Health Nursing aim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global health and to comprehend 

related health issues and community policies. Students can find the concepts and theories relevant 

to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Global Health. They can develop proper skills to join in global 

health teams.

Health Promotion

: Health Promotion aims to understand the value of health promotion facing the era of aging 

population and spreading chronic diseases. Students can find the concepts and theories related to 

health promotion focusing on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Disaster Nursing

: Disasters are often fatal events that lead to great ruin and loss. This course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various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car accidents, and nuclear 

incidents.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acquire knowledge about nursing principles in disaster 

situations, classification in disaster scene, major trauma first aid and patient care, and role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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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과

<전공필수>

인체해부학 / Anatomy 

: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 및 장기의 생리, 화학적 기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인체구조 및 

생리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임상병리학개론 / Introduction to Clinic Pathology 

: 임상병리학에 대한 입문으로 질병으로 인한 각종 체액 및 배설물과 조직세포의 변화를 이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원리, 과정, 활용도, 기술적 과정 등 임상병리학 전 분야의 기초적 

내용을 강의한다.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 I / Clinic Microbiology - Lecture & lab I 

: 인간에 감염증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형태, 배양 및 동정 법을 실험을 통해 익힌다.

임상분자생물학 / Clinical molecular biology : DNA 분리 및 정제, 전기영동법, 제한효소 사용법 및 

PCR법 등, 유전자 재조합 과정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실험한다.

임상혈액학 및 실험 I / Clinic hematology - Lecture & lab I 

: 기본적인 혈액검사에서부터 혈액응고인자검사, 골수표본검사 등 임상혈액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법의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시켜 임상병리사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한다.

임상화학 및 실험 I / Clinic chemistry - Lecture & lab I 

: 질병에 의해 유발되는 각종 생화학적인 이상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이화학적, 

면역화학적 등의 각종 검사방법을 강의하고 자동화시대에 발맞춘 최신 화학검사기술을 이론 및 시청각 

교육을 병행시켜 실제 임상검사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한다.

면역학 / Immunology 

: 인체의 감염방어 능력인 면역현상에 대한 원리를 강의하고 관련 질환에 대하여 강의한다.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 II / Clinic Microbiology - Lecture & lab II 

: 인간에 감염증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의 분류, 미생물의 형태, 배양 및 동정 법, 병원성, 감염경로, 예방 

및 치료제 등에 대해 익힘으로서 병원미생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인다.

임상생리학 및 실험 I / Clinic Physiology - Lecture & lab I 

: 인체를 대상으로 인체가 지니고 있는 현상의 기술, 분류, 세포 및 조직의 특성, 각 기관, 장기별 기능과 

그 조절 메커니즘 등을 탐구하고 분석, 평가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과판정에 도움이 되게 강의 및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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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 I / Clinical histology - Lecture & lab I 

: 환자로부터 얻은 조직검체를 가지고 진단의 최종 진단 수단이 되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표본제작에 필요한 기초적 이론지식을 강의하고, 조직표본제작에 따른 일반적인 조직표본제작 

기술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임상혈액학 및 실험 II / Clinic hematology - Lecture & lab II 

: 기본적인 혈액검사에서부터 혈액응고인자검사, 골수표본검사 등 임상혈액 검사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법의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시켜 임상병리사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한다.

임상화학 및 실험 II / Clinic chemistry - Lecture & lab II 

: 질병에 의해 유발되는 각종 생화학적인 이상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이화학적, 

면역화학적 등의 각종 검사방법을 강의하고 자동화시대에 발맞춘 최신 화학검사기술을 이론 및 시청각 

교육을 병행시켜 실제 임상검사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한다. 임상검체를 대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해 

특이성이 높은 화학적 검사법을 소개하고 그의 분석방법, 검체처리 및 필요한 시약의 조제기술, 

기계조작기술을 습득시켜 임상검사의 적용에 완벽을 기한다.

수혈학 및 실험 / Blood bank - Lecture & lab 

: 혈액 수혈에 수반되는 적합성에 대한 각종 전문검사, 각종 혈액 제재의 제조와 보관 및 제공기술의 

강의와 실습을 병행 실시한다.

요화학 및 실험 / Urinalysis - Lecture & lab 

:  요는 인체의 이상 상태를 잘 반영하는 노폐물로서 여기에 함유된 특정질환과 관계있는 성분의 요로 

유입기전과 그것을 물리, 화학, 세포학적으로 검사하는데 필요한 강의 및 임상검체의 직접 실습을 병행 

실시한다.

임상생리학 및 실험 II / Clinic Physiology - Lecture & lab II 

: 심전도, 뇌파, 폐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의 생리기능 검사 방법의 임상적 응용과 실제 적용방법 및 

기기조작을 위한 기술을 실험 실습을 통해 학습하게 한다.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 II / Clinic histology - Lecture & lab II 

: 환자로부터 얻은 조직검체를 가지고 진단의 최종 진단 수단이 되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표본제작에 필요한 기초적 이론지식을 강의하고, 조직표본제작에 따른 일반적인 조직표본제작 

기술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임상혈청학 및 실험 / Clinic serology - Lecture & lab 

: 면역학 이론을 기초로 항원-항체 반응의 특성을 이해시키며 질병의 진단에 응용되는 여러 가지 

혈청학적 검사법의 측정원리, 방법 및 결과 해석을 숙지시킨다.

공중보건학 / Public health 

: 환경질환, 사회적 질환, 성인병, 전염병관리, 식품위생에 이르기까지 국민보건 증진에 관련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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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건강한 삶과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병원임상실습 / Hospital On-site training (임상화학, 혈액학, 임상생리학, 병리조직학, 진단세포학, 

미생물학, 혈액은행, 면역혈청학) 

: 강의와 실습만의 학내 교육에 더하여 임상현장에서 직접 환자와 검체를 대상으로 검체 채취에서부터 

검사 분석을 거쳐 결과와 보고까지 실제 임상검사 업무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전공부서를 교대하며 

임상실습 교육을 경험하게 한다.

진단세포학 / Clinical Cytology 

: 진단세포학이란 인체에서 탈락되는 세포를 표본제작 과정을 통해 표본을 만들고, 현미경을 통해 

진단되는 모든 과정을 교육하는 학문이다. 세포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발생학, 세포생물학, 

염색 및 채위, 생식기 해부생리, 진단의 순으로 교육하며  특히 진단은 직접 세포들의 형태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조직학적 구조와 병용하여 교육한다.

의료관계법규 / Laws and regulations on health 

: 의료법과 보건관련법규를 교육하므로 보건 의료 분야의 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도를 통해 

국민건강향상과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임상기기 및 시료분석학 / Clinical instrumentation and sample analysis 

: 임상병리학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기의 종류, 원리, 기본적인 분석기기의 운영 및 응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졸업종합시험 / Graduation Qualification Examination 

: 4년간 습득한 임상병리학의 이론적 지식과 임상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 및 평가를 한다.

<전공선택>

실험동물학 / laboratory animal science 

: 실험 목적에 맞도록 생산되어, 반응에 대해 균일한 질을 가지는 즉, 유전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동물을 사용하여 생물학 연구, 교육한다.

의학용어 / Medical Terminology 

: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과 같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와 질병명, 각종 검사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구성과 활용법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기생충학 및 실험 / Parasitology - Lecture & Lab 

: 인체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분류, 숙주와 기생충과의 관계, 감염경로, 형태학적 특징, 진단방법, 병리 및 

임상소견 등을 강의하고 충란 감별, 유충의 특징 등을 실습을 통해 배운다.

미생물학 /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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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의 분류 생물학적, 생화학적 특성을 이해시키며 세균의 분리 동정을 위한 검체 취급 법, 

세균염색법, 생화학적 실험방법 등의 이론을 교육함으로써 인체의 질병과 관련된 미생물을 동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화학 / Biochemistry 

: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기본물질들인 단백질, 당질, 기질, 핵산, 효소, 호르몬 등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고 에너지의 변환, 대사의 전달 과정과 정보전달, 생체 내 항상성 기전에 관한 기본적 개념과 

통합적인 조절 등을 강의함으로써 생명현상의 기본 개념을 강의한다

세포생물학 / Medical cell biology 

: 세포의 구조, 구성 물질과 각 소기관들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세포생물학적 개념은 모든 병리에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인 또는 특수한 병리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세포학적인 

개념들을 이해함으로써 임상병리사로서 정확한 질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유기화학 / Organic Chemistry 

: 유기화합물의 명명, 구조, 화학반응의 특성, 유기화합물의 결합 방식, 합성, 분해 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강의한다.

조직학 / Histology 

: 조직 병리학적 진단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세포와 조직의 구조, 형태, 배열, 기능, 대사 등의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조직 병리학적 검사기술 적응 능력을 갖게 강의한다.

병리학 / Pathology 

: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의 발생원인, 발생기전, 및 진행과 이로 인한 각 장기조직의 구조 및 형태학적인 

변화, 기능적인 변화를 강의함으로써 생명현상의 기본개념을 강의한다.

생리학 / Physiology 

: 인체의 기능을 생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생리학적 세포수준에서부터 소기관, 기관지에 

이르기까지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임상유전학 / Clinic genetics 

: 인간 유전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종양, 유전질환, 감염질환의 진단에 이용되는 분자생물학검사법의 

기본원리 및 그 적용에 관하여 배운다. 유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응용분야에 대해 강의한다.

나노바이오체외진단학 / Nanobio in vitro diagnostic technology 

: 최근 바이오분야 미래유망기술 10대 과제로 선정된 나노바이오센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학문분야(물리, 화학, 생물, 공학)의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 본 과목에서는 실용화된 

바이오센서(진단기기)의 소개도 진행이 되며, 또한 바이오센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나노기술과 

첨단 연구기법도 소개함으로써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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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학 / Virology 

: 바이러스의 정의, 분류, 생활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특징을 타 생물과 비교하여 습득하게 하고, 

바이러스와 숙주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기작 등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임상적인 의의를 갖는 각 바이러스의 특징을 익히게 된다.

통합보건실습 / Health Actual Traning 

: 5개의 과 (임상, 물치, 방사, 의공, 간호)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각 과에서 접할 수 없는 

영역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학 / Hospital infection control 

: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 감염성 질환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감염에 취약한 노령 인구의 증가, 

만성 퇴행성 질환인구의 증가, 항생제의 남용, 항암제 및 면역 억제제의 사용으로 초래되는 면역 저하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병원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감염이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물론 

병원 및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피해를 파악하여 감염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임상병리사가 

실무에서 감염관리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동물세포배양학 / Animal Cell Culture 

: 동물세포배양의 정의, 목표 및 의의를 학습하고, 각 기관에 구성된 세포의 특성 및 배양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세포배양술을 응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체외수정론 / Artificial Reproduction Technology 

: 임상병리 분야의 새로운 취업 영역중에 하나인 불임치료분야의 배아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본과정 으로 

활용한다. 생식의학분야의 큰 줄기인 수정현상에서 착상단계까지의 현상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또한 

생식의학에서 발전되어진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임상병리학특론 / Advanced Immunology 

: 임상병리학에 대한 특론 으로 질병으로 인한 각종 체액 및 배설물과 조직세포의 변화를 이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원리, 과정, 활용도, 기술적 과정 등 임상병리학 전 분야의 심화적

인 내용을 강의한다.

진균학 / Mycology 

: 진균에 간한 기초 이론과 병원성 진균의 형태학적 특징, 생물학적 성상과 대사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게 하고, 병원성 진균의 분리 및 동정에 필요한 검체 채취와 수송, 염색법, 배양법 등을 익힌다.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 / Deepening of the convergence of healthcare 

: 보건과학대학 학과들의 특성과 IoT를 결합하여 교육함으로써,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의료인재를 양성한다.

법의학 / forensic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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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죽음과 죽음에 수반되는 현상, 죽음에 관련된 질병, 기계적 손상,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며, 법을 적용하는데 의학이 이용되는 분야의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을 교육목표로 

한다. 법의학에 대한 이해와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생명공학기법 및 실험 / Biotechnology 

: 최근 생명 과학은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첨단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기초과학 

분야는 물론 의학, 약학, 농학, 환경학, 보건학, 식품영양학, 축산학, 수산학 등 많은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명공학은 위의 학문들과 어울려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학문으로써, 기본적 지식과 본 학문을 응용한 기술 및 방법들을 습득하고자 한다.

의생명정보학 / Medi-Bioinformatics 

: 현대 의학과 생물학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방대한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전산, 통계적 

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고는 신생 학문 분야로, 의학, 생명과학, 전산학, 

통계학, 수학, 화학 등의 분야가 융합된 학문이다. 이러한 의생명정보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의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도관리학 / Quality control 

: 임상병리학 분야에 대한 정도, 경영관리, 자료분석, 분석방법의 선택, 분석결과의 해석, 진단 성적의 

평가 등에 대한 강의와 토의를 하고자 한다.

핵의학 검사학 / Nuclear medicine technology 

: 종래 측정이 어려웠던 미량물질, 각종 항원, 항체 및 호르몬 등의 검사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취급과 분석 및 처리와 아울러 핵의학적인 진단검사에 적용하여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측정기계에 대한 최첨단 기술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교양필수>

생물학Ⅰ / General Biology Lecture 

: 생명의 특성과 생명의 기본이 되는 분자의 구성, 세포구조와 기능, 대사, 유전, 발생과정 등의 원리를 

학습한다.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

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영어읽기와글쓰기 / English Reading and Writing 

: 기본적인영어읽기와쓰기능력의향상을목표로한다.학생들이학문적인글을읽고이해하며자신의생각을글로표

현할수있는능력의신장에중점을둔다. 영어읽기와쓰기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 전략, 연습을 통해 영어읽

기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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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과대학생활(소) / Moral Character and Career Plans 

: 인성 함양 및 진로 설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 강의와 소그룹 진로설계 활동을 병행한다. 

크게 자기 탐색, 직업세계 탐색, 목표설정, 진로장벽 대처 등을 다룬다.

작문과화법 / Korean Writing and Speaking 

: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

다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

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

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

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화학Ⅰ/ General Chemistry Lecture 

: 화학 전반에 관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다루는 화학의 입문이다. 물질의 구성과 성질 및 물질 상호간의 

변화 등의 기초적 사항과 실습을 공부함으로써 화학분석 능력을 갖도록 강의한다.

생물학Ⅱ / General Biology Lecture 

: 생명의 특성과 생명의 기본이 되는 분자의 구성, 세포구조와 기능, 대사, 유전, 발생과정 등의 원리를 

학습한다.

화학Ⅱ / General Chemistry LectureⅡ 

: 화학 전반에 관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다루는 화학의 입문이다. 물질의 구성과 성질 및 물질 상호간의 

변화 등의 기초적 사항과 실습을 공부함으로써 화학분석 능력을 갖도록 강의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 Global Communication 1 

: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

임을 인지 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보건통계학및통계(R) / Biostatistics 

: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는 통계학은 핵심 과목 중의 하나이다. 통계학의 기본 개념과 

분석방법의 이해를 통해 보건관련 논문들을 이해한다.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하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 Global Communication 2 

: Global Communication1 수업을 수강한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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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룹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심폐소생술(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본 과목은 건강의식 확산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심정지 환자 소

생률 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촉진으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현한다

인성과미래설계(소) / Career Guidance and Debates 

: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목표로 토론 활동을 통해 학문탐구의 기본태도 형성 및 진로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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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전공필수>

인체해부학 / Anatomy 

: To acquire knowledge about the physiological and chemical functions of the organs and organs 

constituting the human body, and to lead them to grasp the important human body structure and 

physiological relationship accurately.

임상병리학개론 / Introduction to Clinic Pathology 

: The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appropriate use and 

interpretation of patient care test in four sub-specialty areas of clinical pathology - clinical 

chemistry, microbiology, hematology, and diagnostic immunology and also provides students with a 

glimpse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technology and equipment of laboratory testing.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 I / Clinic Microbiology - Lecture & lab I 

: We will learn the form, culture and identification method of microorganisms causing infectious 

diseases in humans through experiments.

임상분자생물학 / Clinical molecular biology 

: The basic methods used in gene recombination processes such as DNA separation and 

purification, electrophoresis, restriction enzyme usage and PCR are examined.

임상혈액학 및 실험 I / Clinic hematology - Lecture & lab I 

: Theoretical lectures and practice of all the test methods performed in the clinical blood laboratory 

such as basic blood test, blood coagulation factor test, and bone marrow sample test are 

performed in parallel to cultivate the ability of performing clinical pathology work.

임상화학 및 실험 I / Clinic chemistry - Lecture & lab I 

: Cover the biochemical reactions that are necessary for a healthy existence.  Basic interpretations of 

biochemistry and the concentration of enzymes, carbohydrates, lipids, proteins, electrolytes, and 

blood gases will be discussed. The need for drug testing and evaluation will also be a part of this 

curriculum. Students will perform routine clinical tests on biological fluids

면역학 / Immunology 

: This lecture teaches the principle of immune phenomenon which is the infection defense ability of 

the human body and lectures on related diseases.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 II / Clinic Microbiology - Lecture & lab II 

: This course aims to improve the basic understanding of microbiology in hospitals by study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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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f microorganisms causing infectious diseases in humans, the morphology of 

microorganisms, culture and identification method, pathogenicity, infection route, prevention and 

treatment.

임상생리학 및 실험 I / Clinic Physiology - Lecture & lab I 

: This study explores, analyzes, and evaluates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cell and tissue 

characteristics, function of each organ, and control mechanism of the human body, and helps to 

diagnose, Lecture and practice.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 I / Clinical histology - Lecture & lab I 

: Lecture and experiment to make sample by cutting and dyeing tissue in order to research each 

organs in human with morphology and histology. 

임상혈액학 및 실험 II / Clinic hematology - Lecture & lab II 

: Theoretical lectures and practice of all the test methods performed in the clinical blood laboratory 

such as basic blood test, blood coagulation factor test, and bone marrow sample test are 

performed in parallel to cultivate the ability of performing clinical pathology work.

임상화학 및 실험 II / Clinic chemistry - Lecture & lab II 

: Lecture & lab I and will be more focused on lab experiments 

수혈학 및 실험 / Blood bank - Lecture & lab 

: The Blood Banking and Transfusion Medicine is a program designed to develop, in-depth, the 

skills of a blood bank specialist. Students receive training in all facets of modern blood banking, 

including pre-transfusion compatibility testing, blood collection, preparation and storage of blood 

components, and donor infectious disease testing

요화학 및 실험 / Urinalysis - Lecture & lab 

: Cover the study of macroscopic and microscopic structure of the kidney and the principles of 

renal function.  Automation and manual testing methodology will be included in the analysis of 

urine during laboratory exercises.  In addition, students will study urine collections, processing, and 

laboratory analysis of body fluids together with the composition, formation, and functions of body 

fluids other than blood.

임상생리학 및 실험 II / Clinic Physiology - Lecture & lab II 

: Clinical application of physiological function test methods such as electrocardiogram, EEG, 

pulmonary function test, ultrasonic examination, practical application methods, and techniques for 

instrument manipulation will be learned through laboratory exercises.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 II / Clinic histology - Lecture & lab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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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 and experiment to make sample by cutting and dyeing tissue in order to research each 

organs in human with morphology and histolo

임상혈청학 및 실험 / Clinic serology - Lecture & lab 

: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ntigen-antibody reaction based on immunological theory and 

understand the principles, methods, and interpretation of measurement methods of various 

serological tests applied for diagnosis of diseases.

공중보건학 / Public health 

: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 base of scientific knowledge that correlates public health with 

environmental health, epidemiology, and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o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 expertise.

병원임상실습 / Hospital On-site training (임상화학, 혈액학, 임상생리학, 병리조직학, 진단세포학, 

미생물학, 혈액은행, 면역혈청학) 

: In addition to lectures and hands-on training in the school, we also provide hands-on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by directly sampling patients and specimens at clinical sites, analyzing samples, 

analyzing results, and reporting results.

진단세포학 / Clinical cytology 

: Understand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cells that constitute the human body and acquire the 

concepts of sampling, specimen preparation, dyeing, and reading to understand cytological changes 

caused by diseases.

의료관계법규 / Laws and regulations on health 

: It teaches medical law and health related regulations, and lectures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and improvement of national health through understanding and opening of law in health care field.

임상기기 및 시료분석학 / Clinical instrumentation and sample analysis

: Lectures will focus on the types and principles of devices and the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basic analytical instruments for clinical pathology.

졸업종합시험 / Graduation Qualification Examination 

: This test evaluates overall theoretical and clinical knowledge acquired for 4 years in clinical 

pathology.

<전공선택>

실험동물학 / laboratory animal science 

: Lectures on the laboratory animals, animal testing, animal research, animal welfare and guidelines 

for the use of non-human animals i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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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 / Medical Terminology 

: The curriculum aims to train human resources who can learn medical terminology used in 

Oncology, nuclear medicine, and radiology based on anatomy and freely communicate in clinical.

기생충학 및 실험 / Parasitology - Lecture & Lab 

: Lectures on the classification of parasitic parasites in humans, their relationship with host and 

parasites, pathways of infection, morphologic features, diagnostic methods, pathology and clinical 

findings, and how to distinguish between larvae and larvae.

미생물학 / Microbiology 

: To understand the biochem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icroorganisms. To educate the 

theory of sample handling, bacterial staining, and biochemical test methods for isolating and 

identifying bacteria, microorganisms related to human diseases can be identified.

생화학 / Biochemistry 

: Understand the basic chemistry and overall structure of the most important biological 

macromolecules, including the study of enzyme catalysis; cellular architecture; intermediary 

metabolism; and special processes such as biological oxidation and energy production.  

세포생물학 / Medical cell biology 

: The cell structure, the constituent material, and the cell-biological concept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each organelle are understood as basic concepts in all pathologies. By understanding 

the cytologic concepts of general or specific pathological phenomena, we will utilize it as a clinical 

pathologist to improve the ability to diagnose the exact cause of the disease.

유기화학 / Organic Chemistry 

: ntroduction to organic chemistry, focusing primarily on the basic principle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reactivity of organic molecules.

조직학 / Histology 

: Lectures on ultrastructure of normal tissues and organs, and observation of various normal tissue 

samples using microscopy. 

병리학 / Pathology 

: Lectures will be given on the causes, mechanisms, and progression of diseases occurring in the 

human body, and the structural and morphological and functional changes

생리학 / Physiology 

: This course is a study of the physiological aspects of the human body from the physiologi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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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ells to organelles and bronchi.

임상유전학 / Clinic genetics 

: Based on the basic theories of human genetics, we will learn the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molecular biology tests used for the diagnosis of tumors, genetic diseases, infectious diseases. 

Lectures on basic knowledge and application areas related to oil fields.

나노바이오체외진단학 / Nanobio in vitro diagnostic technology 

: In order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nanobiosensor, which has recently been selected as 

one of the top 10 tasks of bio-field forward-looking technology, relevant knowledge of various 

fields of study (physics, chemistry, biology, engineering) is acquired. In this subject, the introduction 

of practical biosensor (diagnostic device) is also carried out, and the latest research trends can be 

identified by introducing nanotechnology and advanced research techniques introduc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biosensor.

바이러스학 / Virology 

: The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life history of viruses will be use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viruses with other organisms an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by which viruses cause disease 

through mutual relationship between viruses and host.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virus 

with clinical significance are learned.

통합보건실습 / Health Actual Traning 

: It is an integrated course in five departments (clinical, Physiotherapy, radiation, medicine, nursing), 

and acquires knowledge through hands-on exercises by exchanging information in areas that are 

not accessible to each department.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학 / Hospital infection control 

: This course is intended to equip students with a basic introduction to infection control and 

recognize benefit to patients and healthcare workers of adhering to scientifically accepted 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fection control. It is developed to recognize the professional’s responsibility to 

adhere to these practices, and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comply, and to monitoring infection 

control practices of persons for whom he/she is responsible.

동물세포배양학 / Animal Cell Culture 

: Students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 contact points of cell culture technology and clinical 

diagnosis, and learn the theory and methodology necessary for operation.

체외수정론 / Artificial Reproduction Technology 

: This course introduces the theory of developmental mechanisms that can induce maturation, 

fertilization, and early division of mammalian germ cells in vitro, as well as advance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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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ethods.

임상병리학특론 / Advanced Immunology 

: As a special discussion on clinical pathology, various body fluids, excrements and changes in tissue 

cells due to disease are analyzed chemically to give a lecture on the principles, processes, 

utilization, and technical processes for obtaining data necessary for diagnosis.

진균학 / Mycology 

: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students with the basic theories of fungi,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thogenic fungi, biological properties and metabolism, and the sampling, 

transportation, staining and culture methods necessary for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pathogenic 

fungi.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 / Deepening of the convergence of healthcare 

: Maximize work expertise and efficiency by operating curriculum based on business characteristics 

of industry Provides key information on preclinical / clinical trials, which is essential for the 

registration of in vitro diagnostic reagent-related devices and the high value-added of in vitro 

diagnostic reagents, and conducts practical business-oriented education. Strengthen problem-solving 

capability through hands-on, hands-on training and cultivate in-vitro diagnostic specialists for the 

times with the opening of creative fusion courses. The goal is to nurture leading human resources 

in clinical pathology and in vitro diagnostics through advanced practice-oriented deepening 

education through graduate-level 

법의학 / forensicmedicine 

: Students will acquire basic knowledge of death and death related to human deaths, diseases 

related to death, mechanical damage, and addiction, and aim to educate the basic skills necessary 

for professionals in the fields where medicine is used to apply the law. To acquire bas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forensic medicine.

생명공학기법 및 실험 / Biotechnology 

: Recently, life sciences has become a field of advanced science that opens the future of humanity. 

It is closely related to many fields such as medicine, pharmacy, agriculture, environment science, 

health science, food nutrition, animal husbandry, . Biotechnology aims to acquire basic knowledge 

and techniques and methods applying this discipline as an academic that can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human life in conjunction with the above academic studies.

의생명정보학 / Medi-Bioinformatics 

: The results of a large number of researches in life sciences that have been confirmed through 

modern medical and biology researches are analyzed by computerized and statistical techniques to 

derive new knowledge, and new research fields such as medicine, life sciences,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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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mathematics, chemistry Is a fusion of disciplines.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learn basic 

concepts of bioinformatics and the latest research results in various fields of life sciences using 

them.

정도관리학 / Quality control 

: Provide management skills of clinical labs and control methods of clinical data  based on various 

analytical techniques and basic knowledges 

핵의학 검사학 / Nuclear medicine technology 

: Provide basic knowledges of radioisotopes and diagnostic techniques, especially focusing on in 

vitro test systems using human samples 

<교양필수>

생물학Ⅰ / General Biology Lecture :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biology. Students will learn 

basic biology as a basic disci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ower than the college-level biology may be taught if necessary.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

Computational thinking refers to thinking processes that include defining and describing a problem 

so that people and machines can perform it effectively. Computational thinking involves breaking 

down the entire decision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associated variables and all possible 

solutions, and taking the corresponding parameters and problem limits into account to make the 

right decisions. In this course, we introduce problem decomposition, data representation, 

generalization, model, and algorithm.

영어읽기와글쓰기 / English Reading and Writing 

: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basic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The main 

goal of the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academic content and write their ideas 

and opinions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skills, strategies, 

practice and confidence they ne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competency.

인성과대학생활(소) / Moral Character and Career Plans 

: This course consists of lectures and small group activities on career plans for effective moral chara

cter education and career plans. Among the main themes are self-investigation, search on career wo

rld, goal establishment, and how to cope with career barriers.

작문과화법 / Korean Writing and Speaking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basic communicative competence in Korean. 

Modern society is in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ors because communication plays a crucial role t

o form social relationships. The main goal of the course is to educate a well-rounded speak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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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We will use both theory and practice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writing and s

peaking skills, which are the core functions to communicate. 

화학Ⅰ/ General Chemistry Lecture 

: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chemistry. Students will learn basic chemistry as a basic disci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ower than 

the college-level chemistry may be taught if necessary.

생물학Ⅱ / General Biology Lecture 

: Students will learn the principles of molecular structure, cell structure and function, metabolism, 

genetic and developmental processes that are the basis of life's characteristics and life.

Medical Terminology: This course provides a systematic lecture on terminology used in basic 

medical terminology and clinical medicine such as anatomy, physiology and pathology, disease 

names, and various tests.

화학Ⅱ / General Chemistry LectureⅡ : 

It is an introduction to chemistry that deals with the basics of chemistry in general. Lectures are 

given to students with basic analytical skills such as composition and properties of matter and 

mutual change of materials, and chemical analysis ability.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 Global Communication 1 

: The aim of the course is to help beginners improve their overall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보건통계학및통계(R) / Biostatistics 

: Statistics is one of the core subjects for research in the life sciences. Understand health-related 

papers through an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s and methods of statistics.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put the spirit of human respect and 

democracy in practice, and foster moral character by allowing students to foster service mind and 

recognize social problems through voluntary community servic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 Global Communication 2 

: This is the second level of the global communication course designed for students to advance 

their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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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will mainly focus on enhancing students’ speaking skills through pair work, group work and 

whole class discussion.

심폐소생술(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This course puts founding ideals in practice educating students to master CPR. This training gives 

students health awareness and the ability of first aid, which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and emer

gency medical systems.

인성과미래설계(소) / Career Guidance and Debates 

: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form a proper attitude toward the pursuit of learning and seek a ca

reer through debates for the goal of successful univers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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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광학과

<전공필수>

안경조제 가공학실습(I) (Ophthalmic Dispensing with Laboratory(I))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올바른 안경 만들기의 기본단계를 학습한다./Practice to ophthalmic dispensing. 

물리광학(I) (Physical Optics1)

파동의 성질을 이해하고, 파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빛의 간섭, 회절, 편광, 원자이론을 배운다.

물리광학(II)(Physical Optics2)

빛의 회절과 편관에 관한 심화학습과 열복사에 관련된 법칙들과 원자모형을 통한 선 스펙트럼에 대해 

학습. 

기하광학(I) (Geometrical Optics(I))

빛의 전파, 빛의 반사와 굴절 등을 학습하여 렌즈의 결상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광학 렌즈에 의한 상의 

작도 방법을 학습하며 가우스 결상식의 유도 및 얇은 렌즈에서의 적용과 간단한 광학계에서의 적용을 학습

한다.

시기해부학 (Ocular Anatomy)

눈의 해부조직학적인 구조를 학습하여 눈의 기능과 광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며 시기능과 안과질환

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광학실험 (Optical Experiments)

빛의 성질, 직진, 반사, 굴절 등의 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험 과정과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안경과

빛에 대한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학습한다.

안경조제 가공학실습(II) (Ophthalmic Dispensing(II) Laboratory)

수동형식에 의한 조제가공과정의 구체적 작업에 대한 배경이론과 세부사항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단초

점안경을 조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기하광학(II) (Geometrical Optics(II))

두꺼운 렌즈의 광학적 특성을 배우고, 광학계 구성 시 발생하는 색수차 및 단색수차를 학습한다.

시기생리학 (Ocular Physiology)

눈의 생리학적인 특성과 광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며, 단안시와 관련된 시기능, 시야, 조절, 폭주,  시기능 

검사법, 비정시안의 원인 및 처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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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학기기 (Optometric Instrumentation) 

눈과 관련된 다양한 검사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처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막지형도측정기, 각막곡률계, 

세극등, 포롭터, 시야검사계, 안압측정기, 검영기 등 여러 장비들의 기본 원리 및 구조, 측정 원리 등을 숙

지한다.

안경조제 가공학실습(III) (Ophthalmic Dispensing Laboratory)(III)) 

안경조제 및 가공에 대한 고급단계로 난시 교정용 안경의 조제와 고급 안경제작에 필요한 착색 및 반무

테, 무테 안경 조제 가공 기술을 습득한다.

안경광학(I) (Ophthalmic Optics(I) => Clinical Visual Optics(Ⅰ))

안경학계를 기하광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눈의 광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비정시의 광학적인 상태와 안경

렌즈 및 콘택트렌즈에 의한 광학적인 교정원리, 각종 렌즈의 편심에 따른 프리즘효과와 계산방법, 조절력 보

정에 의한 노안 교정원리 및 사위와 사시 등의 양안시 이상에 대한 프리즘 처방 원리를 학습한다.

안질환(I) (Ocular Disease(I))

병원 미생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눈의 감염 경로와 미생물에 관련된 병리적인 특성을 학습하여 안과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기능이상과 안질환을 학습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안경광학(II) (Ophthalmic Optics(II) => Clinical Visual Optics(Ⅱ))

이중초점렌즈의 원리, 사위와 사시 등의 양안시 이상에 대한 프리즘 처방 원리, 안경렌즈의 배율과 이를 이

용한 부등상시의 교정, 망원안경을 이용한 약시의 교정, 타각식 굴절검사 등에 대한 광학적 이론을 학습한

다. 

안질환(II) (Ocular Disease(II))

안경사가 흔하게 접하는 전안부 질환인 눈물질환, 안검질환, 결막질환, 각막질환, 백내장, 녹내장 등을 학

습하며, 시력에 영향을 주는 망막, 시신경질환 및 콘택트렌즈 관련 안과질환을 학습한다.

콘택트렌즈(I) (Contact Lens(I))

GP 콘택트렌즈의 피팅 원리를 학습하며, GP 렌즈 착용자 사례별 피팅 패턴을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습

득하고 부작용 해결방법을 학습하여 콘택트렌즈에 대한 심도 있는 피팅법을 습득한다./ Practice in 

principle of gas permeable contact lenses fitting, evaluation of fitting pattern and trouble shooting 

in GP contact lenses wear, treatment to complications related to contact lenses wear. 

굴절검사 및 실습(I)( Refraction with Laboratory 1)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처방을 위한 자각식 굴절검사의 원리와 굴절이상 유형별처방법을 이해

하고 올바르게 안경을 조제하기 위한 자각식 굴절검사 검사법과 콘택트렌즈 처방 후 굴절검사법을 습득한

다.

콘택트렌즈(II) (Contact Lens(II))

소프트렌즈, GP 렌즈의 일반적인 관리방법과 재질별 관리방법을 학습하며 콘택트렌즈 착용 후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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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학습하여 콘택트렌즈 분야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콘택트렌즈를 성공적으로 착

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안경재료학 (Materials for Spectacles)

안경 제작의 기본 요소인 안경테와 안경렌즈 중 안경테에 대한 재료와 상품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혀 사람

의 특성에 따라 올바른 안경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한다.

양안시 (Binocular Vision)

양안시에 대한 개념과 조절성, 안구운동성 및 비사시성으로 나타나는 안기능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방법을

 학습한다.

양안시 검사 및 실습 (Binocular Vision with Laboratory)

심화된 시기능 분석을 위한 기초로 양안시 기능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각종 검

사법을 학습하며 검사기술을 습득한다.

산학 캡스톤 디자인 (Academic-Industrial Capstone design)

안경원, 안과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경조제가공, 굴절검사 및 콘택트렌즈 분야의 실습을

 하여 현장감각을 익히며 졸업 후 현장에서의 임상 적응력을 높인다.

옵토메트리 세미나 (Optometry Seminar)

옵토메트리 관련 기기 및 재료, 콘택트렌즈, 굴절이상, 양안시 이상과 저시력 등 시과학 전반에 걸친 최

신 문헌을 고찰하고 발표하도록 하여 연구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의료관계법규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edical and Public Health)

의료법,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조항별로 이해하여 임상적용의 근거와 기준을 갖추고 안경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굴절검사 및 실습 (II)(Refraction with Laboratory 2)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능력을 완성시켜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한다. 

<전공선택> Selective subjects

물리학 (General Physics)

고전역학, 열물리, 전자기학 및 광학의 전반적인 물리학 기본원리와 개념을 배움으로써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생물학 (General Biology)

생물학의 일반적 원리 및 개념을 배운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유전, 성장, 분열등을 학습한다.

158



안경산업마케팅세미나 (Optical business-industrial marketing seminar)

창의적 융합 교과목으로 안경 산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아이템의 개발이나 사례를 학습하고, 안경산업이 

발전 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생화학 (Biochemistry)

생명체 구성 성분들의 화학적 이해와 생체대사를 통해 세포 구성 성분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생명현상을 이해한다.

약리학 (Pharmacology)

약리학의 기본 원리와 약리 과학의 역사, 규제(FDA)와 산업 측면의 관점을 소개한다. 약물 및 생물학적 

시스템과 화학 물질의 상호 작용에 대한, 생리 생화학, 그리고 약리학의 기초적 이론과 약물의 성상, 작

용 및 부작용등의 지식을 습득한다. 

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 마인드, 업무 등의 중요 개념들을 학습한다.

기본시기능검사 및 실습 (Basic Visual Function Examination)

시력층정시에 필요한 동공기능, 조절근점, 폭주근점, 안위검사, 색각검사, 안구운동검사, 시야검사, 세극등

검사 등의 기본적인 시기능에 대한 검사를 학습한다.

대학수학 (General Mathematics) (2 credits / 2 hours )(15 weeks)

삼각함수, 벡터, 행렬, 좌표계, 초월함수, 미분을 학습함으로써 광학 관련 교과목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경광

학의 수학적 이해를 도모하고, 광학에 필요한 수학적 응용력을 배양한다.

안경조제광학(Ophthalmic Dispensing and Optics)

안경조제 시 광학적 현상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프리즘 효과에 대하여 학습하며, 렌즈의 설계, 광학분야

와 안경광학에 응용이 되도록 한다. 또한, 렌즈의 광학적인 특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안

경제작의 전문 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케팅 (Marketing)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획 활동으로 시장 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판매, 촉진 등을 학습하여 안경원 경영 및 관리의 기초지식을 익힌다.

해부조직학 (Anatomy & histology)

인체구조의 형태적 특성을 계통별로 이해하고 각 기관의 구조 명칭, 기능을 학습하여 인체의 각종 계통

과 기관들의 상호 관련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소비자행동을 소비자 정보처리과정,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 그리고 각종 영향요인 등으로 세분하여 

고찰한다. 특히, 소비자의 의식, 생각, 행동 등 표적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행동의 기업 마케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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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중점 교수한다.

임상콘택트렌즈 (Clinical Contact Lenses)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콘택트렌즈의 임상적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임상사례별 

피팅에 의한 문제, 관리방법에 의한 문제, 부작용 및 특수콘택트렌즈 분야의 해결능력을 습득한다.

임상굴절검사 (Clinical Refraction)

근시, 원시, 난시, 부등시, 노안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굴절 이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굴절이상 교정을

 위한 안경처방을 더욱 올바르고 심층적으로 익힌다.

시기능훈련 및 실습(Vision training with Laboratory)   

조절, 폭주, 사위 등의 여러 양안 시기능 이상을 분석하고 이상유무를 판정하여 각 유형에 맞는 효과적

인 시기능 훈련방법을 학습한다.

보건통계 (Public Health Statistics)

통계학의 이론을 보건 관련 통계 자료 처리에 응용하여 보건관련 현상을 수학적,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의 수집과 정리 자료의 통계적 측정, 확률이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정규분포, 표본분포, 통

계적 추정, 통계적 가설검정, 분산 분석, 상관과 회귀분석, x2 분포와 도수분석, 보건통계와 보건지표를 

학습한다.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

임상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임상심리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

한 심리검사를 시연하여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옵토메트리에 응용 가능한 검사 및 심리분석 내용을 학습

한다. 

시각인지학 (Visual Perception)

눈과 뇌의 시각 현상의 인식에 대한 특성을 이해, 시각이상에 대한 임상적 검사와 처치에 적용되는 원

리를 학습한다.

노년시과학 (Geriatric Optometry)

노년기의 근거리 시력의 변화, 원거리 및 근거리 시력교정을 위한 처방검사,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의한 

교정방법 및 노년의 시력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특수안경처방 (Prescribing for Abnormal Visual Function)   

비정시안을 위한 특수 용도의 안경 처방 및 조제 기술의 습득, 처방을 위한 검사 방법을 학습한다.

특수안경조제 (Ophthalmic Dispensing for Special Purpose)

안경 조제 및 가공의 마지막 완성단계로 복잡하게 응용된 안경이나 특수안경 조제를 완성시키는 기술을 습

득한다.

160



옵토메트리특론 (Specialty in Optometry)                     

안경원, 안과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경조제가공, 굴절검사 및 콘택트렌즈 분야의 이론을 

학습하여 옵토메트리 관련 면허 취득을 위한 심화학습을 한다.

안경광학특론 (Advanced Ophthalmic Optics)

안경 및 안광학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이론을 학습하여 옵토메트리 관련 면허 취득 및 전문인 

양성을 위한 심화학습을 한다.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Advanced Ingenious Merged Health Care)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T를 접목한 응급구조학과의 병원전처치와 임상병리학과, 방사

선학과, 치위생학과의 병원내처치 또한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의 재활처치를 스마트기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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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Optometry

Physical Optics1

Introduction to physical optics. electromagnetic waves, interferance, diffraction, polarization, and 

models of th atom.

Physical Optics2

Learning about the deepening of diffraction and cube of light, the laws related to thermal radiation 

and line spectrum through atomic model.

Geometrical Optics(I)

Propagation of light,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the light, image formation of mirror and refractive 

surface, thin lens and thick lens, optical instrument.

Ocular Anatomy

An anatomy and histology of the eye structure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eye, basic knowledge 

for learning visual function and eye disease.

Optical Experiments

Experiments to optical properties of light. Propagation of light,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the light, 

interference, diffraction.

Ophthalmic Dispensing(II) Laboratory

Practice to ophthalmic dispensing.

Geometrical Optics(II)

Thick lens and aberration. Optical properties of a thick lens, chromatics aberration and 

monochromatic aberration induced by optical system.

Ocular Physiology

Physiolog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eye, monocular visual function, visual field, 

accommodation, convergence, clinical procedure of visual function, cause and correction of the 

ametropia. 

Optometric Instrumentation

Fundamental principle, structure and clinical procedure of optometric instruments for testing eye and 

visual function and prescribing spectacles and contact lenses. Includes corneal topography, 

keratometry, slit lamp biomicroscopy, perimetry, tonometry, retin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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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thalmic Dispensing Laboratory)(III)

Practice to ophthalmic dispensing.

Ophthalmic Optics(I) => Clinical Visual Optics(Ⅰ)

Understanding of optical system of the eye from the perspective of geometrical optics. Includes 

optical interpretation of the ametropia, optical principle of corrective spectacles and contact lenses, 

principle of presbyopia correction, principle of prism prescribing for binocular vision anomalies such 

as phoria and tropia.  

Ocular Disease(I)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and pathology of the eye related to 

infection and microbial characteristics of eye disease, basic knowledge for learning visual function 

disorder and ocular disease.

Ophthalmic Optics(II) => Clinical Visual Optics(Ⅱ)

Induced prismatic effect and image jump in near vision with bifocal lenses wear, graphical analysis 

of binocular visual function, spectacle magnification and correction of aniseikonia, correction of low 

vision with low vision aids.  

Ocular Disease(II)

Learning to anterior segment eye disease included tear, eye lids, conjunctiva, cornea, cataract and 

glaucoma. Retina, optic nerve and contact lenses related diseases affecting vision.

Refraction with Laboratory 1

Practice in subjective refraction. Includes monocular, binocular refraction, and over-refraction. 

Refraction using trial frame and phoroptor.  

Contact Lens(II)

Management of soft and gas permeable contact lenses by materials, complication related to contact 

lenses wear, clinical skills for successful contact lenses wear.

Materials for Spectacles

Materials and types of spectacle frames and lenses. Physical, chemical, optical characteristics of 

spectacle frame and lenses materials. Standards for spectacle frame, finished uncut lenses, 

sunglasses, protecting eye wear. Methods of frame and lens manufacture.    

Binocular Vision

Introduction to binocular vision. Includes basic concepts of binocular vision, physiology of the 

binocular vision, relationship between accommodation and convergence in binocular vision, types of 

deviation, fixation disparity, interpretation of reti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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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ocular Vision with Laboratory

Laboratory designed to practice examination of binocular visual functions included near point of 

convergence, horizontal and vertical phoria at far and near, fusional vergence, AC/A ratio, positive 

and negative relative accommodation, monocular and binocular accommodative facility, MEM 

retinoscopy, and ocular motility. 

Academic-Industrial Capstone design

Clinical practice to ophthalmic dispensing, refraction and prescription, contact lenses fitting and 

clinical instrumentation in optometric and eye clinics.

Optometry Seminar

An interactive seminar course utilizing clinical cases presentation and a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ophthalmic dispensing, optometric instrumentation,  refraction and contact lenses prescriptio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edical and Public Health

Medical and public health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ptometric practice.

Refraction with Laboratory 2

Laboratory designed to supplement objective refraction skills using a retinoscope and autorefractor.

General Physics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of physics. Mechanics,  thermal physics, electromagnetism, and optics. 

General Biology

Learn the general principles and concepts of biology. Learn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ells, 

heredity, growth, and division.

Optical business-industrial marketing seminar

Creative fusion development courses to learn or practice of general items necessary for the eyewear 

industry, and learning how to approach different perspectives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in 

the eyewear industry can be learned.

Biochemistry

Metabolism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chemical and biological organisms constituents 

understand the phenomena of life by understanding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cell components.

Pharmacology

Introduction to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pharmacology and provides a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 regulatory (FDA) and industrial aspects of pharmacological science. Physiological, 

164



biochemical, and anatomical foundations for the interaction of drugs and chemicals with biological 

systems. 

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Introductory lectures on business administration. Theoretical, historical and managerial aspects with 

several topics.

Basic Visual Function Examination

Students will learn basic functions of eye function such as pupil function, control point, convergence 

point, eye position, color vision test, eye movement test, visual field test, and slit lamp examination.

General Mathematics

Trigonometric functions, vectors, matrices, coordinate, transcendental functions, differential related to 

learn geometric and physical optics, clinical visual optics.

Ophthalmic Dispensing and Optics

Applications in the field of optics and optical glasses prepared when the optical phenomenon 

caused by the prism effect, and learning about the design of the lens. In addition, specific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lens are learning about the expertise of 

the ophthalmic dispensing.

Marketing

Planning activities such as marcket research, merchandising, advertising, sales, promotion to deliver 

products from producers to consumers. Basic concepts for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optometric practice.

Anatomy & histology

Understanding of the system by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body's structure and the 

names of the structure of each agency, the various strains of the human body and organ function 

and the role of inter-related learning capabilities to understand.

Consumer Behavior

Consumer behaviors are investigated by three factors of consumer information processing, consumer 

buying decision process, and the various impacts. Analysis of consumer's behavior such as 

consumer's consciousness, thinking and behavior can be applied to the target market in marketing 

strategy.

Clinical Contact Lenses

Clinical contact lenses case studies for trouble shooting related to fitting, after care and solutions, 

complications of contact lenses wear. Fitting and application of specialty contact l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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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Refraction

Clinical case studies for correction of myopia, hyperopia, accommodation, astigmatism, presbyopia, 

anisometropia, aniseikonia and after-refractive surgery. Considerations for prescribing optical 

correction.  

Vision training with Laboratory

Accommodation, convergence, and heterophoria, and a number of bilateral visual function more 

than analysis ansd at least judged by the presence of effective performance training to learn how 

to fit each type.

Public Health Statistics

The theory of statistics applies in health-related statistical data processing, and mathematic and 

statistic understanding of health-related phenomena. This includes statistical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measurements, probability theory, random variables and probability distributions, normal 

distributions, sampling distributions, statistical estimation, statistical hypothesis estimation,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x2 distribution and frequency analysis, health statistics 

and health index.

Clinical Psychology

Basic understanding of clinical psychology and clinical psychology currently the most widely used 

assessment, a simple demonstration of psychological tests, optometric applications of psychological 

tests and its analysis in the field of clinical psychology.

Visual Perception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perception in the eye and brain's visual systems, 

principles applied for clin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of visual function anomaly.  

Geriatric Optometry

Changes in near vision of elder population, a prescription for near and distance vision correction, 

glasses and contact lenses for presbyopes, and  general information for vision care in old age. 

Prescribing for Abnormal Visual Function

To learn prescription and dispensing skills of spectacles for special purpose.

Ophthalmic Dispensing for Special Purpose

An interactive seminar course utilizing clinical cases presentation and a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ophthalmic dispensing, optometric instrumentation,  refraction and contact lenses prescription.

Specialty in Op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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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comprehensive learning to theory of ophthalmic dispensing, refraction and contact lenses 

prescription.

Advanced Ophthalmic Optics

An comprehensive learning to theory of ophthalmic optics and visual optics for optometry related 

license and professional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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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학과

해부학(Anatomy) 

: 의학의 기본적 지식이 되는 인체의 육안적 구조, 즉 근골격계, 신경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배설기계 

등을 학습하고 그 계통 및 기능적 관계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정미한 지식을 강의를 통하여 

습득함으로써 인체의 생리적 기능과 신체질환의 병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생리학(Physiology) 

: 보건의학도로서 인체생리의 기능의 기초적 지식을 이해하고, 나아가 임상적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질병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주요 생리기전을 익힌다.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 의학용어의 발생 원리와 기초 원리를 습득하고 의료분야에서 의무기록과 의료종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의학용어를 신체부위와 계통별로 학습하여 전공과목 학습에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병리학(Pathology) 

: 사람 질병의 병인을 계통별로 알아보고, 임상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힌다.

5. 약리학(Pharmacology) : 본 교과목은 응급구조와 관련된 기초의학 분야의 한 과목인 약리학 교육을 

수강하므로써 응급구조시 다빈도로 사용되는 약물을 숙지하므로써 응급구조사에게 필요한 약리학적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심폐소생술PBL(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PBL) 

: 심정지 원인과 심정지환자 평가방법 및 기도유지, 호흡유지, 흉부압박 등의 기본심폐소생술을 

익힘으로써 심정지 환자 발생현장에서의 처치능력을 배양한다.

응급환자관리학(Management of Emergency Patient) 

: 병원과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필요한 인간의 기본욕구 이해와 응급환자의 

평가 및 임종, 감염관리를 익힘으로써 기본적인 응급환자관리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능력을 

배양한다.

응급환자관리실습(Practice for Management of Emergency Patient) 

: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술기를 습득하도록 

한다.

기본응급처치학(Basic Emergency care) 

: 응급환자의 질환별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 외상환자의 평가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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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실습(Practice of Emergency care) 

: 병원전 단계의 응급환자처치에 필요한 인명소생술에 관련된 술기를 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숙달되도록 하여 응급환자처치 능력을 배양한다.

외과진료보조학 

: 외과계 진료보조사자격(한국응급구조학회)을 위한 교과목임.

응급처치총론(Introdution of Emergency care) 

: 응급의료(Emergency Medical Servies)및 응급의료체계(EMS System)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응급구조사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포함한 응급구조학의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응급환자평가(Emergency Patients Assessment) 

: 응급환자의 문제를 발견하고 처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습득한다.

재해응급의료(Disaster Emergency Medical Service) 

: 재해대책은 대량환자가 일시에 발생하므로 재해 현장에서는 많은 환자를 신속히 색출하고 구조하여 

응급처치와 함께 체계적으로 이송이 

요구되므로 효과적인 재해관리 대책을 세우고 재해 현장에서 적합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능력을 배양한다.

심전도측정과판독(Electrocardiography Measurement Interpretation) 

: 1급 응급구조사를 위한 필수과목으로서 심전도 측정과 판독은 대상자의 심장전도를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빠르게 발견하여 조기에 처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 분류를 위한 심전도측정과 판독을 학습한다.

내과전문응급처치학(Internal Medical Emergency Care)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및 응급의료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양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당뇨, 과민반응, 감염 등 각 질환의 징후, 증상을 빠르게 인식하여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외상처치학(Trauma Life support) 

: 외상환자의 병원 전 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손상의 기전과 외상환자의 평가 및 병원 전 

처치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처치방법을 습득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과학적 연구에 동원되는 핵심적 분석규준(analytic cannons)과 논리, 관측방법과 자료분석기법을 

학습하고, 연구분석안(research design)의 설계능력을 얻기 위한 계량통계분석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응급구조학 관련 기초적 연구방법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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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장소생술Ⅰ(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Ⅰ) 

: 심정지 환자 및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평가와 심정지 환자에게 정지된 심박동을 

회복시킨 후 혈압을 유지하고 뇌손상을 위한 처치와 더불어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주로 

활력증상을 정상화시키고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문심장소생 처치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심장질병과 관련된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배양한다.

중독학(Toxicology) 

: 급성 약물 중독과 사고나 고의로 의약품에 노출된 약물과다에 대한 이해와 중독환자의 임상증상과 

병원 전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방법을 이해하고 중독환자 발생현장에서의 대처 능력을 배양한다.

전문소아소생술(Advanced Pediatric Life Support) 

: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기본 및 전문인명소생술 및 소아응급질환에 따른 응급처치와 소아외상처치술 등 

전문소아응급처치의 개념과 술기능력을 배양한다.

전문손상응급처치학(Trauma Emergency) 

: 두부, 경부 척수, 체강 및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이해와 진단 근거 및 외상처치술을 습득. 신경계, 

위장관계, 비뇨생식기계 및 호흡, 심혈관계 손상에 대한 전문응급처치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특수상황응급처치학Ⅰ(Special Considerations/Operations I) 

: 정신과 영역의 응급환자에 대하여 병원 전 및 병원 내에서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양상 및 대처 방법을 

학습한다.

내과진료보조학 

: 내과적 진료 보조에 필요한 의학적 기초 지식과 기본 임상 지식의 습득 및 졸업 후 사회 활동 및 

취업과 연관된 활동 영역에 대한 포괄적 지식 습득

전문심장소생술Ⅱ(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Ⅱ) 

: 1급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전 단계인 응급현장 및 이송 중 또는 병원 내에서 심폐정지 환자를 조기에 

적절한 전문심장소생술 처치를 하기 위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심장소생술 기술을 훈련 및 

연마하여 체득하도록 한다.

응급의료장비운영(Emergency Medical Equipment Management) 

: 병원 전 및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응급의료장비의 사용방법을 익혀 실제로 응급처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능력 및 관리법을 익힘으로써 현장대처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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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외상소생술(Advanced Trauma Life Support) 

: 다발성외상환자의 소생술과 관련된 

전문외상처치술의 개념과 처치법에 대해 이해하고 습득하여 전문외상처치능력을 배양한다.

특수상황응급처치학Ⅱ(Special Considerations/OperationsⅡ) 

: 산부인과 영역, 신생아 영역, 정신과 영역의 응급 대상자에 대하여 병원 전 및 병원 내에서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응급의료관련법규(Laws related to Emergency care)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의료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서 다루는 법률용어의 

개념, 법률, 체계, 법규내용, 적용범위 등 응급의료업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이해하고 습득한다.

전문심장소생술Ⅲ(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Ⅲ) 

: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전 단계인 응급현장 및 이송 중이나 병원 내에서 심폐정지 및 심폐정지환자를 

조기에 적절한 전문심장소생술로 처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학문.

전문심장소생술시뮬레이션PBL(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SimulationPBL) 

: 2015지침 의거한 이론적 배경과 접목하여 실제 환자발생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심장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상황별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EQ,NQ가 증진된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병원전(응급현장 및 이송중)이나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 및 심정지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전문심장소생술 술기를 응급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별 문제해결 능력 중심의 

실습시간을 운영함이 목적이다.

수상인명구조(Water Rescue) 

: 수상안전의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전신을 조화있게 발달시키고 이를 통하여 예절과 인내, 질서를 지켜 

바른 인격체를 형성하도록 하며 수상에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과 수난안전에 대한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수상인명구조원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수난구조가 필요한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배양한다.

구조및이송(Rescue & Transplantation) 

: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인명구조를 상황별로 

이해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악, 해양, 하천 등에서 레크리에이션 도중 발생하는 인위적 사고와 

자연재해 현장을 중심으로 구조와 이송 절차를 이해하며 주요 구조장비와 기자재 사용법 및 예상되는 

구조유형별 구조기법과 환자 이송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한다.

스포츠의학 

: 스포츠의학의 전반적인 이해와 운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운동동작 및 상해의 원인, 

기전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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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Advanced Ingenious Merged Health Care)

: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T를 접목한 응급구조학과의 병원전처치와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의 병원내처치 또한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의 재활처치를 스마트기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재를 양성한다.

통합보건실습(Problem-based Integrated Health Practice) 

: 병원조직이 부서별 팀제로 전환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서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및 의료공학과 학생들이 협력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학제간 

실습을 통하여 대상자 문제해결 능력, 조정 및 의사소통 기술, 임상환경에의 적응력을 배양한다.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과 기능에 대한 기본개념과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등 소방학 개론에 대한 

기초이론을 습득하여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재를 육성함과 아울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학개론의 핵심 이론을 습득케 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케 한다.

재난안전관리학(Disaster Safety Management) 

: 다중환자 발생 대비 관리체계, 현장의료 지원단계의 관리체계, 의료기관의 재난의료 관리체계, 

특수재난에 대한 재난의료 관리체계, 해외재난에 대한 재난의료 관리체계, 평상시 재난의료 대응을 위한 

준비, 유사시 국가 재난의료관리체계의 작동 등을 익혀 응급구조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양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외상학시뮬레이션PBL(Trauma simulationPBL) 

: 외상환자의 병원 전 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손상의 기전과 외상환자의 평가 및 병원 전 

처치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처치방법을 시나리오에 의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다.

응급통신학(EMS Communication Management) 

: 응급의료시스템에 있어 의료통신망은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응급구조사의 효과적인 통신수단과 

표준화된 지침의 습득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통신체계의 기초적인 이해와 응급상황에서의 언어적 

통신방법과 기기조작 방법 및 특성에 대해서 학습한다.

소방법규및실무(Fire Fighting Laws & Practice) 

: 소방 관련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법규인 소방법규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학습함으로써 소방 현장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소방업무, 방화관리, 소방점검, 위험물관리, 화재조사 등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실기교육방법론(Practical Education Methodology) 

: 사회에서 요구하는 응급처치 실기교육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최초반응자 및 기본응급처치 요구자 

실기교육 방법을 터득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실기교육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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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응급처치술평가(Comprehensive Emergency Care) 

: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익힌 응급처치술기들을 종합하여 숙달 하게하여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키우며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기능시험에 대비하여 술기의 절차와 방법을 훈련시킨다.

기초의학특론(Basic Medicine In Particular) 

: 해부, 생리, 병리, 약리학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기초의학의 일반적인 개요를 습득케 하여 

전문응급처치학의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응급의학임상실습Ⅰ(Clinical Practicum Ⅰ) 

: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임상실습을 통하여 실제응급환자에 대한 이해와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법을 

체득하여 병원 전 단계의 처치와 병원처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응급의학임상실습Ⅱ(응급의학임상실습 Ⅱ) 

: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임상실습을 통하여 실제응급환자에 대한 이해와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법을 

체득하여 병원 전 단계의 처치와 병원처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응급의학임상실습Ⅲ(Clinical Practicum Ⅲ) 

: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임상실습을 통하여 실제응급환자에 대한 이해와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법을 

체득하여 병원 전 단계의 처치와 병원처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구급차동승실습(Ambulance Practicum) 

: 현장응급상황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이해와 병원 전 현장과 구급차 내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방법을 익혀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하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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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교양필수>

영어읽기와쓰기 

: 기본적인 영어 읽기와 쓰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학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

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

술, 전략, 연습을 통해 영어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

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 Global Communication1 수업을 수강한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

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룹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

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작문과화법 

: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

다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

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

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

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심폐소생술 

: 본 과목은 건강의식 확산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심정지 환자 소

생률 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촉진으로 보건의료특성화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현한다.

사회봉사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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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수학 

: 수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수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물리학 : 물리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

면 대학 물리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인성과대학생활 

: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

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맺어지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대학 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루고자 한

다. 학교․학과․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

루도록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인성의 기초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인성과미래설계 

: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

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 및 다

양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

정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

요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

램 참여를 통해 실천중심의 인성과 소통,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공필수>

인체해부학 

: 인체의 내부기관 및 외부구조를 익힌 후 그들 기관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병리의 임

상적 진단에 활용되도록 하는 기초학문 분야이다.

방사선기술학개론 

: 물질의 구조, 엑스선 발생원리, 엑스선 발생이 필요한 장치 영상의 형성과정과 이론적 배경, 영상에 미

치는 보조 기구의 이용, 방사선장애, 방사선관리, 엑스선 촬영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에 관한 기본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인체생리학 

: 인체생리 즉,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알아보고 그 기능을 나타

내게 하는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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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물리학 : 물질의 구조, 방사선의 종류, X선의 발생, 핵붕괴의 기본 이론은 물론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배우고, 임상응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공부한다.

PACS 및 디지털의료영상처리학 

: PACS(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와 디지털의료영상처리의 개

요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이며, 의료 영상 데이터 (CT, MRI, PET, 초음파)로 프로그래밍 연습까지 

포함하고 있다. PACS 및 디지털 의료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계산적, 

수학적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료 영상뿐만 아니

라 건강과 의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 과목의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전기전자공학 

: 전기전자공학의 기본 개념을 강의하여 추후 방사선의료장치의 이해를 위한 기초를 갖추는 것이 강의 

목표이다. 주요 강의 내용은 전기회로의 기본 요소인 전압원, 전류원, 저항, 축전기, 반도체, 다이오드, 트

랜지스터, 연산증폭기 등의 아날로그 소자의 특성, 원리와 회로 등이다. 또한 로직 회로 등의 디지털 회

로의 기본 개념을 강의하며 PSPICE와 VHDH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근․ 골격계영상학 :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를 촬영 할 때 환자의 자세, 검사 부위의 위치 조절, 방사선 입

사각도 조절 그리고 방사선촬영의 기초와 상지 및 견부 X선 촬영, 하지 및 골반부 X선 촬영, 척주 X선 

촬영, 두개부, 부비강 및 측두골 X선 촬영, 구강 및 악안면 X선 촬영, 흉부 및 흉곽 X선 촬영 해부학적 

구조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사선영상정보학 및 실험 

: X선 촬영에서 중요한 사항은 정보량이 많은 양질의 영상을 얻으면서 환자의 피폭선량을 가능한 감소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X선에 의해 영상이 형성되는 원리를 파악하고, 영상형성의 변환인자 및 영상과 

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이해하며, 영상의 질을 높이면서 피폭선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연구

하는 학문이다.

방사선계측학 

: 방사선 계측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장치를 강의하여 추후 방사선영상장치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

이 강의 목표이다. 주요 강의 내용은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계측 통계, 기체검출기, 섬광검출기와 

광전증배관, 반도체 검출기,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처리 등을 강의한다.

투시조영영상학 

: 위장관계조영검사, 간‧담도계 조영검사, 비뇨기계 조영검사, 생식기계 조영검사중추신경계 조영검사, 호

흡기계조영검사, 관절강 조영검사 등의 촬영법과 해부학적 구조, 검사 목적, 검사 기구, 조영제 종류별 

특성을 학습하고자 한다.

PACS 및 디지털의료영상처리학실습 

: PACS 및 디지털 의료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계산적, 수학적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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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Matlab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영상처리 실습을 한다.

방사선기기학 

: X-선의 발생과 감약, X-선관장치와 부속기기, X-선고전압장치와 제어장치, 의료영상 sensor와 영상시스

템, X-선 진단장치, Digital X-선 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방사선진단장치 및 기자재의 기준규격 

등에 대해 이론과 실험을 통해 학습한다.

흉복부영상학 

: 임상에서 다양한 영상을 통한 인체의 구조와 해부학적으로 이해하고, 임상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의

료영상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국가고시와 취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방사선

사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 분야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환자를 효율적으로 care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방사선생물학 

: 방사선의 생물에 대한 영향을 이해시키며 방사선의 체내와 피폭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했을 때에 

일어나는 생물학적 작용(분자, 세포, 조직, 개체에서의 조사영향) 및 방사선 장해에 대하여 학습한다.

전산화단층영상학 

: 전산화 단층촬영장치의 원리와 특성, 생체조직의 흡수계수에 의한 영상의 연구한다. 아울러 부위별 전

산화 단층촬영의 기법을 숙지하여 진단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방사선관리학 

: X선에 대한 장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ICRP에서는 선량한도를 확립하고 합리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한 낮게 선량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

게 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ICRP 권고안은 물론 국내외의 방사선 방어시설 및 모니터링 방법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이 개념을 이해하고 향후 의료 및 산업에 있어 방사선종사자로서 안전한 방사선관리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전산화단층영상응용 :

 전산화단층영상학 응용과목으로 내용에는 조영제(정의, 개발역사, 분류, 특성, 선정기준과 취급상 주의, 

주입방법, 부작용)와 3차원 CT와 혈관조영 검사(검사준비와 일반적 사항, 부위별 3D 및 프로토콜, CT 

angiography의 장단점), 특수 CT검사법(Brain stereotactic 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CT 유도하 조직생

검, BMD CT, CT myelography, CT discography, Cisternography, Femoral antecersion & tibial torsion 

study, CT scanography, Fat CT, Dental CT, Zenon CT, CT 가상내시경 검사, CT perfusion, Cardiac CT, 

Pulmo CT) 등을 교육하고자 한다. 

혈관조영 및 중재적시술 

: 인체의 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ㆍ맥관 조영검사에 사용되는 기기와 부속기구에 대한 사

용법과 혈관검사법을 이해하고, 특히 중재적 방사선학의 응용 범위와 색전술, 성형술 등의 시술에 대하

여 숙지한다. 또한 기기관리와 영상후처리 기술의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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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응용 

: MRI 이론을 바탕으로 영상의 생성과정을 연결하여 완성될 때까지를 영상과 함께 이해하는데 목표를 

갖는다. 또한 영상응용은 국가고시 실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성을 갖기 때문

에 충분히 이해하는 목표를 갖고 수업을 한다.

방사선치료학 및 실습 

: 현대식 방사선 치료 장치의 이론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종양의 치료성적이 대단히 향상되었

고 방사선조사방법과 방사선치료기술, 방사선치료 선량측정, 선량분포 등 이에 이론과 함께 실습으로 인

하여 임상에서 방사선사로서 치료를 행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는 과목이다.

핵의학이론 및 실습 

: 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인체 각 부위, 장기의 in vivo 핵의학 검사 및 치료와 in vitro시료계

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임상 현장에서 습득시키고자 한다.

공중보건학 

: 지역사회의 대중을 대상으로 건강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제 요인을 추구하고 이것을 제거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다 더 증진토록 한다.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관련된 의료 기사들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이해시키며 졸업 후 의료기관

에서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병원현장실습(소) 

: 새로운 기술과 장치 및 각종 검사법에 따른 진단가치가 있는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의 방사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 의료기술을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종합시험 

: 4년간 습득한 방사선학의 이론적 지식과 임상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 및 평가를 한다.

<전공선택>

방사선의학용어 

: 방사선학과 의료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 능력과 학습효과 증대에 무한한 길잡이가 될 내용으로 

진료방사선기술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국가시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

다.

방사선환자관리 

: 방사선진료를 하기에 앞서 환자 Care법을 익힘에 목표를 두고 환자 Care의 기본, 환자의 심리와 대응, 

178



병실 X선 촬영, 조영제 쇼크의 대책, 응급환자의 응대, 증상에 대한 Care뿐 아니라  핵의학, 방사선치료 

부문 환자, 어린이, 노인, 말기 암 환자의 대한 Care와 병원 감염의 예방과 관리 등의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방사선응용수학 

: 방사선학과 학생이 방사선학을 전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 지식을 배양함을 그 목표로 한

다.

보건통계학 

: 보건통계학의 기초 이론을 습득시키고자 보건지표와 관계되는 각종 상식을 학습한다. 

영상해부학 

: 인체의 영상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최근 영상을 이용한 해부학적 지식이 없어서

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방사선사로서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할 학생들에게 단순 X선 영상, 

컴퓨터 단층영상,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영상, 투시조영영상, 초음파영상 등 다양한 영상의학 장치를 이

용하여 획득한 영상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영상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진단적 가치가 높은 영상을 구현하도록 한다.

초음파영상학 

: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 및 물질과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다. 초음파영상의 특성과 질병의 원인

분석은 물론 장기 또는 부위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기술을 공부한다.

복부및심혈관초음파및실습 

: 복부 및 심혈관 초음파 이론과 실습을 가르친다.

치과방사선학 

: 치과에서 사용하는 X선장치, CT 등의 기본원리, 활용과 방사선차폐, 환자 관리와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

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방사선관계법규 

: 방사선관계법규와 Patient care, Patient safety의 기본 지식을 습득 하고자 한다. 방사선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방사선 검사 시 일어 날수 있는 환자 안전 관리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방사선방호

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방사선취급기술 및 관련된 원자력 법령을 설명하여, 방사선 관계법규를 정확

히 알고 방사선 안전취급을 확실히 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기공명영상학 

: 최근 첨단장비로써 각광 받고 있는 MRI System의 이해와 MR Imaging의 기본원리인 이완, 스핀, 영상

화, parameter, pulse sequence, flow phenomena 등의 이해를 통한 T-1, T-2 Weighted Image, MR 

Angiogram, MR Spectroscopy 등의 임상적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고, 원자핵의 물리적 특성인 자화공

명, 이완시간 및 영상기법과 구성, 장치의 특성을 이해하여 부위별 진단에 유용한 영상을 묘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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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운다.

핵의학기술학 

: 핵의학장치를 이용한 인체의 질병 진단과 예후 판단을 위한 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강의 목표이다. 주요 강의 내용은 주요 인체 장기에서의 핵의학 영상의 원리, 영상획득방법, 대표적

인 영상 등을 강의한다.

방사선기기정도관리 및 실험 

: 방사선기기정도관리실험은 가장 이상적인 진단학적 정보가 담긴 영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영상의 질

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점검하고,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X선 발생 장치의 전기적, 기계적 이상을 점검 

하여서 장치의 고장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하는 매우 필요한 실험으로 미래 방사선사가 알아야할 

내용을 다룬다.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 

: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T를 접목한 응급구조학과의 병원전처치와 임상병리학과, 방

사선학과, 치위생학과의 병원내처치 또한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의 재활처치를 스마트기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재를 양성한다.

방사선학임상연계연구Ⅰ,Ⅱ

: 방사선과학은 이학, 공학 의학 등 종합과학과 최첨단 기술에 의하여 생겨난 학문임을 인식하게 하고,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 종양학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 토론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시킨

다.

통합보건실습(소) 

: 문제해결형(PBL, problem based learning) 통합보건실습을 통하여 타 전공 관련 환자문진, 처치지식 및 

실습방법을 상호 교환하여 환자(또는 주제) 중심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현장적

응능력이 강화된 보건의료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엑스선영상학 및 실습 

: 의료용 방사선영상의 형성, 해석 및 평가에 관한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인체 각 부위의 방사선촬영 및 

투시를 포함한 조영검사의 검사과정, 원리, 기법, 영상평가에 관하여 이해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한

다.

임상실습특론(소) 

: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방사선 이론과 응용 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임상의학의 각 분야와 연

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숙지하고 기술 및 응용을 할 수 있

도록 임상에 실제 사용되는 내용을 익힌다.

영상품질관리학 

: 방사선영상 부문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촬영이론 및 실무 적용, 그리고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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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술을 심화된 과정으로 학습시킴으로써 졸업 후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적용하고 응용하여 방사선사

로서의 업무를 통합적 사고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의학용어 

: 본 교과는 해부학을 기본으로 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를 습득하여 임상

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영상처리학특론 

: 디지털의료영상처리란 의료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신호 처리의 한 분야로써 디지털의료영상으로

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처리를 의미한다. 디지털의료영상처리에서 주로 다

루는 분야는 영상의 화질 향상, 소실된 정보의 복원, 데이터의 압축, 영상분할, 영상분석 등이다.  본 강

좌에서는 병원에서 촬영한 디지털 의료영상을 중심으로 디지털의료영상처리의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공간 영역에서의 영상 향상(히스토그램, 공간 필터링 등)의 개념을 배우고 영상처리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의료 영상 처리(주파수 변환, 저주파 및 고주파필터링 

등)의 개념을 배우고 영상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방사선융합캡스톤디자인 

: 방사선학 전공에서 배운 기초지식 중 공학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모든 학생들이 그룹별로 팀을 이루어 작품을 수행

함으로써 팀원들 간의 조화를 이루며 방사선학 관련 공학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한

다. 연구에 필요한 계측, 해석 및 설계 등에 대한 연구 및 실험계획법, 보고서 작성, 발표 및 토론기술을 

교육한다.

창의적방사선과학 

: 방사선을 응용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아이디어 구상부터 완성까지 학생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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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교양필수>

English Reading and Writing(영어읽기와쓰기) 

: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basic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The main 

goal of the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academic content and write their ideas 

and opinions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skills, strategies, 

practice and confidence they ne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competency.

Global Communication 1(글로벌커뮤니케이션1) 

: The aim of the course is to help beginners improve their overall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Global Communication 2(글로벌커뮤니케이션2) 

: This is the second level of the global communication course designed for students to advance 

their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mainly focus on enhancing students’ speaking skills through pair work, group work and 

whole class discussion.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 Computational thinking refers to thinking processes that include defining and describing a problem 

so that people and machines can perform it effectively. Computational thinking involves breaking 

down the entire decision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associated variables and all possible 

solutions, and taking the corresponding parameters and problem limits into account to make the 

right decisions. In this course, we introduce problem decomposition, data representation, 

generalization, model, and algorithm.

Korean Writing and Speaking(작문과화법)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basic communicative competence in Korean. 

Modern society is in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ors because communication plays a crucial role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The main goal of the course is to educate a well-rounded speaker and 

writer. We will use both theory and practice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writing and 

speaking skills, which are the core functions to com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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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심폐소생술) 

: This course puts founding ideals in practice educating students to master CPR. This training gives 

students health awareness and the ability of first aid, which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and emer

gency medical systems.

Community Service(사회봉사) 

: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put the spirit of human respect and d

emocracy in practice, and foster moral character by allowing students to foster service mind and rec

ognize social problems through voluntary community servic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Mathematics(수학) 

: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mathematics. Students will learn basic mathematics as a basic dis

ci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ow

er than the college-level mathematics may be taught if necessary.

Physics(물리학) 

: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physics. Students will learn basic physics as a basic disci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ower than the 

college-level physics may be taught if necessary.

Personality and Campus Life(인성과대학생활) 

: This course is taught for first-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in-de

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I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adjust to cam

pus life, making necessary preparations, and acquiring the knowledge and personalities required to 

college students. It is based on form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various activities jointly engaged 

in by the professor in charge and the students. It allows the students to realize successful campus l

ife with guidance for easy adaptation to college through introductions to the college, departments, 

and major courses. In addition, students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personality training programs t

o help them develop the personality necessary to be global citizens and to nurture an appropriate 

set of values regarding global issues.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인성과미래설계) 

: This course is taught for second-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in

-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e to promot

e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cultivate their personality as future society members, and enha

nce their career efficacy by creat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activities among the students and al

so between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s. This process includes adjusting to study and to various 

human relations, achievi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exploring and deter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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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career paths. Of these item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al task for university students 

who must prepare to advance in the workplace is choosing and preparing for a job. In addition, thi

s course helps students to develop into leaders prepared with resourceful and enterprising character

s, communications, and leadership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an extra-curricular program of perso

nality education.

<전공필수>

Human anatomy(인체해부학) 

: This course teaches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s, and various functions of human body, critical 

to clinical diagnostics of diseases.

Radiation Medical Terminology (방사선기술학개론) 

: This course will be an important guideline for improving the problem-solving ability and learning 

effect facing the radiation and medical fields. This course is very useful for students studying 

medical radiology.

Human Physiology(인체생리학) 

: This course is to teach human cells and organs, functions and their principles.

Radiation Physics(방사선물리학) 

: This course teaches structure of matter, various radiations, X-ray generation, basic theory of 

nuclear decays, interaction of radiation and matter for clinical application. 

PACS and Medical Image Processing(PACS및디지털의료영상처리학) 

: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overview of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medical image processing. The course covers programming practice with 

medical imaging data (CT, MRI, PET, and ultrasound). We will study many of the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methods used to enhance and extract useful information from medical images & 

PACS. Students interested in medical imaging, as well as health and medicine, will find this course 

useful in medical fields.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전기전자공학) 

: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teach basic concept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to 

understand radiation medical equipments in future. Main contents are the basic elements of 

electrical circuits: analog components such as voltage source, current source, resistors, capacitors, 

semiconductors, diodes, transistors and operational amplifiers, and digital components such as logic 

circuits. PSPICE and VHDL are also taught i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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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uloskeletal Imaging(근골격계영상학)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teach patient position, examination spot adjustment, radiation incident 

angle control, and X-ray imaging of upper extremity, shoulder, lower extremity, pelvis, brain, thoracic 

and chest. This course also human anatomy related with X-ray imaging. 

Radiation Medical Image Interpretation and Experiments(방사선영상정보학및실험) 

: The most important issue of  X-ray imaging is to obtain good quality images while reducing the 

radiation dose to patients.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basic theories of X-ray image formation an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image qualities through experiments.

Radiation Detection(방사선계측학)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teach basic concepts and equipments of radiation detection needed 

for the understanding of radiation imaging equipments. Main topics are interaction between 

radiation and matter, statistics, gas detector, scintillation detectors and photomultiplier tubes, 

semiconductor detectors, analog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Fluoroscopy Imaging(투시조영영상학) 

: This course teaches various fluoroscopic examinations such as gastrointestinal tract, hepatobiliary, 

reproductive system, central nervous system, respiratory system. This also teaches anatomical 

stucture, purposes and equipments of examin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ontrast agents.

Radiation Equipment(방사선기기학) 

: This course teaches X-ray generation and attenuation, X-ray tubes and auxiliary equipments, high 

voltage and control equipments, digital X-ray imaging equipments, CT, and radiation diagnostic 

equipments. 

Chest and Abdomen Imaging(흉복부영상학) 

: With various radiation images of human anatomy, this course teaches human anatomic images of 

chest and abdomen to work in hospitals.

Radiation Biology(방사선생물학)

: This teaches influence of radiation on living objects, internal and external exposure, biological 

response to radiation in the level of molecules, cells, tissues and objects, and radiation hazards.

Computerized Tomography Imaging(전산화단층영상학) 

: This course teaches principles,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of CT imaging, and absorption 

coefficient in biological objects to maximize diagnostic efficiency.

Radiation Management(방사선관리학) 

: This course teaches ICRP recommendation, overall concepts of radiation monitor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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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radiation quality control to prepare radiation jobs in medical and industrial fields.

Computerized Tomography Image Application(전산화단층영상응용) 

: Main topics are contrast agents (definition, history,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handling and 

precaution, injection methods and side effect), 3-D and special CT (Brain stereotactic CT, CT 

myelography, Fat CT, Dental CT, CT perfusion, and Cardiac CT), and angiography.

Angiography and Interventional Radiology(혈관조영 및 중재적시술) 

: With the basic understanding of blood vessels, this course teaches methods, techniques and 

equipments of blood vessel examinations and interventional radiological sciences. 

Magnetic resonance imaging application(자기공명영상응용) 

: The aim is to connect the creation process of the images based on the MRI theory and 

understand them together until they are complete. Visual applications also have a need to assess 

the ability to solve national exam practice problems, so classes are conducted with a fully 

understood goal.

Radiotherapeutic Technology and Experiment(방사선치료학및실습)

: Radiation exposure methods, radiation therapy techniques, and radiation dose measurement 

techniques are taught in this course to work as a radiation technologist in the clinical field.

Nuclear Medicine Technology Practice(핵의학이론및실습) 

: This course teaches in vivo nuclear medicine imaging of various human organs and in vitro test of 

various samples in the clinical field.

Public Health Sciences (공중보건학) 

: This course is to teach various sociological factors affecting public health, and methods to prevent 

diseases and to lengthen human lifespan and to improve physical and mental public health.

Medical Laws(의료관계법규) 

: This course teaches medical laws to promote radiologic technologists’ right and to understand 

their duties. 

Practice in Hospital Field(병원현장실습) 

: To work as a radiological technologist in the clinical field in future, students learn various 

diagnostic and therapy equipments in hospitals.

Graduation Qualification Examination (졸업종합시험) 

: This test evaluates overall theoretical and clinical knowledge acquired for 4 years in radiolog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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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Introduction to Radiation Technology(방사선의학용어) 

: This course teaches the structure of matter,  principles of X-ray generation, development of X-ray 

imaging equipments, auxiliary components, radiation hazard and protection, and medical knowledge 

needed for X-ray imaging. 

Radiation Patient Care(방사선환자관리)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teach basics of patient care. Main topics are psychology of patients, 

response to general and emergency patients, handling of possible shock due to contrast agents, 

care of various patients such children, elderly,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hospital infection and its 

prevention and management.

Radiation Application Mathematics(방사선응용수학) 

: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basic mathematical knowledge that radiology students 

need to major in radiology.

Health statistics(보건통계학) 

: To learn the basic theories of health statistics, a variety of common sense related to health 

indicators is learned.

Anatomy Imaging(영상해부학) 

: This course teaches anatomy imaging of X-ray, CT, MRI, angiography, fluoroscopy, ultrasound to 

provide clear links between human anatomy and images, and to obtain high quality images for 

diagnostics.

Utrasonic Imaging(초음파영상학) 

: This course teaches physical characteristics of ultrasound, interaction with matter,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of ultrasound imaging. 

Abdominal and cardiovascular ultrasonography and pracice(복부및심혈관초음파및실습) 

: This lecture teaches abdominal and cardiovascular ultrasound theory and practice.

Dental Radiologic Imaging(치과방사선학) 

: This course it to study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dental X-ray and CT, and radiation 

shielding, and patient care, and imag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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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Related Law(방사선관계법규)

: This course teaches basic concepts of radiation related law, patient care and patient safety. It 

helps to understand radiation related law, to prevent accidents related with radiation, and to 

understand concepts of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 handling of radiation materi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자기공명영상학) 

: This course teaches basic principles of MRI including spin relaxation, imaging principles and 

parameters, various pulse sequences. This course also teaches T-1, T-2 weighted image, MR 

angiogram, MR spectroscopy, and components of MR hardwares.

Nuclear Medicine Technology(핵의학기술학)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teach nuclear medicine imaging technology and quality control of 

nuclear imaging equipments to help diagnostics and prognosis of disease. Main topics are principles 

and acquisition procedures of nuclear medicine imaging for various organs. 

Radiation Equipment Quality Control and Experiment(방사선기기정도관리 및 실험) 

: This course teaches the causes of image degradation for better diagnostic information, electrical 

and mechanical malfunctions of X-ray equipments to reduce radiation exposure. 

Advanced Ingenious Merged Health Care(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 

: To provide integrated medical services, medical care and medical rehabilitation can also be 

combined with pre-hospital treatment of the IoT and clinical pathology, with integrated radiology, 

and medical rehabilitation of dental technician.

Clinical Collaborative Research of Radiological Science Ⅰ,Ⅱ(방사선학임상연계연구 1,2) 

: After learing this subject, students understand that radiological sciences are based on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al sciences, and latest technology. Students should be able to 

discuss and review various subjects on radiological imaging, nuclear medicine technology, and 

radiation therapy. 

Problem-based Integrated Health Practice(통합보건실습) 

: Patient (or subject) is able to solve problems by exchanging specialized patient diagnosis, 

treatment knowledge, and practice skills with other related patients through PBL (problem-based 

care practice)

X-ray Imaging and Practice(엑스선영상학및실습) 

: This course teaches basic theory of image form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medical radiation 

images, and examination procedur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radiation imaging of human 

organs with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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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opics on Radiographic Imaging(방사선영상특론) 

: Invests, discusses, and presents the latest research and clinical trends such as general imag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ultrasound images and computerized tomography (CT) imaging.

Special Topics on Clinical Practice(임상실습특론) 

: To refresh awareness of emerging radiation theories and applications and to better relate to each 

field of clinical medicine based on the corresponding expertise and applications.

Image Quality Control(영상품질관리학) 

: The medical institution seamlessly applies and applies the accident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each part of the body that the radiation imaging field is supposed to know, and the clinical 

imaging technique as an advanced process to the medical institution after graduation.

Clinical Medical Terminology(임상의학용어) 

: The curriculum aims to train human resources who can learn medical terminology used in 

Oncology, nuclear medicine, and radiology based on anatomy and freely communicate in clinical.

Advanced Medical Image Processing(의료영상처리학특론)

: Digital medical imaging processing refers to any type of processing that is performed to obtain 

the desired information from digital medical images as part of the processing of digital signals that 

is aimed at medical images. Areas mainly addressed in digital medical imaging include image 

quality improvement, restoration of lost information, data compression, image segmentation, and 

image analysis. In this course, the concepts of video improvement (histograms, spatial filtering, etc.) 

in the spatial domain are learned and implemented by means of an image-processing program, to 

better understand the theory of digital medical imaging, centering on the digital medical imaging 

taken from hospital. They also learn the concepts of medical imaging processing (frequency 

conversion, low-frequency and high-frequency filtering, etc.) in the spectrum area and learn how to 

implement it via an imaging program.

Radiation Convergence Capstone Design(방사선융합캡스톤디자인) 

: Based on the engineering-related contents of basic knowledge learned in the radiology major,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of their chosen topics and carry out comprehensive 

research. All students are teamed up in groups to create a harmony between their team members 

and have experience in solving radiology related engineering problems by themselves. Students are 

expected to study the research, designing of experiments, preparing reports, presentation and 

discussion techniques for measurement, analysis and design.

Creative Radiological Science(창의적방사선과학) 

: This lecture is how to make hardware, software, and any idea by the students through radiolog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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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전공필수]

두경부해부학 및 실습 (Head and Neck Anatomy & Practice)

머리와 목의 형태와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인 두개골의 형성과 형태, 근육의 부착, 신

경과 혈관의 통과경로, 구조물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여 인접 교과목과 환자진료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학문이다. 

구강조직발생학 및 실습 (Oral Histology & Embryology & Practice)

두경부 및 구강을 구성하는 부분의 발생과정과 구강을 구성하는 치아, 치주인대, 구강점막, 턱, 타액선 

및 악관절의 미세구조를 공부한다. 아울러 구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의 발생조직과 성인조직의 

광학현미경 표본 및 전자현미경 사진을 관찰함으로써 구강기능의 이해를 도모한다. 

예방치과학 (Preventive Dentistry)

치아 우식병, 치주병과 기타 구강병의 예방, 구강위생용품과 잇솔질 교육법, 구강건강관리 등을 학습한다.

치주학 II (Periodontology II)

치주학I을 통해 학습한 기초치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치주 치료의 종류, 치료기전, 술식과정 및 

관련 기구와 재료에 대한 임상적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치주질환 치료에 관련된 임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강생리학 (Oral Physiology)

인체의 정상기능과 기능조절기전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세포의 기능, 신경계, 순환계, 소화계 및 내분비계 

등에 대해 강의하며, 이들 장기들이 어떤 조절기전을 통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지를 숙지시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치과학(치과보철과정) (Dental Specialty : Prosthodontics Procedures)

보철치료의 개념을 습득하고 결손 된 치아 기능의 회복 원리와 술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보철물 

제작과 기공과정, 보철 재료의 취급 등 치과수복 진료과정에 관련한 치과위생사의 임상업무를 학습한다.

구강보건교육학 (Oral Health Education)

구강보건교육의 개념, 계획, 매체 작성 및 방법, 평가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에 관하여 학습한다.

구강영상학실습(소) (Oral Radiology Practice)

구강방사선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방사선 촬영을 실습함으로써 촬영 기술을 익히고, 진단에 

관한 다양한 술식을 임상에 실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숙련한다. 

사회치위생학 I (Social Dental Hygien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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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역사회치위생학(Community Dental Hygiene)을 기반으로 확장된 과목으로서, 인구집단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생활양식 뿐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사회적 환경 그리고 문화 등을 고려해서 접근하는 학문이다. 구강보건의 원리 및 개념, 구강 역학, 구강

보건 정책 및 사업, 구강보건 기획, 치과의료 체계와 보장을 학습한다.

임상치과학(소아치과과정) (Dental Specialty : Pedodontic Procedures)

소아청소년의 행동발달 특성과 구강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원리와 술식을 이해하며, 관련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와 재료, 장치에 대한 임상적 지식을 습득하여 소아치과 진료와 관련된 임상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임상치위생학 Ⅱ (Clinical Dental Hygiene Ⅱ)

치과위생사의 주요 임상업무인 포괄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대상자사정, 치위생진단, 치위생관리계획, 

치위생관리 실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이론과 술기들을 배우고 훈련한다.

임상치위생관리 Ⅱ(소) (Clinical Dental Hygiene CareⅡ) 

치과위생사의 주요 임상업무인 포괄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대상자사정, 치위생진단, 치위생관리계획, 

치위생관리 실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술기를 통합하여 학생들 간의 상호 실습을 통해 치

위생관리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구강미생물학 (Oral Microbiology)

인체의 정상 미생물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구의 멸균과 관리, 교차감염의 예방, 

구강위생관리 등 치과임상과의 관련성을 공부한다. 또한 구강영역을 포함한 인체의 면역현상과 방어기전에 

대해 학습한다. 

구강병리학 및 실습 (Oral Pathology & Practice)

본 강좌에서는 구강 및 악안면에 발생하는 질병들을 원인 및 범주별로 나누어 강의한다. 특히 선천성 

기형, 구강종양, 감염성 질환, 구강의 전암병소, 외상성 병소, 치주질환 등의 중요한 질병을 각기 발병기

구, 임상소견, 구내소견, 방사선적 소견, 조직병리학적 양상, 치료 및 예후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그

리고 실습에서는 구강 및 악안면에 발생하는 질병의 여러 양상 중 특히 조직병리학학적 소견을 통하여 

관찰, 숙지케 한다. 

임상실습Ⅰ,Ⅱ(소) (Clinical Practice Ⅰ,Ⅱ)

학교교육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치과병원 현장에서 직접 실습함으로써 임상 실무능력을 배양

한다. 

임상치위생학 Ⅲ (Clinical Dental Hygiene Ⅲ)

치과위생사의 임상업무인 포괄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대상자 사정, 치위생진단, 치위생관리계획, 치위

생관리 수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고 치위생관리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치위생관리 Ⅲ(소) (Clinical Dental Hygiene Care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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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임상치위생학 I-Ⅱ 및 임상치위생관리 I- Ⅱ 교과에서 배운 이론 지식과 술기를 바탕으로, 포괄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실제 대상자를 경험해 봄으로써 임상적 판단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치위생연구 I (Dental Hygiene Research I)

치위생 연구의 기본 틀을 다지고 연구에 필요한 학문적 소양을 키운다. 국내외 다양한 구강보건관련 주

제의 논문을 접하며, 구강관련 지식과 연구에 필요한 구체적 방법론을 학습한다.

임상치위생관리 Ⅳ(소) (Clinical Dental Hygiene Care Ⅳ) 

대상자의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치위생관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대상자의 구강상태에 알

맞은 치위생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실제 대상자를 경험해 봄으로써 관

련된 임상판단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치위생학실습 (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개념, 지역사회 구강보건, 구강보건행정 구강보건의료

제도, 보건소, 구강역학, 및 대상별, 산업체별, 사업별 장애인구강보건에 관하여 학습하며 포괄구강지역사

회 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강보건활동을 습득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각종 사회 관련단

체 기관에 현장실습을 한다.

 

치과약리학 (Dental Pharmacology) 

치과영역에서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작용기전과 약물효과 등 생체에서의 약리작용 현상을 이해하고, 구강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들의 명칭, 특성, 사용법 등을 배움으로서 임상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학문이다. 

치위생연구 II(소) (Dental Hygiene Research II)

논문조를 편성하여 치위생학과 관련된 전공과목과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각과 근거를 

바탕으로 논문을 완성한다.

치위생윤리 (Dental Hygiene Ethics)

치위생분야에서 발생하는 치위생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도록 기본적 의료 윤리 원칙과 

치위생 윤리강령을 교육하고 윤리적 의사사결정 과정의 이론적 틀과 실제를 연습한다.

보건의료법규 (Health Medical Law)

법정보건진료제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연관성을 학습하고 법의 적용범위, 법의 

해석범위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

임상치위생학 Ⅳ (Clinical Dental Hygiene Ⅳ)

치과위생사의 임상업무인 포괄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대상자 사정, 치위생진단, 치위생관리계획, 치위

생관리 수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고 치위생관리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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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위생관리 V(소) (Clinical Dental Hygiene Care V) 

통합교과의 마지막 학기로 다양한 대상자별 치위생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과정을 이해하여 계

속구강건강관리 계획 및 수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정확한 기구조작과 대상자별 알맞은 계획

을 수립하여 실습에 활용한다.

졸업종합시험(P) (Graduation Test)

4년간 습득한 치위생학의 이론적 지식과 임상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한다. 

통합치위생학(소) (Integrated Dental Hygiene)

4년간 배운 치위생학의 이론적 지식 및 임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고시 관련 문제해결능력

을 향상시킨다. 

관리치위생학 (Management Dental Hygiene)

치과병의원의 경양전략과 목표, 질관리, 마케팅, 환자만족도에 관련된 사항을 학습하여 치과위생사로서 

원활하게 치과병의원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전공선택]

치아형태학 및 실습 (Dental Morphology & Practice)

치아가 부분적으로 결손 되었거나 탈락되었을 때에 저작, 발음 등 정상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부학적 

형태를 이해하고, 인접 교과목 및 임상 술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학문이다.

치위생학개론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역사 이해,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치위생 관리 등 전반적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치과위생사의 비전과 직업의식을 배양한다.

의치학용어 (Medical and Dental Terminology)

의학 및 치의학과 관련된 전문용어의 기본구조를 어원적으로 이해하고 과목 별 기초적인 용어를 습득하

여 치위생학을 수학하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

치주학 I (Periodontology I)

치아 주위 조직의 정상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치주 질환의 병인론, 원인으로

써 미생물학적, 면역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치료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치주질환 진

단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을 습득하고 치과위생사로서 관련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치과재료학 및 실습 (Dental Materials & Practice)

치과재료의 종류와 물리∙화학적 성질 및 용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술원칙과 적용법을 학습

한다. 

치과영양생화학 (Dental Nutrition and Biochemis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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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환경 및 전신대사 이해에 필요한 영양학적 및 생화학적 원리를 이해하여 치과위생사의 환자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질병예방 및 환자관리에 응용하고자 한다. 

치과감염관리학 (Infection Control in the Dental Office)

병원환경과 감염관리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병원에서 발생 가능한 병원감염과 감염관리의 원칙, 장비와 

치과진료실 표면의 감염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영역들을 학습하는 학문이다.

임상치과학(치과보존과정) (Dental Specialty : Operative Procedures)

치아수복의 개념을 파악하고, 치아 경조직 질환의 치료와 임상 술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존수복 및 근관

치료에 사용하는 기구 및 재료를 숙지함으로써 보존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치과학(구강악안면외과과정) (Dental Specialty : Oral and Maxillofacial Surgical Procedures)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외과학적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구강악안면 치료의 종류와 과정, 관련 

기구와 재료에 대한 임상적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임상활동이 가능하도

록 한다.

구강영상학 (Oral Radiology)

구강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구강 내 및 구강 외 방사선사진의 촬영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촬영 

방법 및 현상처리과정과 보관법에 대해 숙지하여 방사선 진단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습득하게 한다.

임상치위생학 Ⅰ (Clinical Dental Hygiene Ⅰ)

치과위생사의 주요 임상업무인 포괄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대상자사정, 치위생진단, 치위생관리계획, 

치위생관리 실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이론과 술기들을 배우고 훈련한다.

임상치위생관리 Ⅰ(소) (Clinical Dental Hygiene Care I) 

치과위생사의 주요 임상업무인 포괄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대상자사정, 치위생진단, 치위생관리계획, 

치위생관리 실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술기를 통합하여 학생들 간의 상호 실습을 통해 치

위생관리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치과학(치과교정과정) ((Dental Specialty : Orthodontic Procedures)

교정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술식 과정을 이해하고 기구와 장치 및 재료를 숙지함으로써 교정 진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정환자의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임상치과과정 및 실습(소) (Practice in Dental Specialty Procedures)

감염방지와 사수구강진료 등 임상진료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임상 과정에서 다뤄지는 기구의 종류와 

작동법, 시술과정을 실습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임상에서 적절히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치과임플란트학 (Dental Implantology)

치과 임플란트의 정의 및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 재료 및 기구, 치료 과정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치

과위생사로서 치과 임플란트 치료 및 유지관리에 관련한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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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창의융합의 심화 (Advanced Ingenious Merged Health Care)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T를 접목한 응급구조학과의 병원전처치와 임상병리학과, 방사

선학과, 치위생학과의 병원내처치 또한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의 재활처치를 스마트기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교육하여 융합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재를 양성한다.

구강내과학 (Oral Medicine)

구강과 구강주위조직의 구조 및 병리적 현상뿐 아니라 전신질환, TMJ질환과 관련된 치과환자의 구강검진, 

치료계획수립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구강보건교육매체론 (Oral Health Education Media)

구강보건교육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이론과 더불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대상

자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습득하는 학문이다.

사회치위생학 II (Social Dental Hygiene II)

사회치위생학 I 에 이어서, 구강건강관리, 구강건강 결정요인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확장된 이론을 

학습한다. 인구집단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과위생사가 주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활동을 추구한다.

전자현미경학 개론 (Introduction to Electron Microscopy)

치아 및 관련 구강조직의 세포와 조직의 관찰을 위한 전자현미경에 대한 원리와 관찰법을 학습한다. 이

를 통해 치과학 분야의 연조직 및 경조직의 미세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게 한다. 

치위생기초실험론 (Dental Hygiene Experimentation)

의생명 미래 산업과 관련, 치과 및 치위생 관련 실험연구에 활용되는 의생명실험 방법들에 대해 이론 

및 실기를 습득하는 과정. 기본적인 세포 배양술, 핵산추출 및 증폭술(PCR, RT-PCR), 유전자 발현 관련 

방법들을 익힘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진로인턴쉽(소) (Internship for the Career)

기초학계열, 임상계열, 치위생학 및 치과관련기관, 봉사기관 등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진로 분야를 선택하

여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건강보험 및 실습 (Health Insurance & Practice) 

건강보험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지식을 익히고,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구 

실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실습 중심으로 학습하는 학문이다. 

노인치과학 (Geriatric Dentistry)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실버산업의 발전과 함께 치과계에서도 노인치과치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

다. 이를 고려하여 노인치과치료에서 다양한 구강질환, 보존적치료, 치주질환, 보철치료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학문이다.

[교양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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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Biology)

생물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생물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생

물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화학 (Chemistry)

생명물질과 재료물질을 합성 또는 변조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의 정량, 정성분석 및 화학량론적인 기본 

개념을 습득한다. 이를 기초로 기체, 액체, 합성물질 등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과정 및 열역학적인 변

화과정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성과 대학생활(소) (Personality and Campus Life)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맺어지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 대학 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루고자 한다. 

학교․학과․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루도

록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인성의 기초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

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심폐소생술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본 과목은 건강의식 확산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심정지 환자 소생

률 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촉진으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현한다.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

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작문과 화법 (Korean Writing and Speaking)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들

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영어읽기와 쓰기 (English Reading and Writing)

기본적인 영어 읽기와 쓰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학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 

전략, 연습을 통해 영어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사회봉사(소) (Commun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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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하

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 1 (Global Communication 1)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

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인성과 미래설계(소)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 및 다양

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

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

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천중심의 인성과 소통,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 2 (Global Communication 2)

Global Communication 1 수업을 수강한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증

진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

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룹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 향

상에 주안점을 둔다.  

보건통계학 (Health Statistics)

보건통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건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통계현황과 통계방법을 숙지하여, 통계의 올바른 

이해와 실용 능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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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의학용어

: 의학용어의 발생 원리와 기초 원리를 습득하고 의료분야에서 의무기록과 의료종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의학용어를 신체부위와 계통별로 학습하여 전공과목 학습에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물리치료학개론

: 물리치료 분야의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물리치료의 정의와 의료분야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무엇

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물리치료의 학문영역에 들어온 치료분야를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적용사례를 통하여 물리치료학을 소개 및 학습한다.

화학및실습

: 일반화학은 자연과학대학의 계열공동 과목인 만큼 각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지식을 다루며, 강의

의 대략적인 구성은 물질과 반응, 원자 분자 및 이론, 반응속도와 평형, 각 원소의 화학, 유기화학 등의 

순으로 강의한다.

생물학및실습

: 생명이 특징과 생물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시키며, 생체에너지 대사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또한 유전의 원리와 인류유전학을 강의하며, DNA와 RNA의 구조 및 기능을 학습한

다. 아울러 분류를 통한 생물의 체계성을 인식하게 하고, 지구환경과 인간생태학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특징을 강의한다.

물리학및실습

: 자연과학 및 공학전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학문으로 운동과 힘, 물체의 평형, 수치료의 물리학적 기

본원리, 전기와 자기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시킴으로써 물리적 기본개념 및 원리를 학습한다.

해부학

: 물리치료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인체의 형태를 갖추는 골격계, 관절계, 근육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

하고 각각의 인체 기관들을 계통별로 묶어서 설명한 계통해부학에 중점을 두어 물리치료 전공 학문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닦아 주는 지식을 학습한다.

생리학

: 우리 인체의 기능과 관련된 근육생리, 신경생리, 심장 및 호흡생리, 감각, 자율신경계, 에너지대사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포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치료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 

및 학습한다.

기능해부학

: 인체의 특정부위를 대상으로 그 부위를 구성하는 골격, 근육, 신경, 혈관, 관절 등의 구조와 기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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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인체운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정형외과학

: 정형외과학은 근골격계 및 신경계통을 학문영역으로 정형외과적 환자의 생체역학, 손상기전, 임상증상 

및 검사, 치료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물리치료 환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치료, 

관리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병리학

: 의학의 학술적 방면의 한 분과로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체조직, 기관의 형태나 변화를 조사․연구

하여 질병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운동치료학개론

: 운동치료의 목표를 이해하고 근골격계 및 신경계 손상을 가진 환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평가하여 적

절한 치료를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기능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적 운동의 기본원리

를 소개하고 학습한다.

근골격계운동치료학

: 운동치료의 목표를 이해하고 근골격계 손상을 가진 환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평가, 치료를 계획하고 

운동의 원리에 대하여 응용하여 학습한다.

신경계운동치료학

: 신경계 손상을 가진 환자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평가, 치료를 계획하고 신경계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

에 대하여 강의한다.

수치료학및실습

: 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치료 기구를 이용하여  체외환경 변화에 따른 전신 및 국소적 치

료효과를 배우고, 수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와 적응증, 금기증에 대해 학습한다. 기본 이론을 바탕으

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기기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습한다.

임상운동학

: 인체의 골격과 관절의 구조뿐만 아니라 생체 역학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자세와 보행

에서의 협응된 근육의 기능과 기능 장애를 진단,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연구방법론및물리치료세미나

: 논문 작성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논문 작성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물리치료에 관한 최

신 지식 및 정보에 대해 토론한다.

한의학개론

: 한의학 이론의 기초가 되는 음양오행, 오운육기론 등을 통하여 경락, 침구, 약물 및 처방방법 등 물리

치료와 접목시킬 수 있도록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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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강의한다.

장애아동의이해

: 우리나라 장애인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15가지 장애 중에서 아동에 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각, 청각, 지

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의 진단기준 특성등에 대해 강의한다.

측정및평가학

: 사지 및 척추의 각관절의 관절가동범위와 맨손으로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신체 각 부분의 

기능평가 및 특수검사를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과 징후 및 기능부전의 수준을 평가를 학습한다.

전기치료학

: 전기물리학, 전기생리학의 기본 이론과 전기진단 및 전기치료기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전기치료기

구의 사용법을 익히며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되는 환자에게 임상적 전기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보장구의지학및실습

: 인체의 부분적인 결손이나 손상된 부위를 해부학적, 생리학적, 그리고 운동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

러한 지식을 종합하여 보조기와 의수의 구조 및 기능, 착용목적을 이해한다. 질환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조기와 의지를 처방하여 착용 후 환자의 적응훈련, 기구의 사용 등을 학습한다.

사회봉사

: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임상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일상생활기능훈련

: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기본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 개개인의 능력의 차

이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침상, 매트 동작 훈련 의자차 훈련, 착탈의 동작 훈련을 행한다. 이를 통해서 

환자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독립된 생활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병리학

: 의학의 학술적 방면의 한 분과로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체조직, 기관의 형태나 변화를 조사․연구

하여 질병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또한 각종 질환에 작용하는 여러 약물군들

의 효능․효과, 부작용 및 약물상호작용 등을 배우며 보건의료인들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할 의약품 등의 

약리작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치료적마사지

: 마사지는 신체의 기능을 바로잡고 근육, 뼈, 혈관, 림프의 기능을 촉진시켜 대뇌의 활동을 자극하여 질

병을 예방하는 학문으로 각 질환의 물리치료를 적용하는데 있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의 마사지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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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하여 환자에게 더 높은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신경계물리치료중재학

: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회복과정에 대한 물리치료의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치료방법 각각의 원리를 

학습하고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물리치료의 기초 및 임상기록, 다양한 운동조절이론을 배우며 중추신

경계 손상환자에 대한 임상 치료방법 및 진단, 평가 능력을 학습한다.

광선치료학및실습

: 광선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데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임상에서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광선 치료

기기를 실습한다.

물리치료진단학

: 물리치료 대상자의 객관적, 주관적 평가 방법을 학습하고 질환에 따른 증상과 징후 및 기능부전의 수

준을 평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물리치료 진단법을 학습한다. 

근골격계물리치료중재학

: 근골격계 물리치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질환을 소개하고 관절의 퇴행성 및 염증성질환, 요통, 혈관 

및 림프계, 절단, 피부계, 산부인과 및 노인에 대한 질환별 병리현상을 이해하며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

의 진단 및 치료방법을 학습한다.

통합보건실습

: 통합보건실습을 통하여 타 전공관련 환자문진, 처치지식 및 실습방법을 상호교환하여 환자/또는 주제: 중

심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노인물리치료학

: 노화와 관련된 생리학적 변화, 신체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노인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이해한다. 그리고 각 노인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치료를 학습한다.

영상진단학

: 기본 방사선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검사된 두개부, 골격계, 기타부위의 방사선영상을 평가하여 물리치료 

전문 직업인들으로서 질환별 치료에 적응과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정형물리치료학

: 관절 유동술, 근막 이완술, 근에너지 기술, 신경근 이완요법 등의 치료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소개

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과학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치료기술을 숙지시켜 임상에서 요구되는 확고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스포츠물리치료학및실습

: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올바른 처치와 상해를 진단․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상해 이후 

정상 운동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재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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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물리치료학

: 심장과 폐의 해부학적인 위치와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심장 및 만성 폐질환자들의 해부, 

병리학적 지식과 이들 환자들의 재활에 필요한 호흡 평가 방법과 운동 및 심장 재활에 대한 개념을 이

해하여 심폐 장애를 가진 환자를 바탕으로 하는 물리치료학적 평가와 최적의 중재 방법에 대해 학습한

다.

공중보건학

: 인간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으로 기인하는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개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및 국

민 건강증진과 향상을 위해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요인을 기본내용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학문을 학습한다.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법, 전염병예방법, 지역사회보건법 등 국가고시에 필요한 관계 법령에 대하여 강의한

다.

임상물리치료학

: 임상에서 필요한 각 질환에 따른 운동치료, 수치료, 전기 및 광선치료, 보장구 및 의수족, 기타 물리치

료를 실습한다.

소아물리치료학

: 소아질환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하여 강의한다.

운동조절론

: 운동발달 능력에 따라 세분화된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를 설정하여 특정한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아

동의 운동발달에 대하여 이해하고 학습한다.

지역사회물리치료학

: 장애인의 재활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즉 장애인과 그의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

원을 가동,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채택되어진 모든 방법을 학습한다.

피부물리치료학

: 상처, 화상, 궤양, 욕창과 같은 피부질환에 따른 적절한 물리치료에 대하여 학습한다. 

졸업논문

: 물리치료 학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임상적 실습 주제를 통한 5000 단어 이상의 논문 

작성이 필요하다. 수업은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제 선정, 제안, 설계 등의 교육이 학생 개별로 이

루어진다. 작성된 논문은 학술제를 통해 발표되며 심사를 받는다. 

기본물리치료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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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실습기관에 나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치료방법을 관찰하고, 치료의 기본이 되는 SOAP노트 작성

법에 대해 학습한다. 

심화물리치료임상실습I~Ⅲ

: 임상실습기관에 나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아래 환자검진, 평가, 치료계획, 치료목표를 세워 직접 

환자를 다루는 방법을 익힌다.

임상물리치료인턴쉽

: 학부 과정을 통해 습득한 물리치료 지식과 임상실습을 통해 획득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물리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직업윤리, 증거기반지식 활용 능력, 전문기술, 면허취득을 위한 지식 습득 등을 학교 

내 인턴쉽 과정/in school internship course: 및 시험 등을 통해 학습한다.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

: 보건과학대학 학과들의 특성과 IoT를 결합하여 교육함으로써, 현장이나 의료기관, 또한 재활치료까지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의료인재를 양성한다.

물리치료약리학

: 약리학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증상의 경감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약물의 생체기능

과의 상호 관련성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임상 약리학의 개요와 각종 질환에 작용하는 여러 약물군들의 

효능․효과, 부작용 및 약물상호작용 등을 배우며 의료인들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할 의약품 등의 약리작

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임상의사결정

: 물리치료 분야에서 임상의사결정이란 물리치료가 적용되는 질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고

와 실행의 반복 과정이다.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을 강조하여 임상기술 적용 능력 및 

물리치료사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동물물리치료

: 동물물리치료란 인간에게 적용하는 물리치료 방법을 동물에게 적용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면 전기치료, 

온열 및 냉 치료, 관절가동범위 운동, 도수 치료 등을 적용하여 다원 동물의 급, 만성 통증 완화, 관절 

및 보행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척수 질환이나 뇌 손상과 같은 신경학적인 문제점을 개선하

여 신체 기능 향상 증진의 효과가 있다.  

영어읽기와쓰기

: 기본적인 영어 읽기와 쓰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학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

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

술, 전략, 연습을 통해 영어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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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인지 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수업을 수강한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증진

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룹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 향상

에 주안점을 둔다.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

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작문과화법

: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

다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

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

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

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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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and Rehabilitation

Medical Terminology

: The course of medical terminology is designed to provide study about medical terminology in 

English for the communication. It includes an emphasis on terms describing disease states and 

diagnostic procedures and physiological, anatomical terms in the field of physical therapy.

Introduction to Physical therapy

: Introduction to Physical therapy is for understanding about physical therapy and the fundamentals 

of patient care skills. It includes simple nursing procedures necessary, charting of the care and 

comfort of patients, and communication with patient care. The course also covers basic physical 

therapy proceeding therapeutic heat, cold, superficial heating modalities, traction and intermittent 

compression. 

Anatomy

: Anatomy introduces to human anatomical concepts and principles with the goal of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at the level of cells, tissues, organs, and organ systems. It covers 

the basic concepts of anatomy, cellular system, joint, musculoskeletal system, neuromuscular system, 

nervous system and respiratory system.

Physiology

: Physiology is intended to provide an elementary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physiological systems in 

the human body as well as the components of each  system, and the molecular and cellular 

phenomena involved in homeostasis reactions. It provides discussion about molecular and cellular 

functions in regards to how body systems react to various body conditions and experimental 

strategies, in order to develop the novel therapeutics for the regulation of physiological systems.

Pathology

: Pathology is the overview of the scientific principles and phenomenology that underpin the basic 

and organ-system pathology. It Includes about contents of normal adapted cell, cell injury and 

death, inflammation, repair after injury, infections disease, hematopoietic and lymphatic system, 

neoplasia, genetic disorders, musculoskeletal system, environmental pathology, and 

immunopathology. The course also deals with pharmacognosy, pharmacokinetics, pharmacodynamics, 

pharmacy, pharmacotherapeutics, posology and toxicology of drugs commonly used in various 

diseases related to P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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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and Tissue Biology

: The course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cells and tissues: the origin 

of the cell, how cells are organized, how they reproduce, and how they use energy. This course 

expands these topics and provide insight into the processes that regulate metabolic activities,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of cell and tissue types seen in living organisms. 

Functional Anatomy

: Functional anatomy is the general overview of basic concepts critical to musculoskeletal evaluation 

related to kinesiology applied anatomy, pathology and behavioral science. It is the study for 

functional implications of the various structures and injury including the introduction, trunk and 

vertebral column, spinal cord and back musculature, shoulder girdle, elbow, forearm, wrist and hand, 

hip and pelvic girdle, thigh and sacral plexus, knee joint, elbow, ankle, and foot.

Neural anatomy and physiology

: Neural anatomy and physiology is about the nervous system which regulates the functions of 

organism and is a basic component of all the mental activities is closely related to the various parts 

of the body. Structures of each part and reciprocal connections will be studied to understand their 

functions, all the functions of the nervous system of the human body is discussed with the base of 

the anatomical structures of central and peripheral nervous systems.

Electrotherapy

: Electrotherapy provides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icity, infrared and ultraviolet and principles of 

them. It deal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ricity, infrared and ultraviolet and their application to 

therapeutic and diagnostic use in physical therapy. It includes principles, techniques, electrical 

stimulation of muscle and nerve, physical and physiological bases for the therapeutic use of heat, 

cold, light, low frequency currents and sound waves. It also discuss about methods of performing 

and interpreting electromyography and nerve conduction measurements as well as direct handling 

and operation of phototherapy and specific electrical modalities. 

Integumentary Physical Therapy

: The integumentary system includes skin and its associated structures such as hair, nails and 

glands. This system acts as a front line protection against infection, illness, water loss, and external 

damage. Integumentary physical therapy can provide the contents for the examination and 

treatment of the integument system and the diseases/conditions associated with this system. 

Diagnoses include wounds, burns, skin ulcers, traumatic injuries, and scars.

Orthopedic Physical Therapy

: Orthopedic physical therapy provides to applicate to evaluation, treatment procedure, functional 

recovery on patient who trauma and disease related to skeleton, articulation, muscle and organ of 

movement. To attain this purpose, it deal with the joint manipulation and manual therap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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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practical skill, knowledge on joint mechanics and pathomechanics,  sound philosophical basis 

for practice, and functional examination of soft tissues, the spine and the extremities.  

Phototherapy Practice

: Phototherapy practice deals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phototherapy and their application to 

therapeutic and diagnostic use in physical therapy. It includes principles, techniques, physical and 

physiological basic for the therapeutic use of low frequency currents and sound waves, and 

methods of performing and interpreting electromyography and nerve conduction measurementst. 

Electrical modalities (direct current, EST, TENS,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microwave, shortwave 

diathermy and low, medium and high frequency current, dynamic currents, ultrasound, laser, 

iontophoresis, phonophoresis), traction are provided during laboratory sessions. 

Therapeutic Exercise

: The course includes principles and physiology of exercise for all ages and their general types and 

classifications, postural alignment of body segments for maximum function as well as posture 

evaluation and correction. It is for the overview and practice of theory and treatment techniques 

associated with specific clinical treatment approaches, with opportunity to integrate techniques into 

the treatment planning process. It also includes of general concepts and techniques of therapeutic 

exercise, for example, range of motion, resistance exercise, stretching, massage, peripheral joint 

mobilization, and aerobic exercise.

Measurement and Evaluation

: The lecture of physical therapy diagnosis and evaluation is designed to assist students in acquiring 

an understanding and skills in the basic measurement procedure of physical therapy including gross 

and definitive measurement of muscle strength, joint motion, and posture.

Clinical Kinesiology

: Clinical kinesiology is the integration of facts and principles derived from the field of anatomy, 

physiology, and biomechanics with implications for normal physical activity, conditioning and 

therapeutic exercise. The lecture given for understanding of human movement and posture includes 

statics and dynamics of dynamics of biomechanics, arthrokinematics, and analysis of gait function. 

Geriatric physical Therapy

: The course of geriatric physical therapy is an overview of adult development, including physical as well 

as psychological issues. Topics covered include theories of aging, attitudes towards aging and the older 

adult, health care needs, long-term care and family/caregiver issues.  Lectures also address age related 

changes and common pathologies to help the student identify appropriate physical therapy 

management of the patien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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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ing movement and practice

: Controlling movement and practice provides normal motor control theory. Students learn clinical 

management for the patients with a postural control, mobility disorder. Students can develop their 

ability to apply theories of motor control and also they can evaluate patent's pathologic condition, 

so they can set treatment plan to actual clinic.

Musculoskeletal Therapeutic Exercise

: Sequential development of musculoskeletal exercise programs for specific entities and the 

development of basic teaching skil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exercise. This course deal with 

planning for exercise program for patients, families, or community agencies. It includes the motor 

relearning program, evaluation and treatment of spinal cord injury with patient demonstration, 

treatment of various orthopedic conditions, application of therapeutic exercise techniques to regions 

of the body (shoulder, elbow & forearm complex, wrist & hand, hip, knee, ankle & foot, spine & 

posture), and treatment of other musculoskeletal conditions.

Hydrotherapy and practice

: Hydrotherapy and practice provides the stud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therapy and it's 

physiological and general effect, classification, procedure and treatment technique. The subject can 

apply to patient for treatment by state(liquid, steam, solid) of water.

Neurological Therapeutic Exercise

: Neurological therapeutic exercise is for the overview and practice of various sensory and 

techniques in exercise with emphasis on Bobath, ROOD, Brunstrom therapy and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es(PNF) techniques. It Includes motor relearning program, evaluation and 

treatment of neurological injury with patient demonstration, treatment of various orthopedic 

conditions and treatment of other neurological conditions.

Pediatrics Physical Therapy

: Pediatric Physical Therapy is a course covering normal and abnormal physical and motor 

development, common pediatric conditions, therapeutic theory and technique, adaptive equipment 

and devices, synthesis of knowledge into management of a pediatric condition, and ethics, and 

collaboration with other professionals for development of a plan of care. 

Orthotics and prosthetics and practice

: Orthotics and prosthetics and practice is to analysis of normal and abnormal gait, and introduction 

of anatomy and classification, braces, splints, wheelchairs, crutches, canes, and special 

shoes-modifications. It also includes special attention to set and use of orthotic and prosthetic 

devices in upper, lower extremities, and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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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Therapy Diagnosis

: The practice of physical therapy diagnosis and evaluation provides overview and practice related to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skills. It includes the assessment of muscle strength(MMT), 

range of motion, sensation and perception, tone and posture, coordination, motor developmental 

examination, special test for spine and extremities and neurological status, reflex testing, gait test, 

circulatory and respiratory examination, movement pattern examination of adult hemiplegia, and 

examination of posture.

Diagnotic Image reading

: The course of diagnotic image reading introduces the basic principles of medical imaging as 

applied to basic and clinical medical sciences. It is learned the fundamental knowledge necessary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s as well as  understanding the causes and clinical 

presentations of illnesses. It also discussed the general principles of diagnostic radiology, and the 

understanding about of how to interpret the results of the radiology examinations.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 To know basic medical knowledge, methods of evaluation and ways of treatment plan, the course 

of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and practice provides the review anatomy, physiology and 

pathology especially pathokinesiology for the correct evaluation of patient's dysfunctions. In order to 

understand diseases and injury, it includes many cases for the discussion and workshop. It is to 

understand the different techniques of physical therapy for making short term treatment plan as 

well as long term plan. In addition, it provides the new trend of physical therapy and repute those 

therapeutic technique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practice

: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practice is to analyzes and evaluates activity daily livings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patient provides the students with accurate activities and effective cares for the 

patients. It will be able to evaluate of active daily living such as transfers, homemaking evaluation, 

work simplification and adaptive techniques, dressing and techniques, hygiene, grooming, bathing, 

communication, recreation, feeding, evaluation home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barriers and 

community resources. It provides the students the treatment, exercise programs and use of assistive 

and adaptive devices for returning to one's occupation and re-integrating of home, community and 

work. 

Physical Therapy Research Methodology & Seminar

: Physical Therapy Research Methodology & Seminar provides research in physical therapy, theory in 

physical therapy research, research ethics, research problems and questions, experimental research, 

nonexperimental research, research validity, selection and assignment of subjects, and research 

paradigms. It also includes measurement theory, methodological research, measurement tools for 

physical therapy research, statistical analysis of differences, analysis of relationships, loc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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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evaluating the literature, preliminary research steps, project implementation, and publishing 

and presenting research.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is for the basic principles of physical treatment in relation to 

pathology, medical and physiotherapy techniques. It identifies patients' problems by the application 

of anatomy, physiology and solve or alleviate problems and study physical therapy evaluation and 

treatment techniques in various neurological patients' conditions. Specially, the informations of 

geriatric therapy, stroke, head injury and spinal cord injuries and pediatric therapy of cerebral palsy 

and other central and peripheral nervous disorders are provided. Pediatrics includes normal 

developmental sequences and reflex, pre-term/full-term infant assessment, special features of a baby, 

adaptive equipment in relationship to physical therapy. It also deals various approaches of Vojita, 

Bobath, PNF and Brunnstrom.

Basic Clinical Practices of Physical Therapy

: Arrangement is made for intensive clinical practice in physical therapy with patients using 

interviewing, evaluation, and treatment planning, implementation skills. It has 3 months (Monday to 

Friday: 8 hours/hours, Saturday: 4 hours/day) to practice of the profession in general hospital under 

the supervision of a PT. Each student should be prepared at least on clinical placement among 

general hospital.

Advance Clinical Practices of Physical Therapy I~Ⅲ

: Arrangement is made for intensive clinical practice in physical therapy with patients using 

interviewing, evaluation, and treatment planning, implementation skills. It has 3 months (Monday to 

Friday: 8 hours/hours, Saturday: 4 hours/day) to practice of the profession in general hospital under 

the supervision of a PT. Each student should be prepared at least on clinical placement among 

general hospital.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 practice

: This course learn professional ethincs, evidence-based knowledge literacy, professional skill, learning 

to license acquisition based on physiotherapy knowledge acquired by undergraduate course and  

practical experience obtained by clinical practice in school internship course and Test, etc..

Clinical Physical Therapy

: Clinical physical therapy is the basic principles of physical treatment in relation to pathology, 

medical and physical therapy techniques. It can identify patients' problems by the application of 

anatomy, physiology, pathology, behavioral science and solve or alleviate problems. Study of 

physical therapy evaluation and treatment techniques in various patient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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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pulmonary Physical Therapy

: Cardiopulmonary physical therapy is the study of normal and abnormal cardiopulmonary responses 

to exercise, cardiopulmonary physiology, pathophysiology and physical therapy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patients with acute and chronic diseases. Methods and procedures of postural 

drainage.

Introduction of Oriental medicine

: Introduction of oriental medicine provides studies about basic theory of oriental medicine and 

oriental viewpoint on physiology, pathology and disease. It also includes basic theory of 

acupuncture and practice it in relation to physical therapy to develop ability of diagnosis and 

treatment through basic theory of oriental medicine

Therapeutic Massage

: Therapeutic massage is the overview the basic principles and techniques for general and local 

massage, the effects of massage, closed-chest cardiac massage, connective tissue massage, 

assessment of tissue response to massage, requirement for massage, and massage movement. It 

includes  effluerage, petrissage, friction, tapotement, vibration, and finger pressure to acupuncture 

points.

Orthopedic Surgery

: The lecture of orthopedic surgery emphasize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method, treatment 

procedure, functional recovery on patient who trauma and disease related to skeletons, articulations, 

muscles, and organs of movement. Identifies general orthopedic diseases, their etiology and 

behavior. Provides students with surgery procedure and types. 

Community-Based Physical Therapy

: The lecture of community-based physical therapy provides the content to learn about the history, 

the society background and the system for the prepar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practical 

side of regional physical therapy. The final goal of the lectur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the alleviation and compensation of handicap. 

Sports Physical Therapy and Practice

: Sports physical therapy and practice introduce the concepts and principles related to health and fitness. 

Topics include endurance, nutrition, body composition and weight control. The emphasis of the study is in 

the preventive, curative and precautionary measures, avoiding incidents that may happen and cause 

great bodily harm. It can be studied emergency and temporary to victims incidents before the 

services of a regular physician is available. It is also studi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principle of 

massage and positioning, body mechanics and draping sterile dressing application, vital signs 

assessment and CPR, bandaging and t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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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ve Health Practice

: Integrative Health Practice is to studies for basic knowledge of appropriate emergency measure 

according to variety of situations. It gives comprehensive knowledge and technology in order to 

offer fast and proper first aid in case there are any patients requiring emergency care. It also helps 

to enable students to have ability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the 1st resuscitation. 

Hospital Health and Medical Law

: The course of hospital health and medical law is to learn and understand about the legal, ethical 

and social factors which affect the professional behaviors and the role of the physical therapist 

including application of Korean medical and public health related laws for allied health professions, 

medical doc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Public Health

: Public Health is a comprehensive lecture of pathogenic microbes responsible for disease in man 

and the impact of these infectious agents on the public health. It Includes of epidemiology and 

contagious disease control, parasitic insect control, public nutrition; disease of adult people and 

mental health, health administration and social security, environment health, food sanitation, school 

health and education, mother-child health,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Graduation Thesis

: As the final requirement for the bechelor degree in physical therapy, each candidate must 

satisfactorily complete a well-researched, edited and documented more 5,000-word publishable on a 

significant clinical practice topic. This course, a combination of seminar and individual coaching, will 

help you achieve that goal within a semester. The seminar is designed to help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by offering a structure for choosing a viable topic, developing a proposal and roadmap 

for research. Written papers are being introduced through the academic festival screening. 

Deepening the convergence of healthcare

: By comb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s of health sciences and IoT, we cultivate creative 

and convergent medical personnel capable of providing comprehensive, three-dimensional medical 

services to the field, medical institutions,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Physical Therapy Pharmacology

: Drugs have become a significant factors in clinical therapy, they are widely prescribed by general 

practitioners, and are frequently self-prescribed. The course deals with pharmacognosy, 

pharmacokinetics, pharmacodynamics, pharmacy, pharmacotherapeutics, posology and toxicology of 

drugs commonly used in PT practice, understanding the effects and side effects of the major classes 

of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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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decision making

: Clinical decision making in the field of physical therapy is the continuous process of thinking and 

performing necessary to assess and manage the conditions in which physical therapy is applied. The 

aim i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physical therapists to apply and their basic capabilities by 

emphasizing learning for problem resolution based on evidence.

Animal Physical therapy

: Animal physical therapy is the study of applying a method of physical therapy to animals that 

applies to humans. For example, applying electrical therapy, hot and cool therapy, range of motion 

exercise, and manual therapy can improve walking difficulty, and make acute and chronic pain relief. 

It also has the effect of improving physical function by improving neurological problems such as 

spinal cord disease and brain damage.

English Reading and Writing

: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basic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The main 

goal of the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academic content and write their ideas 

and opinions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skills, strategies, 

practice and confidence they ne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competency. 

Global Communication 1

: The aim of the course is to help beginners improve their overall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Global Communication 2

: This is the second level of the global communication course designed for students to advance 

their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mainly focus on enhancing students’ speaking skills through pair work, group work and 

whole class discussion.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 Computational thinking refers to thinking processes that include defining and describing a problem 

so that people and machines can perform it effectively. Computational thinking involves breaking 

down the entire decision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associated variables and all possible 

solutions, and taking the corresponding parameters and problem limits into account to make the 

right decisions. In this course, we introduce problem decomposition, data representation, 

generalization, model, and algorithm.

213



Korean Writing and Speaking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basic communicative competence in Korean. 

Modern society is in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ors because communication plays a crucial role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The main goal of the course is to educate a well-rounded speaker and 

writer. We will use both theory and practice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writing and 

speaking skills, which are the core functions to com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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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전공필수]

기초영양학/BASICS NUTRITION

: 영양소의 개념을 습득하고 식품을 통하여 섭취된 영양소가 인체 내에서 소화, 흡수, 대사되는 과정을 

기초이론에 입각하여 강의한다. 

식품학/FOOD SCIENCE

: 식품의 구성성분과 특성, 성분의 변화 및 성분 사이의 반응 등을 파악하여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 건강한 식생활 영위 및 영양사로서 식사계획 및 식단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양생리학/NUTRITIONAL PHYSIOLOGY

: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화학반응을 계통별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 생물체가 지니는 현상

의 기술, 분석 및 기관별 기능의 배당, 각 기능의 영향요인 및 그 기전을 영양소 대사와 관련하여 탐구

함으로서 인체의 모든 생리기능을 배우고자 한다. 

조리원리 및 실습/COOKERY SCIENCE AND EXPERIMENTS

: 식품은 복잡한 성분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가해지는 조리조작도 다양하여 조리 시 여러 

가지 현상과 변화가 일어난다. 조리과정 중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변화를 각 식품 별로 이론

과 실습을 통해 습득하여 과학적인 조리법을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식품위생학/FOOD HYGIENICS

: 최근 산업화 현상과 급격한 환경오염현상은 식품의 육성, 수확, 유통가공공정 및 조리과정에서 오염기

회를 크게 증대시켜 식품위생문제를 더욱 복잡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품학도에게 이러한 현 

실정에 다각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그 

기반을 마련코자 하기 위함이다. 

기능성식품과 맞춤영양/FUNCTIONAL FOODS AND PERSONALIZED NUTRITION

: 기능석식품에 대한 총체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기능성 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평가 그리고 

관련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 에 따라 영양소 대사

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맞춤영양학을 이해하고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유전적 차이에 

따라 특별히 권장되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컨설팅 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영양학/COMMUNITY NUTRITION

: 지역 사회의 영양 실태를 파악하고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영양개선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단체급식 및 실습/GROUP FEEDING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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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급식에 필요한 기본원리 및 세부적인 관리이론, 영양사의 업무 및 역할, 식단 작성을 포함한 식사

계획 및 배식방법을 공부하고 각종 단체급식 시설에 따른 운영 방법 및 특징에 맞도록 영양사의 업무를 

실행하는데 응용한다. 

영양생화학/NUTRITIONAL BIOCHEMISTRY

: 생화학은 생명현상을 화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므로 생체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생체구성 성분은 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및 핵산 등으로 이들의 구조, 종류, 특징 등을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식품품질관리 및 평가/FOOD QUALITY CONTROL AND EVALUATION

: 식품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평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시설 등을 알아본다. 

임상영양학/CLINICAL NUTRITION

: 영양결핍 및 과잉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병리학적 상태를 이해하고 질병을 치료 시 수반되어야 하

는 영양관리의 제반사항을 공부한다.

고급생화학/DVANCED BIOCHEMISTRY

: 고급생화학은 생명현상을 화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생체 물질은 어느 것도 항상 분해되고 새로 

합성되고 있다. 그것은 다수의 화학반응으로 이루어진 많은 대사 계와 그의 조절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

다. 그러므로 생체물질의 대사와 여기에 따른 에너지 대사 및 그것을 제어하는 생체 정보 대사에 관하

여 강의한다. 

영양사 현장실습/FIELD PRACTICE IN NUTRITION, DIETETIC FIELD PRACTICE

: 영양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병원, 급식학교, 보건소 및 급식 산업체 등의 현장에서 직접 실무지도를 받

고, 식품과 영양에 관한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식사요법 및 실습/DIET THERAPY & PRACTICES

: 최근 질병예방을 위한 식사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질환별 기관의 구조와 작용, 병인, 증상들

에 대해 강의하고 구체적인 식사요법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식품교환법을 활용한 식단 작성

과 연식, 저염식 등에 대해 실습하고 토의한다. 

급식경영학/UNDERSTANDING FOOD SERVICE MANAGEMENT

: 급식경영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 기술, 인성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다루는 교과목이다. 21세기를 접어들면서 급식산업은 단체급식과 외식업의 구모가 급성장하면서 국내 

서비스업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간 급식산업은 외형적 성장을 통해 구축한 산업기반을 더

욱 강화하고 질적인 내실도 다져가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층에 맞춘 개별화, 전문화, 고급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 급식 경영관리를 이해하고, 급식산업의 발전, 경영시스템, 급식경영자의 

자격, 관리, 품질경영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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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및 영양관리CHRONIC DISEASES AND DIET THERAPY

: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인해 파생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들을 대상으로 영양소 대사의 원리, 예방책들에 

대해 강의하며 치료를 위한 식사요법 및 영양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생애주기영양학/NUTRITION THROUGHOUT LIFE CYCLE

: 영양학의 지식을 인간의 평생 생활주기별 특수성에 응용시켜 임신기, 수유기, 유아기, 학동기 및 청소

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의 각 생활주기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영양요구량, 영양 실태 및 영양 문제점을 

학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적절한 영양관리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영양판정 및 실습/NUTRITIONAL ASSESSMENT

: 영양상태의 평가는 현대인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기본 되는 단계이므로 각 개인의 영양 상태를 정확하

고 신속하게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먼저 영양판정의 개념을 간단히 다루고 이어서 영양판정

의 기본방법인 식이조사, 신체계측조사, 생화학 및 임상조사로 나누어 각 조사방법의 원리와 적용범위, 

해석부분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식품위생관계법규/FOOD HYGIENE LAW

: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공포된 식품위생법과 관계법규를 다루어 영양사 및 식품영양분야

의 전문인으로서 활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가공 및 저장학/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 곡류, 서류, 두류 등의 농산 식품 가공과 식육, 육제품 가공, 우유, 계란 등의 축산 식품 가공,  젓갈과 

같은 수산 식품 가공 및 제유, 식용유 가공 등의 기초 이론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공법, 저장의 원리 

및 기술이론을 습득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의 대처 능력을 함양한다.

[전공선택]

영양과 건강/NUTRITION AND HEALTH

: 현대인의 건강에서 영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식생활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문제를 다루어 학생들이 식품영양학의 학문적 바탕을 이해할 뿐 아니라 변화해가는 사회와 생활

에 적합한 식품영양학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식품재료학/FOOD MATERIALS SCIENCE

: 식품재료들의 영양성분 및 특징 을 공부한다. 더 나아가 조리, 가공, 저장에 따른 전반적인 식품 재료

들의 변화와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학습함으로 식품재료들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조리 및 실습/PRACTICE IN KOREAN FOOD PREPERATION

: 한국음식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조리방법을 연구하여 실제 식생활에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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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 유기화학은 자연과학 특히 생명과학분야에 필요한 기초과목 중의 하나이며, 생화학의 선수과목이다. 생

화학, 식품화학, 영양학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기화학물의 이화학적 특성, 명명법, 탄화수소, 단일치

환, 이중치환, 다중치환, 혼합치환, 천연의 유기화합물, 셀룰로오스, 전분, 당류, 유지류, 단백질, 수지류, 

색소, 반응기구 및 합성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 식품위생, 환경위생에 관한 일반이론과 음료수, 하수, 공기의 위생 및 방사선 오염과 보건에 관하여 강

의한다. 

서양조리 및 실습/PRACTICE IN WESTERN FOOD

: 외국 음식 중 특히 서양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며 실습을 통하여 이들의 조리방법을 익혀 식생

활에 응용하도록 한다. 

식품미생물학/FOOD MICROBIOLOGY

: 식품미생물로는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이 중요하며, 이들은 식품의 제조, 의약품제조, 환경정화 등에 이

용되기도 하고, 또한 식품의 부패, 식중독, 전염병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

는 미생물세포의 구조, 미생물의 분류, 미생물의 생리(영양, 환경, 실험) 등을 중점 강의한다.

다이어트와 맞춤영양/DIET AND PERSONALIZED NUTRITION

: 현대인들의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올바른 비만관리능력을 습득한다. 또한 웰빙시

대에 맞게 개인의 맞춤형 질병치료 및 건강유지를 위한 미래형 영양관리를 학습한다.

식생활관리/MEAL MANAGEMENT

: 현대산업사회의 식생활은 식품구매 범위나 개인의 기호성향,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진 등 급격한 시대

변화에 맞춰 이상적인 식생활관리를 요구하여 이를 위해 양질의 영양섭취요구와 적절한 소비관리에 맞

도록 영양면, 경제면, 기호면, 능률면에 합리적인 식생활관리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급영양학 및 실험/ADVANCED NUTRITION AND EXPERIMENT

: 기초 영양학을 토대로 하여 영양소간의 균형, 상호관계, 질의 평가, 실험 등을 통해 각각의 영양소의 

생물학적 대사를 중심으로 최신 영양 문제를 취급한다. 

식품구매/FOOD PURCHASING

: 급식 관리에 있어서 식품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합리적인 구매 관리를 위하여 식품분류에 따른 식품감

별법,구매방법,계약방법,구매활동,저장관리,원가계산 등을 습득케 한다. 

외식융합산업의 이해/UNDERSTANDING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 세계 외식산업은 각 나라의 고유 색체를 지닌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에 이

르러 음식이란 단지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색다른 경험을 통해 즐기고 배우는 '문화'의 대상이 되고 있

다. 각 문화권에 따라 세계 식문화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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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양을 갖추고 외식융합산업의 발전방향을 살펴본다.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NUTRITION EDUCATION & COUNSELING PRACTICES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에 필요한 지식과 영양교육의 방법,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 지도기술, 평가 및 

판정, 대상에 따른 영양교육 등의 학습내용을 이론과 체험학습을 통해 실제 영양교육과 상담을 계획하

고 실시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식문화/GLOBAL DIETARY

: 여러 민족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이룩한 식문화는 인류가 자연과 사회 환경 아래 장구한 역사와 함께 

개발하고 축적한 문화유산이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루어진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와 형성과정, 배경, 

역사적 고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또한 세계의 식문화에 대한 기본

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나라의 식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식품화학/FOOD CHEMISTRY

: 식품 구성물질의 화학구조, 반응성, 기능성 등과 이들 구성 물질의 상호작용 및 조리, 가공, 저장, 유통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미생물학적 특성의 변화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식품분석실험/FOOD ANALYSIS AND LABORATORY

: 식품 중에 함유된 미량, 다량 영양소 및 첨가제 등의 정량, 정성 분석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험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제품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과정을 습득하고, 기술적인 개발 방법을 

익힌다. 팀으로 제품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선정한다. 실제로 제품을 개발해 보고 결과를 기술적

으로 보고하는 방법을 배운다. 

바이오푸드관능검사 및 실습/SENSORY EVALUATION OF BIO FOOD

: 관능검사란 사람의 감각(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기관에 의해 품질을 평가, 판정하는 측정법으로 

빛깔, 맛, 향기 등 기호에 관한 것은 물리·화학적 계측법으로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능검사가 이용된다. 이러한 관능검사 및 실습을 통해 바이오식품의 맛, 향, 식감 등 특성을 측정, 평가

하는 교육훈련을 한다.

HACCP/HACCP

: 식품의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각 

전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 점을 결정, 자주

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외식마케팅과 메뉴개발/FOOD SERVICE MARKETING AND MENU DEVELOPMENT

: 최근 외식 산업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외식 경영을 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메뉴관리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수업에서는 마케팅 및 메뉴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이

해(메뉴개발, 메뉴마케팅 전략, 메뉴가격전략)를 통해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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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바이오기기분석학 및 실험

: 식품의 미량 성분에 관한 추출, 분리정제에 이용되는 분광분석법, 각종 chromatography의 이론과 분석

기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식품과학 적용 실험을 한다.

[교양필수]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

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인성과 대학생활

: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

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맺어지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대학 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루고자 한

다. 학교․학과․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

루도록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인성의 기초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작문과 화법/Korean Writing and Speaking

: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

다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

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

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

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영어읽기와 쓰기/English Reading and Writing

: 기본적인 영어 읽기와 쓰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학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

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

술, 전략, 연습을 통해 영어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

하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심폐소생술/FIRST AIDS AND CPR

: 본 과목은 건강의식 확산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심정지 환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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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률 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촉진으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현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Global Communication Ⅰ 

: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

임을 인지 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Ⅱ/Global Communication 2

: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수업을 수강한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증진

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룹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 향상

에 주안점을 둔다.

인성과 미래설계/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

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 및 다

양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

정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

요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

램 참여를 통해 실천중심의 인성과 소통,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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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BASICS NUTRITION

Obtain the basic knowledge about the nutrients nourishing human body. Enables student to 

manage their own eating pattern to stay in fitness.

FOOD SCIENCE

Fundamentals of the physical, chemic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food components and their 

application to food systems.

NUTRITIONAL PHYSIOLOGY

Explore the mystery of human body by investigating the functions and interconnections of each 

organ to maintain the homeostasis.

COOKERY SCIENCE AND EXPERIMENTS

Students will learn the food materials characteristics in the same time learning physical and 

chemical alteration on cooking with theory and practice. Simultaneously, students will study 

prepared foods factors which influence its quality, and also study quality evaluation.

FOOD HYGIENICS

The industrializ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s phenomenon increased pollution's opportunities 

during food's rearing, yield, circulation and it made food hygienic problems complex cooking in 

recent years. So, we can make a foundation on keeping our nation's health to have food's safety 

after coping with these situations systematically. 

FUNCTIONAL FOODS AND PERSONALIZED NUTRITION

This course is aimed to provide basic nutritional knowledge how dietary supplements and functional 

foods exert their effects on human bodies. Also try to understand how those kinds of supplements 

can act as beneficial helpers or even as curing agents for human bodies under the biochemical 

view points. This course will be introductory for the personalized nutrition dealing with the 

nutritional metabolism is affected by individual genetic background.

COMMUNITY NUTRITION

The course teaches students how to apply nutritional knowledge in practice to improve the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in the community.

 

GROUP FEEDING AND EXPERIMENT

Group feeding consists of nutrition management, food management, meal planning,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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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equipment, sanitation management, office manage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for quantity food production, and the role of dietitian. Students practice and acquire the handling 

of equipment. 

NUTRITIONAL BIOCHEMISTRY

Understanding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carbohydrates, lipids, proteins and nucleic acids in 

eukaryotic systems. Basic knowledge in molecular cloning and gene expression is covered.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enzyme reaction and its regulation in vivo are discussed. 

FOOD QUALITY CONTROL AND EVALUATION

Overall, this class study on food quality control and learn about influencing factor and facilities for 

evaluation.

CLINICAL NUTRITION

Cares of nutritional problems and management in prevention & treatment of human disease. 

Development of nutritional strategy to practice inreal life. 

DVANCED BIOCHEMISTRY

The chemical processes that occur within the cell constitute the metabolism of the cell. Metabolic 

processes 1) extract chemical energy from environment; 2) convert various nutrient molecules into 

the building blocks of larger biomolecules; and 3) assemble these building blocks into proteins, lipid 

etc for use both by the cell itself and by cells in its environment.

FIELD PRACTICE IN NUTRITION, DIETETIC FIELD PRACTICE

Field experience in food service industry such as hospitals, business, industry, and school food 

service operations.

DIET THERAPY & PRACTICES

Nutritional principles and managements under special disease conditions are studied and practice.

UNDERSTANDING FOOD SERVICE MANAGEMENT

Lectures on office management, job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in food service and group 

feeding.

CHRONIC DISEASES AND DIET THERAPY

Lectures on diet therapies for major chronic disease, cares of nutritional problems and management 

in prevention & treatment of disease.

NUTRITION THROUGHOUT LIFE CYCLE

Lectures on nutrients metabolism and dietary managements through a life cycle under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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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NUTRITIONAL ASSESSMENT

The course focuses on nutritional assessment methodology including dietary intake assessments, 

anthropometric assessments, clinical assessments and biochemical assessments.

FOOD HYGIENE LAW

Lectures on food hygiene law which is necessary for dietian and specialist in the field of food and 

nutrition.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Engineering concepts related to modern food processing methods and effects of processing on the 

quality of foods. Principles of various food preservation methods. Physiochemical and nutritional 

changes related to each preservation methods. 

NUTRITION AND HEALTH

In recent years, public awareness of health and diet has been rapidly increased which lead to the 

expanded demands for professional knowledge. This course is constructed to enable the students to 

plan dietary strategies for healthy living.

FOOD MATERIALS SCIENCE

Nutritional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food materials are studied. Study of the changes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cooked, processed, and stored food materials enhances the proper utilization 

of food materials.

PRACTICE IN KOREAN FOOD PREPERATION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about cultural aspects and cooking methods of Korean traditional 

foods. 

ORGANIC CHEMISTRY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the basic concept of organic compounds that constitute 

most of the building block for lif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organic compounds, including the 

structures chemical bonding, chemical reaction and reactivity, and the activation mechanisms, will be 

learned.

PUBLIC HEALTH

Lectures on the principles of food sanitory, environment sanatory, and pubic health.

PRACTICE IN WESTERN FOOD

Students will study about cultural aspects, food patterns and cooking methods of western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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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MICROBIOLOGY

Microbiology of food in terms of types of microorganisms, food spoilage, useful microorganisms 

and systems of regulation and standards. Laboratory analyses in basic food microbiology. 

DIET AND PERSONALIZED NUTRITION

It provides basic theories to manage health of modern people about obesity and chronic disease. In 

Well-Being Age, this course is constructed to enable to manage a personal care and health 

maintenance.

MEAL MANAGEMENT

It enables students to acquire the theories and the practical skills to cover works of usual meal 

management as well as the nutritionist.

ADVANCED NUTRITION AND EXPERIMENT

Lectures on metabolism and biochemical functions of nutrients recent advances in cell and nutrients, 

digestion and absorption, nutrient balance are discussed.

FOOD PURCHASING

Lectures on reasonable food distribution, the principle of purchasing management and food service 

purchasing management.

UNDERSTANDING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Ethnic foods from around the world to analyze and compare the food culture in Korea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od.

NUTRITION EDUCATION & COUNSELING PRACTICES

Lectures on concepts of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the role of the dietians, and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practices for the public and populations in special needs.

GLOBAL DIETARY

Study the origin of Korean dietary culture on the side of ecological, geograph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Find the way of applying characteristics about each country to various  culture.

FOOD CHEMISTRY

Chemistry of food components such as water, protein, lipid, carbohydrates, minerals and vitamins. 

Chemical and biochemical reactions among them. Taste, flavor and color of foods are studied.

FOOD ANALYSIS AND LABORATORY

Lectures and experiments on quantification and qualification of micro-and macronutrients in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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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od additives.

CAPSTONE DESIGN

Capstone design project where students become involved in researching and developing technology 

in the field.

SENSORY EVALUATION OF BIO FOOD

Sensory evaluation is a scientific discipline that applies principles of experimental design and 

statistical analysis to the use of human senses (sight, smell, taste, touch and hearing) for the 

purposes of evaluating consumer products. The discipline requires panels of human assessors, on 

whom the products are tested, and recording the responses made by them. By applying statistical 

techniques to the results it is possible to make inferences and insights about the products under 

test.

HACCP

All measures necessary for ensuring the safety, at all stages from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final from consumption.

FOOD SERVICE MARKETING AND MENU DEVELOPMENT

In recent years, Food service industrial growth has become faster. We need to efficient strategy to 

operate successful managing. This class prove the general menu development, menu marketing 

strategy and menu price for practice.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refers to thinking processes that include defining and describing a problem 

so that people and machines can perform it effectively. Computational thinking involves breaking 

down the entire decision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associated variables and all possible 

solutions, and taking the corresponding parameters and problem limits into account to make the 

right decisions. In this course, we introduce problem decomposition, data representation, 

generalization, model, and algorithm.

Personality and Campus Life

Personality and Campus Life: This course is taught for first-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in-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I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adjust to campus life, making necessary preparations, and acquiring the knowledge 

and personalities required to college students. It is based on form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various activities jointly engaged in by the professor in charge and the students. It allows the 

students to realize successful campus life with guidance for easy adaptation to college through 

introductions to the college, departments, and major courses. In addition, students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personality training programs to help them develop the personality necessary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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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itizens and to nurture an appropriate set of values regarding global issues.

Korean Writing and Speaking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basic communicative competence in Korean. 

Modern society is in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ors because communication plays a crucial role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The main goal of the course is to educate a well-rounded speaker and 

writer. We will use both theory and practice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writing and 

speaking skills, which are the core functions to communicate. 

English Reading and Writing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basic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The main 

goal of the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academic content and write their ideas 

and opinions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skills, strategies, 

practice and confidence they ne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competency.

Community Service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put the spirit of human respect and 

democracy in practice, and foster moral character by allowing students to foster service mind and 

recognize social problems through voluntary community servic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FIRST AIDS AND CPR

This course is aim to giv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to safety education for 

emergency situation and to raise the safety education specialists with practical ways.

Global Communication Ⅰ

The aim of the course is to help beginners improve their overall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Global Communication 2

his is the second level of the global communication course designed for students to advance their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mainly focus on enhancing students’ speaking skills through pair work, group work and 

whole class discussion.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This course is taught for second-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227



in-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e to 

promote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cultivate their personality as future society members, 

and enhance their career efficacy by creat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activities among the 

students and also between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s. This process includes adjusting to study 

and to various human relations, achievi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exploring 

and determining personal career paths. Of these item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al task for 

university students who must prepare to advance in the workplace is choosing and preparing for a 

job. In addition,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develop into leaders prepared with resourceful and 

enterprising characters, communications, and leadership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an 

extra-curricular program of person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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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외식학과

【전공필수】

식품과학 (Introduction to Food Science) :

식품과학을 전공하기 위한 기초로서 식품의 조리, 가공, 생산, 저장, 위생관리, 유통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식품과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경제학 (Economics) :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경제이론, 경제이론과 경제현상의 시간적 흐름을 살피는 경제학설, 경제사 및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일상생활 속의 여러 이슈를 대상으로 이해하도록 기초개념을 학습한다.

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

기업경영, 관리 등 경영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기업의 기본개념 및 기업경영의 

중요기능 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경영학 전반에 대한 체계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현대기업의 경영이론

과 경영기법을 학습한다.

조리과학 (Principles of Cook Science) :

식품의 성분, 성질을 파악하고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화학적인 변화 등 기초지식을 효율적으로 공부

하여 조리 방법을 이해하고, 주요 식품의 취급법, 조미재료, 기초조리방법 등을 학습하여 모든 음식의 조

리과정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한국조리학 및 실습 (Korean Cook Practice) :

한국음식에 대한 역사적 변천 및 발달을 비롯한 음식에 대한 개요 및 이론과 기초기술을 배우며, 주 요

리와 곁들여지는 반찬류와 후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조리방법별 실제실습을 통하여 자격증을 대비한 

기초조리기술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서양조리학 및 실습 (Western Cook Practice) :

서양요리의 기본이 되는 코스요리를 차례대로 원리에 맞춰 기초부터 배우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스톡의 

종류, 소스의 분류, 전채요리, 샐러드, 수프요리, 육류요리, 달걀요리, 채소요리 등 서양요리의 이론과 더

불어 기본 조리과정을 훈련 실습한다. 

통계학 (Statistics) : 

각종 실험 및 설문조사에 필요한 실험계획 및 통계적 분석방법의 개요와 응용방법을 배움으로써 실무와 

전공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식품분석화학 및 실험 (Food Analytical Chemistry & Laboratory) :

식품성분 분석에 필요한 분석화학의 기초 이론과 식품 분석의 기초실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조제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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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또한 식품의 일반성분 분석에 대한 실험적인 원리 및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여 

식품성분 분석의 이론과 실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농산가공학 및 실험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 Laboratory) : 

농산물의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자들이 어떻게 조작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식품으로 가공하는 공정에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강의와 실험을 통하여 습득하게 하며, 강의와 실험은 특별한 주제 또는 사례 연구에서 선정한다.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Food Microbiology & Laboratory) :

식품의 원료, 가공, 유통, 저장 등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대해 학습한다. 건강성, 안전성 및 기능성을 갖춘 

식품을 이용하고 생산하기 위해, 식품미생물의 종류, 특성, 생태 및 이용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탐구한다.

식품화학 (Food Chemistry) :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무기물, 비타민 등의 일반성분과 효소, 색소, 냄

새, 맛 성분 등의 특수성분에 관한 구조 및 성질을 파악하고 또한 가공, 저장, 조리

과정에 있어서 이들 성분의 물리ㆍ화학적인 변화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습득하게 하여 식품의 효율적

인 이용방법 및 신제품 개발에 응용하도록 한다.

외식마케팅 (Food-Service Marketing) : 

식품 및 외식산업의 마케팅활동을 위하여 알아야 할 마케팅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식품 및 외식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능성식품학 (Functional Food) : 

기능성 식품이란 천연 식품 또는 가공 식품 중 인체의 생리활동을 강화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

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기본적인 영양소 외에 건강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그 효능 

및 기능성 식품 신소재 등에 대해 학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제품 개발에 응용하도

록 한다.

동물성식품학 (Animal Food Science) : 

유, 육, 난을 포함한 축산식품과 수산식품의 가공, 유통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적인 내용과 제품을 생산

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공부한다. 

식품공학 및 실험 (Food Engineering & Laboratory) : 

식품가공 산업에서 필요한 단위공정과 단위조작의 원리와 각종 장치 및 기계의 종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기본이론과 사용법을 강의와 실험을 통해 습득시켜서 식품공학에 대한 이해 정도의 폭을 넓힌다.

식품위생학 (Food Hygi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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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물리적인 위해인자 들을 진단하고 제어하는 공정에 

대한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과 원리들을 응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HACCP 등의 안

전 식품생산 및 품질관리 공정방법과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다룬다.

외식메뉴학 및 실습 (Food-Services Menu Cook Practice) :

외식메뉴의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최상의 맛을 낼 수 있으며 쉽고 빠르게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쉽게 접하는 외식메뉴를 다양하게 응용함과 동시에 고급화 함으로써 외식업체의 경영이

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단체급식 (Food Catering Management) : 

대기업의 외식업체나 학교급식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 업무의 요소별 직무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

해와 급식생산관리, 위생관리, 급식정보관리, 원가관리 등 실무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통하여 외식전

문조리사 및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학습한다.

식품구매론 (Food Purchasing & Cost Control) : 

조리에 필요한 각종 식품재료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적정 구매시기와 구매량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또한 식품 원가절감을 위한 식품의 선별기준, 식품 유통환경, 원가계산 

등에 대하여 학습토록 한다.

졸업논문 (Degree Thesis - B.D.) :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공분야 지도교수로부터 지도받는 과

정이다. 학사학위 논문의 제목 선정, 연구방법, 실험 수행절차, 결과 데이터의 해석 및 논문작성법 등이 

지도된다. 

【전공선택】

식품재료학 (Food Materials Science) :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조미식품, 기호식품 등의 식품재료를 다루는 분야로, 이들이 지니는 재료

의 특징, 선별기준, 성분 및 특성 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조리는 물론 가공, 저

장, 유통 등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 II (Chemistry II) :

화학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원자와 분자의 기본적인 성질, 물질의 상태, 화학변화와 성질을 이해함으로

서 식품학을 위한 기초과학의 개념을 확립하고 화학지식습득을 하도록 한다.

생화학 (Biochemistry) : 

생체 내 물질의 화학적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를 다루면서 생명현상을 화학적 측면에서 이

해하고, 생체 내에서 세포의 생명활동 유지와 관련한 대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한다.

231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 

식품의 주요 성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기화학의 기본개념과 각각의 작용기의 구조 및 명명법, 이·화

학적 성질 등 식품과 관련한 유기화학 전반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식음료 및 조주학 (Food and Beverage Management) : 

식음료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즉, 호텔과 외식업체 현장에서 취급하는 주류(酒類)를 포함한 식음료

에 대한 지식과 주장의 경영관리에 대하여 학습하며, 아울러 칵테일 조주의 방법과 와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배운다.

제과제빵학 및 실습 (Bread and Cake Theory & Practice) : 

제과제빵 이론 및 재료들의 종류⋅특성⋅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기본적인 빵과 케잌류의 제조방법을 학

습하여 양질의 제품을 제조토록 하고 최근의 국내외 제과제빵 관련정보에 대하여 학습한다.

외식재무 및 인사관리 (Financial accounting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Food Services) :

외식업의 경영 관리에 필요한 재무회계, 인사관리 등을 학습하여 외식관리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

록 한다.

식생활관리론 (Meal Management) :

현대인의 식생활을 최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가정 내 식생활 관리의 목표, 식단 계획, 가정식 요리와 

식품구매, 외식문화와 식사 예절 등의 연구를 통하여 최적의 식생활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식

단 작성방법 등을 학습한다.

식품문화사 (Food History) :

한반도의 역사는 동북아시아 속의 역사로써, 북으로는 중국대륙, 남으로는 일본이 있고, 중국 대륙의 문

화는 인도, 이슬람, 지중해농경문화의 거대한 문화권 속에서 싹트인 문화이다. 따라서 한반도 음식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왕조 말까지를 식료문화사, 조리성립의 문화사, 조리완성의 문화

사로 나뉘어 한반도 조리 음식문화를 고찰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외식마케팅 (Food-Service Marketing) :

식품 및 외식산업의 마케팅활동을 위하여 알아야 할 마케팅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식품 및 외식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학습한다.

한국전통조리학 및 실습 (Korean Traditional Cook Practice) :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의 이론적 특성을 이해하며, 조리방법에 따르는 특징과 품목별 특성을 학습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조리 실습을 통하여 전통의 맛을 재현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 한국음식을 세계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식품저장학 (Food Preservation) : 

식품의 변질, 변패 및 방지법과 냉장, 냉동, 건조, 염장, 훈연, retort pouch, 통조림, 병조림, 방사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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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체 조절포장, 마이크로파 가열, 무균화 포장, 탈산소제, 지하암반을 이용한 각종식품의 저장방법에 

대한 원리와 적용 방안에 대하여 강의한다.

외국조리학 및 실습 (Foreign Cook Practice) : 

서양요리를 중심으로 하고, 동남아 지역 요리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외국음식 문화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고,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독특한 요리메뉴를 중심으로 한 실습수업을 함으로써 외국의 지

역별 전통요리문화를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실습하여 조리기술력을 향상시킨다. 

   

천연물식품학 (Natural Foods) : 

식품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천연물식품소재 발굴 및 천연

식품개발과 관련된 이론을 교육함으로 관련 산업을 이해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초이론과 실무지식을 함

양함으로 식품학 및 약학(천연물화학) 융합 산업(식의약품산업)을 이해한다.

바이오 융합산업 및 기기분석 (Bio-convergence industry and Instrumental analysis)

식품의 미량 성분에 관한 추출, 분리정제에 이용되는 분광분석법, 각종 chromatography의 이론과 분석 

기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식품과학의 적용한 실험을 한다.

식품독성학 (Food Toxicology) : 

인체에 섭취될 때 해를 줄 수 있는 내인성 및 외인성 독성물질의 성질, 특성, 효과, 분류법, 검색법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학습하고, 특히 식품과 연관된 식품첨가물, 미생물 독소, 중금속 및 잔류농약의 검

사법과 규제에 대하여 이해한다. 또한 식품의 가공·저장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독성물질에 의한 식

중독 원인을 규명한다.    

식품조미 및 관능평가 (Food Flavoring and Sensory Evaluation) : 

식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풍미, 색, 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와 관능검사 방법을 익히고 관능평가를 신제품

개발과 품질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영양학 (Nutrition) :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각종 영양소의 종류, 화학적, 생리적 특성, 소화 흡수과정 등 

영양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한다.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

식품과학과 외식산업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학술적 또는 산업적 주제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헌리뷰하고 실험, 연구토록 함으로서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푸드 코디네이션 (Food Coordination) :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의 발전으로 음식이 하나의 예술로 간주되면서, 음식을 보다 아름답게 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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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푸드 스타일링(Food Styling), 테이블 웨어와 셋팅, 식사방법과 테이블 매너, 그리고 식공간 연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학습한다.

발효식품학 (Fermented Foods) : 

발효식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미생물, 발효방법, 숙성법, 제조원리 등을 소개하고, 발효식품의 영양적, 기

능적 특성을 학습하며, 주요 발효식품에 관한 이해도를 높인다.

외식창업 및 프랜차이징 (Entrepreneur and Franchising System of Foodservices) : 

외식사업의 창업을 위한 투자환경분석, 입지, 경쟁력, 광고홍보 전략의 기초이론과 법적절차를 공부하고 

외식업의 프랜차이징 기법, 운영에 관하여 학습한다.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 

본 과정은 학부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체 현장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 및 외식산업

체에서 생산, 조리,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실무업무를 체험하고 습득하도록 한다.

【교양필수】

인성과 대학생활 (Personality and Campus Life) :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맺어지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 대학 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루고자 한다. 

학교․학과․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루도

록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인성의 기초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

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

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화학 (Chemistry) :

화학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원자와 분자의 기본적인 성질, 물질의 상태, 화학변화와 성질을 이해함으로

서 식품학을 위한 기초과학의 개념을 확립하고 화학지식습득을 하도록 한다.

영어읽기와쓰기 (English Reading and Writing) :

기본적인 영어 읽기와 쓰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학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 

전략, 연습을 통해 영어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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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과 화법 (Korean Writing and Speaking) :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들

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하

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심폐소생술 (CPR) :

본 과목은 건강의식 확산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심정지 환자 소생

률 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촉진으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현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lobal Communication 1) :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

을 인지 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lobal Communication 2) :

Global Communication1 수업을 수강한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증

진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

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룹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 향

상에 주안점을 둔다.  

인성과 미래설계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 및 다양

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

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

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천중심의 인성과 소통,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35



Department of

Food Technology and 

Services

【전공필수】

Introduction to Food Science :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field of food science - such as scientific 

issues, principles, processing, preparation, preservation, safety, nutrition, and commercial perspectives 

of the field about distribution and merchandising in food industry. 

Economics :

This lecture introduces the outline of the economics covering the economic theories, cor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policies and theories, the theories of each economic field, and the theories 

about policy development in close correlation with practical social issues.   

Introduction to Business Management :

Students learn about basic management theory and functional system of corporation management. 

Also learn about modern enterprise management and techniques based on overall system and 

business administration in order to foster basic knowledge of management executives such as 

corporate management.

Principles of Cook Science :

This lecture introduces the outline of cooking principles during cook processing. Students learn 

about not only cooking methods, food preparation, but various kinds of food materials. And 

students discuss about cook processing and cooking tips for good tasting and qualified foods.   

Korean Cook Practice :

Learn about the Korean cook theories and skills used in Korean kitchen including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changes and development. Students acquire the necessary practical and theoretical 

skills practicing main meals with side dishes and desserts for the government certificates in culinary 

art.   

Western Cook Practice :

Students learn about not only western cook's theoretical skills but also practical cooking work 

including stocks, sauces, appetizers, salads, soups, meats, poultry, fish, egg dishes, sandwiches, hot 

vegetables and deserts. The main course  can be applied in western cook table set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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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 

This course provides knowledge to collect, organize, and analyze experimental data and apply the 

probability theories to estimate population parameters in practical business as well as major field of 

study.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 Laboratory : 

This course introduces to students the chemical, physical and microbiological propertie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how these factors are manipulated to produce food which is safe and of 

high quality. This course will also provide a brief overview of food processing operations. Students 

will perform experiments to manufacture various foods using agricultural products. Lectures and 

experiments in this course selected from cased studies and special topics.    

Food Microbiology & Laboratory :

Explore microorganisms important for food production and food industry. The curriculum covers a 

variety of microbiological fields including taxonomy, ecology, morphology and their application in 

order to utilize microorganisms in producing healthy, safe and multi-functional food.  

Food Chemistry : 

This lecture introduces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proximate composition of food, such as 

moisture, protein, fat, carbohydrates, minerals, vitamins and special ingredients. Students also learn 

not only food enzymes, pigments, odor, flavor ingredients but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nges of 

those components in the course of food processing.

Food-Service Marketing : 

Learn about the basic marketing theories for marketing activity of food service industry. Study on 

marketing strategy for leading food-service company with differentiated competitiveness to satisfy 

customer's needs. 

Functional Food : 

Functional food is a food that can prevent and cure the disease and can strengthen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the human body. Students learn abou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t use 

of natural ingredients of the functional food and also learn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new 

products.

Animal Food Science : 

This course deals with not only scientific aspects involved in the processing,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animal products such as milk, meat, eggs and fishery products, but also a 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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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of technology necessary to manufacturing various processed products.

Food Analytical Chemistry & Laboratory :

Learn about the basic theories of food analytical chemistry and practice the methods of  

experimental analysis system about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food in laboratory room.

Food Engineering & Laboratory : 

Food engineering and laboratory is the study of the basic principles of unit operation and unit 

process in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So this course let the students know the application of 

engineering principles and instrumental methods for food processing area. Students will perform 

experiments for manufacturing various foods by instrumental methods. 

Food Hygiene :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information on procedures to control biological, chemical, and 

physical hazards and assure the safety of foods. Also,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and government regulations related food safety are introduced.

Food-Services Menu Cook Practice :

Being able to develop the best flavor as well as achieving an ability to cook easily and rapidly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of the dining menu. Also, research multiple methods to maximize the 

operating profit of restaurant business via variable application of easily-accessible dining menus. 

Food Catering Management : 

Learn the working system for major industrial food-production as well as the school foodservice 

system. Also this subjects suggest the students practical research sanitation, cost control, required 

for a professional manager in industrial food production cooperation. 

Food Purchasing & Cost Control : 

Learn the purchasing skills based on the properties of food materials and their distribution 

processing. Also learn the selection criteria for cost reduction, the food distribution circumstance, 

the cost control by standard recipe and so on.

Degree Thesis - B.D. :

This bachelor's degree thesis is essential to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eir graduation certification 

course. This certificate course is required respectively by the student vs professor partnerships.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the scholastic achievement,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o 

the Students have to present their themes based on academic and industrial interests of researching 

project which are surveyed and reviewed and must report the results and resulted in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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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 

【전공선택】

Food Materials Science : 

This lecture involves such as introduction from food ingredients to agricultural, livestock, fisheries, 

seasonings and favorite foods. By understanding of these ingredients' characteristics, selection 

criteria, and composition in scientific views, students are to be get an insight how to cook, produce, 

process, and distribute these food materials.  

Chemistry II :

This course focuses on building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chemical principles 

including properties of atoms, molecules, states of matter, and chemical reactions that can be 

applied in food sciences.

Biochemistry : 

Approach vital phenomena in the context of chemical processes within and relating to living 

organisms and understand the basis of biochemical signaling and energy flow in metabolism 

important for the processes of life.

Organic Chemistry :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components of foods that are originated organic 

compound, students will learn to key principle of organic chemistry, basic reactions mechanism and 

nomenclature of organic compounds related to food.

Food and Beverage Management : 

Learn the general information about food and beverage management in hotels and food-service 

business and also learn the general brewery management. The methodology and basic knowledge 

on cocktails and wines will also be provided in this course.  

Bread and Cake Theory & Practice : 

Learn the bakery theories-flour characteristics, bakery-cook skills and the selling in bakery market 

place. Students are to be learn about the various kinds of breads, cookies, desserts which is the 

most creative bakery reproduction. 

Financial accounting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Food Services :

To develop the basic fundamentals in students, this course deals restaurant management system 

such as finance accounting, H/R management and steward management.

Meal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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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of dietary management in order to live in the home with the best modern diet, meals plans, 

home-style cooking and food purchasing, through research, such as eating out culture and etiquette 

suggests the optimal dietary management direction and learn how to create a variety of diets The.

Food History :

Conversation history is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s Northeast Asia, north China mainland, 

and in the south of Japan, the culture of China, India, Islam, and the buds open culture in the 

great cultures of the Mediterranean farming culture. Therefore peninsula food from the Paleolithic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divided into food by the end of the Cultural History, 

Cultural History of cooking established, the cultural history of the finished cooking and want to 

understand and explore the peninsula cooked food culture.

Korean Traditional Cook Practice : 

Learn about the characteristics, cooking skills, and theory used in Korean local and traditional foods. 

Students practices creative reproduction of the local and traditional foods for globalization of the 

taste of Korean traditional foods.

Food Preservation : 

This course will provide a principle and application method of various storage methods include: 

refrigerating, freezing, dehydrating, salting, smoking, canning, bottling, irradiation,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icrowave heating, aseptic packaging, free oxygen absorber, underground 

rock, etc. Fundamental concepts will be covered the basic principles of spoilage, deterioration, 

putrefaction, fermentation and preservation of foods.    

          

Foreign Cook Practice : 

This course introduces to students the foreign cook culture - including Western cook, Asian cook, 

American cook, European cook and Oceanian cook etc. So students learn the  foreign food culture 

and practical cooking methods which is the very specific foreign cook. The main dish can be 

applied in modern table set menu practically. 

Natural Foods : 

This course is designed to allow students to understand the benefits of food consumption for 

health, to provide knowledge related to discover the natural food resources and develop the natural 

food products of healthy food and to understand the convergence industry between food and  

pharmaceutical industry.

Bio-convergence industry and Instrumental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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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teaches a modern analytical chemistry with theory and application of spectrophotometry 

and chromatography for the extraction, isolation and purification of microcomponent of food, which 

will be presented in food sciences.

Food Toxicology : 

Food toxicology is the study of the nature, properties, effects, classification, detection, and risk 

assessment of endogenous and exogenous toxic substances which make these capable of causing 

adverse effects to people. The course will be covered the chemicals of food interest such as food 

additives, mycotoxins, heavy metals, and pesticides, and how they are tested and regulated. We will 

also explore the etiology of food-borne disease related to naturally-occurring toxins when ingested 

into the human body. 

Food Flavoring and Sensory Evaluation :

This course deals flavor, color and texture relate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ood  and sensory 

evaluation for food quality. Also the application of sensory evaluation for new food development 

and quality management will be studied.

Nutrition : 

Learn about the basic principles of nutrition through understanding a variety of nutrients necessary 

for human growth and health maintenance. The course covers chem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nutrition during the internal processes of digestion and absorption as well.

Capstone Design :

This capstone design course is planned to improve the scholastic achievement,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tudents have to review, examine, develop and finish their own themes 

based on academic and industrial interest in food science and foodservice.

Food Coordination : 

This course introduce to students the food styling, table ware and setting, menu design, table 

manner, etc. Students learn about not only general party style-course menu skills but practical 

kitchen work flow and the main course which can be applied in western cook table set menu.

Fermented Foods : 

This course deals with principles and processing techniques of fermented foods, such as  fermented 

soy products, cheeses, cultured dairy foods, alcoholic beverages, and other fermented foods. 

Microbial interactions, probiotic effect of cultures, nutritional aspects and functionalities of fermented 

foods are dealt with factors controlling fermentation processes as well as characteristics are studied.

241



Entrepreneur and Franchising System of Foodservices : 

Learn the environmental investment analysis, positional and competitive conditions, basic theory of 

advertisement strategy and legal procedures. And study the Franchising techniques and managing 

system of foodservice industries.

Internship Program : 

The goal of this internship program is designed for students' improved adaptability in business. 

Students will have an experience in food and food service industries, and will practically participate 

in production, preparation, examination, evaluation and testing which are based on the academic 

principles so that the students undergo this internship during the undergraduate course.

【교양필수】

Personality and Campus Life : 

This course is taught for first-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in-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I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adjust to 

campus life, making necessary preparations, and acquiring the knowledge and personalities required 

to college students. It is based on form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various activities jointly 

engaged in by the professor in charge and the students. It allows the students to realize successful 

campus life with guidance for easy adaptation to college through introductions to the college, 

departments, and major courses. In addition, students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personality 

training programs to help them develop the personality necessary to be global citizens and to 

nurture an appropriate set of values regarding global issues.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

Computational thinking refers to thinking processes that include defining and describing a problem 

so that people and machines can perform it effectively. Computational thinking involves breaking 

down the entire decision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associated variables and all possible 

solutions, and taking the corresponding parameters and problem limits into account to make the 

right decisions. In this course, we introduce problem decomposition, data representation, 

generalization, model, and algorithm.

Chemistry :

This course focuses on building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chemical principles 

including properties of atoms, molecules, states of matter, and chemical reactions that can be 

applied in food sciences.

English Reading and Writing :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basic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The main 

goal of the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academic content and write their ideas 

and opinions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skill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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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nd confidence they ne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competency. 

Korean Writing and Speaking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basic communicative competence in Korean. 

Modern society is in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ors because communication plays a crucial role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The main goal of the course is to educate a well-rounded speaker and 

writer. We will use both theory and practice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writing and 

speaking skills, which are the core functions to communicate. 

Community Service :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put the spirit of human respect and 

democracy in practice, and foster moral character by allowing students to foster service mind and 

recognize social problems through voluntary community servic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CPR :

This course puts founding ideals in practice educating students to master CPR. This training gives 

students health awareness and the ability of first aid, which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and 

emergency medical systems.

Global Communication 1 :

The aim of the course is to help beginners improve their overall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Global Communication 2 :

This is the second level of the global communication course designed for students to advance their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mainly focus on enhancing students’ speaking skills through pair work, group work and 
whole class discussion.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

This course is taught for second-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in-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e to 

promote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cultivate their personality as future society members, 

and enhance their career efficacy by creat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activities among the 

students and also between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s. This process includes adjusting to study 

and to various human relations, achievi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exploring 

and determining personal career paths. Of these item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al task for 

university students who must prepare to advance in the workplace is choosing and preparing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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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In addition,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develop into leaders prepared with resourceful and 

enterprising characters, communications, and leadership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an 

extra-curricular program of person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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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안전학과

<교양필수 교과목>

심폐소생술(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 

 본 과목은 건강의식 확산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심정지 환자 소

생률 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촉진으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현한다.

인성과대학생활(Personality and Campus Life) :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맺어지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 대학 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루고자 한다. 

학교․학과․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루도

록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인성의 기초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

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

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생물학(Biology) : 

 생물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생물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생물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물리학(Physics) : 

 물리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물리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수학(Mathematics) : 

 함수 및 삼각함수, 행렬과 행렬식, 복소수, 평면좌표와 이차곡선,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미분과 적분법, 

라플라스 변환, 벡터 해석, 직교함수와 Fourier 급수 등을 학습

화학(Chemistry) : 

 화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화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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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

하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인성과미래설계(Career Guidance and Debates) :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

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 및 다

양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

정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

요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

램 참여를 통해 실천중심의 인성과 소통,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어읽기와쓰기(English Reading and Writing) :

 기본적인 영어읽기와 쓰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학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영어읽기와 쓰기에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 

전략, 연습을 통해 영어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작문과화법(Korean Writing and Speaking) :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

다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

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

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

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1(Global Communication1) :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

을 이지 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2(Global Communication2) :

 Global Communication1 수업을 수강한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증

진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미치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

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룹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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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교과목>

열유체역학(Heat and Fluid Mechanics) :

 열유체역학은 모든 공학 분야에 응용되는 과목으로, 열역학의 기본법칙과 유체역학에 관련된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각종 열유체 응용기계 및 소방설비에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강의한

다.

산업위생학(Industrial Hygiene)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물리적·화학적 유해요인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함양

인간공학및실험(Human Factors Engineering Lab) :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물건, 기구, 환경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특성이나 그에 대한 방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작업환경측정분석(Working Environmental Measurement) :

 실내오염인자를 측정기기 및 장치를 통하여 작업장 환경의 오염여부 판정과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기

술 및 학문적 지식을 교육

수질오염공정시험법(Sewage Treatment Engineering Analysis & Experiment) :

 오수,폐수,하수 내의 오염물질을 이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의의가 있고 현장에서 오폐

수 처리장 유지관리하는 지침에 관한 교육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

 기계 및 구조물의 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 변형률, 비틀림, 모멘트, 전단력 등 내

력의 거동을 해석하고 설계 교육

안전보건관리학(Safety & Health Management) :

 산업안전보건의 개요, 산업재해 및 통계, 산업재해 요인의 조사와 분석,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이론을 교수하여 안전보건관리 능력 배양

물리화학적수처리(Physicochemical Wastewater Treatment) :

 오염된 물이나 각종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단위조작과 화학적 단위공법 등의 행동에 관한 정보

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학문체제 교육

집진제어공학(Particulate Control Engineering) :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집진원리 및 집진장치 설계 및 유지관리기술과 

국소환기, 공조기계에 대한 작동원리와 설계 기술 학습

기계안전공학(Mechanical Safety Enginee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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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및 운용단계에 있어서 안전에 관한 물적·인적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방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건설안전공학(Constructiopn Safety Engineering) :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개념을 습득하고 각 공종별, 재해형태별 위험예지능력을 함양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

유해가스처리공학(Hazardous Gas Control Engineering) : 

 기체상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특성 및 처리기술을 학습한다. 특히, VOCs를 비롯한 유해가스상 물질의 

발생원에서 포집제어하는 기술에 관해 산업장 배출가스 및 실내작업장 환기와 실내공기오염을 심층적으

로 학습한다.

생물학적하수처리(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

 활성슬러지, 살수여상, 혐기성처리, 슬러지 처리 등, 물과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공정에 대한 이론과 응

용에 대해 학습

산업환기(Industrial Ventilation) :

 작업환경의 개선 대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소 배기장치, 희석식 환기장치 등의 설계 및 측정방

법 등에 관하여 교육

시스템안전공학(System Safety Engineering) :

 시스템의 안전성을 공학적 설계와 안전해석의 원리와 수법,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스템의 재해에 

관계된 원인의 상관관계를 분석, 원리와 기법 교육

상하수도계획및실습(Planning and Design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 :

 도시의 주요 하부구조 토목시설이며 공중위생시설의 근간인 상하수도 시스템을 계획, 건설,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학습

기계안전공학실험(Mechanical Safety Engineering Lab) :

 기계설비의 구조와 작동원리, 기계작업에 수반되는 재해에 대한 방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제적 

위험기계작업 실습, 안전성 평가 기술을 학습

기기분석 및 실험(Instrumental Analysis null) :

 산업체 작업환경 중 유해물질, 대기질 및 실내공기오염물질, 환경오염물질, 생체시료분석, 마시는 물, 하

폐수중의 물질을 분석하는 기기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실험 실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반복 숙달을 통하여 

스스로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 과목은 수질환경기사, 산업위생기사, 위생사, 대기환

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환경 및 보건분야의 실무에 활용한다.

구조물안전진단실험(Safety Diagnosis Testing of Structure) :

 건설현장 및 건설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비파괴시험법, 측정자료의 분석 및 평가 방법 등을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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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기술을 학습

화학안전공학(Chemical Safety Engineering) :

 무기 및 유기물질의 원료로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위험성, 화재 및 폭발의 기초를 배우고 온도와 압

력의 변화에 따른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의 개념학습

HSE현장실습(HSE Field Placement) :

 이론적인 학문을 산업현장에 접목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함양 

논문세미나(Thesis Seminar) :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의하여 조별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여 

과제의 계획수립, 조사, 실험, 분석, 결과도출 등 종합적인 이론 및 실무능력을 함양 

악취방지기술(Offensive Odor Control Engineering)

 악취라 함은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인간의 쾌적한 정서

생활과 건강에 폐해를 주는 나쁜 냄새를 의미한다. 이들 악취중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제어 기술에 

대한 설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과제의 계획수립, 조사, 실험, 분석, 결과도출 등 종합적

인 이론 및 실무능력을 함양

<전공선택 교과목>

안전보건심리학(Safety & Health Management) :

 산업활동에 있어 행동을 연구하는 응용심리학으로 선발과 배치, 교육훈련, 조직개발, 직무만족과 동기부

여,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피로와 산업재해 등을 교육

대기환경학(Atmospheric Environments) :

 건강한 인간과 건전한 사회조성의 요건인 Clean Environment를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에 관한 

제반사항의 이론과 실제를 습득

미생물학및실습(Microbiology Practice) :

미생물학은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미생물의 특성은 물론 발병기전과 면역기전 등을 통합적

으로 이해시킴으로써 감염병의 효과적인 진단, 치료, 예방 및 관리능력을 학습한다.

환경안전설비제도(Environment Safety Equipments Design and Drawing) :

 모든 시설과 설비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도면의 작성원리와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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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Public Health) :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보건관리의 원리 및 이의 실현방법을 이해하고 보건의료분야 요원으로서

의 기초능력을 배양

수질관리학(Water Quality Control) :

 하천, 호수 해역 등의 공공수역에 오염발생원에 따른 오염현상을 파악하고 자정능력을 산출하는 기법 

교육과 수자원으로서 가치를 확보하는 기술교육

실내공기질관리 및 실습(Indoor Air Quality(IAQ) Control and Management):

정부의 실내공기질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내환경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VOC, PM10,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 및 유해화학물질)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 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환경안전CAD(Environment Safety CAD) :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 및 제도에 있어서 그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CAD프로그램을 활용

한 실습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방법 습득

전기전자공학(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

 전기전자안전공학을 수강하기 위한 전기전자공학의 기초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전기회로, 전자기장, 전

기전자기기 등을 학습한다

산업독성학(Industrial Toxicology) :

 어떤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체에 독성을

 일으킬 만큼의 충분한 양(dose)이 체내에 들어가야 한다. 환경독성학은 흡입, 경구를 통한 섭취, 피부를 통

한 흡수 등의 경로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노출되는 미량유해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자 한다. 

전기안전공학(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저압 전기의 이론을 바탕으로 감전, 정전기, 전기화재, 전

기방폭, 낙뢰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연소공학및실습(Combustion Engineering Practice) :

 연료의 성상, 연소산화반응에 관련된 공급 공기량 및 연소가스 등을 적정 관리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

키는 이론과 기술을 습득

생물학적유해인자 관리 및 제어(Control and Management for bioaerosols) :

 환경성질환 발생 및 증상 악화 등에 관여하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등의 

생활주변 및 작업장에서의 생물학적유해인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측정, 평가, 관리하는 최신 

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아울러 이를 현장에서 평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한다.

재난안전관리학(Disaster Safety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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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환자 발생 대비 관리체계, 현장의료 지원단계의 관리체계, 의료기관의 재난의료 관리체계, 특수재난

에 대한 재난의료 관리체계, 해외재난에 대한 재난의료 관리체계, 평상시 재난의료 대응을 위한 준비, 유

사시 국가 재난의료관리체계의 작동 등을 익혀 응급구조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지

식을 배양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대기오염공정시험법(Official Measurement Methods of Air pollution) :

 대기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는 데 필요한 일반시험법과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분석 및 평가를 

통한 환경관리기술 교육

건설시공학(Construction Execution)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획, 실시, 완공 단계의 주요 공종별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특히 토공, 기초

공, 콘크리트공, 건설기계공 등을 학습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설계기술이란 기본 성능 기술, 신뢰성 성장 기술, 고객만족 기술, 비교 우위 확보 기술, 창의적인 성능 

개발 등을 포함한다. 즉,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으로부터 상용화할 EO까지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설계기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공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창의적 공학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므로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소방설비(Fire Protection Eqipment) :

 소방설비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원리, 작동방법 등을 습득하여 재

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안전의 기초적인 능력 배양

하천복원학(River restoration) :

 불투수층 증가와 하천의 수직강화에 의해 하천의 생태계가 심각한 상태임. 이를 자연형하천으로 변경

함으로서 수질환경 및 수생태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안전관리실무(Safety Management Practice) :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 안전점검, 안전관리규정, 위험요인의 

색출, 산재처리 방법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Lab Safety Management) :

인간의 연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과 환경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안전을 위한 행동 등을 교육

바이오에너지(Bioenergy) :

 바이오에너지는 지속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에너지의 환경 측면에서 중요성과 

경제적 타당성, 바이오에너지 작물이나 유기성 폐자원의 전처리 방법, 생물전환공정과 열분해 등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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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기술,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 바이오 에너지원의 이용, 에너지수지 분석 등 전반적 기술에 대하여 

원료 별, 에너지 별로 구분하여 학습한다.

건설관리학(Construction Management)

 주어진 조건 내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설계 도면에 따라 건축 구조물이나 토목 구조물이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을 교육

HSE인턴십Ⅰ,Ⅱ,Ⅲ(HSE InternshipⅠ,Ⅱ,Ⅲ) :

 이론적인 학문을 산업현장에 접목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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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교양필수 교과목>

심폐소생술(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 

  This course puts founding ideals in practice educating students to master CPR. This training gives 

students health awareness and the ability of first aid, which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and 

emergency medical systems.

인성과대학생활(Personality and Campus Life) : 

  This course is taught for first-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in-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I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adjust to 

campus life, making necessary preparations, and acquiring the knowledge and personalities required 

to college students. It is based on form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various activities jointly 

engaged in by the professor in charge and the students. It allows the students to realize successful 

campus life with guidance for easy adaptation to college through introductions to the college, 

departments, and major courses. In addition, students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personality 

training programs to help them develop the personality necessary to be global citizens and to 

nurture an appropriate set of values regarding global issues.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 

 Computational thinking refers to thinking processes that include defining and describing a problem 

so that people and machines can perform it effectively. Computational thinking involves breaking 

down the entire decision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associated variables and all possible 

solutions, and taking the corresponding parameters and problem limits into account to make the 

right decisions. In this course, we introduce problem decomposition, data representation, 

generalization, model, and algorithm.

생물학(Biology) :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biology. Students will learn basic biology as a basic disci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ower than the 

college-level biology may be taught if necessary.

물리학(Physics) :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physics. Students will learn basic physics as a basic disci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ower than the 

college-level physics may be taught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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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Mathematics) : 

 This course introduces for the different kinds functions, modelling methods, limit and continuity of 

functions,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matrix and vectrjor, differential function, etc.

화학(Chemistry) :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chemistry. Students will learn basic chemistry as a basic disci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ower than 

the college-level chemistry may be taught if necessary.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put the spirit of human respect and 

democracy in practice, and foster moral character by allowing students to foster service mind and 

recognize social problems through voluntary community servic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인성과미래설계(Career Guidance and Debates) :

 This course is taught for second-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in-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e to 

promote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cultivate their personality as future society members, 

and enhance their career efficacy by creat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activities among the 

students and also between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s. This process includes adjusting to study 

and to various human relations, achievi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exploring 

and determining personal career paths. Of these item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al task for 

university students who must prepare to advance in the workplace is choosing and preparing for a 

job. In addition,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develop into leaders prepared with resourceful and 

enterprising characters, communications, and leadership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an 

extra-curricular program of personality education.

영어읽기와쓰기(English Reading and Writing) :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basic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The main 

goal of the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academic content and write their ideas 

and opinions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skills, strategies, 

practice and confidence they ne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competency.

작문과화법(Korean Writing and Speaking)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basic communicative competence in Korean. 

Modern society is in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ors because communication plays a crucial role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The main goal of the course is to educate a well-rounded speaker and 

writer. We will use both theory and practice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writing and 

speaking skills, which are the core functions to commun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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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커뮤니케이션1(Global Communication1) :

 The aim of the courseis to help beginners improve their overall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글로벌커뮤니케이션2(Global Communication2) :

 This is the second level of the global communication course designed for students to advance 

their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mainly focus on enhancing students’ speaking skills through pair work, group work and 

whole class discussion.

 

<전공필수 교과목>

열유체역학(Heat and Fluid Mechanics) :

 Thermo-fluid Dynamics of Two-phase Flow is written for students, scientists and engineers who 

need in depth theoretical foundations to solve two-phase problems in various technological systems.

산업위생학(Industrial Hygiene) :

 Industrial hygiene is generally defined as the art and science dedicated to the anticipation, 

recognition, evaluation, communication and control of environmental stressors in, or arising from, 

the workplace that may result in injury, illness, impairment, or affect the well being of workers and 

members of the community.

인간공학및실험(Human Factors Engineering Lab) :

 This course introduces knowledge from the human sciences to match jobs, systems, products 

and environments to the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and limitations of people. 

It doing so, it seeks to improve healths, safety, well-being and performance.

작업환경측정분석(Working Environmental Measurement) :

 To educate the technical and academic knowledge necessary to determine and evaluate the 

contamination of the workplace environment through measuring instruments and devices

수질오염공정시험법(Sewage Treatment Engineering Analysis & Experiment) :

  It is important to acquire the technology of physico-chemical analysis of pollutants in sewage, 

wastewater, and sewage.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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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introduces the analysis methods of cross section forces, strain and stress, displacement, 

etc to analyze the behavior of structural members acted the external forces.

안전보건관리학(Safety & Health Management) :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understand managerial theories for accident prevention.  This 

course deals with organizational theory , hazard analysis, safety educati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accident data analysis , safety training , etc.

물리화학적수처리(Physicochemical Wastewater Treatment) :

 This course covers principle and technology  of the unit operations most commonly used in 

wastewater treatment include sceening, sedimentation, filtration etc. and the chemical unit process 

treated wastewater through chemical reactions.

집진제어공학(Particulate Control Engineering) :

 This subject defines the usage, qualification, maintenance and control procedures for  airborne 

particulate controlled environments. This procedure applies to controlled environment facilities 

operated at the facilities.

기계안전공학(Mechanical Safety Engineering) :

 This practice will introduce students to the field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help students 

appreciate how engineers design the hardware the builds and improves our society. 

건설안전공학(Constructiopn Safety Engineering) :

 This course gives instruction on accident prevention technique(falling, plane crash, electric shock, 

collpase, tec) for variety construction(excavation, concrete, steel structure, form work, scaffolding, etc)

유해가스처리공학(Hazardous Gas Control Engineering) : 

 This subject provides trainees with background information on chemical hazardous in the 

workplace. Topics discussed include: types of chemical hazardous found in the workplace, how 

chemicals can harm you, how to obtain and understand information about chemicals used at work, 

and the role of the health and safety representative in ensuring the safe use of chemicals found in 

the workplace.

생물학적하수처리(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

 This course will introduce principle and technology of the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used to 

remove dissolved and colloidal organic matter in the wastewater by a variety of mocroorganisms. 

산업환기(Industrial Ventilation) :

 Industrial Ventilation is the control of emissions and exposures to control hazardous concentrations 

of toxic material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o control temperature and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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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안전공학(System Safety Engineering) :

 This course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technical and managerial skills to systematic,

forward-looking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hazards throught the life cycle of a project , program , 

or activity.

상하수도계획및실습(Planning and Design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 :

 This course will introduce the delivery of water and sewerage, as well as the design, installation, 

operation, management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s. This course also will introduce 

pumping,  pipe line ,storage of water. 

기계안전공학실험(Mechanical Safety Engineering Lab) :

  This practice will introduce students to the field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help students 

appreciate how engineers design the hardware the builds and improves our society.

기기분석 및 실험(Instrumental Analysis null) :

 Through experiment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how to use equipment to analyze hazardous 

materials, air quality, indoor air pollutants, environmental pollutants, analysis of biological samples,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in industrial working environment. Cultivate the ability to operate the 

device. This course is intended to acquire the qualifications of water quality environmental engineer, 

industrial hygienist, hygienist, atmospheric environment engineer, and waste disposal engineer.

구조물안전진단실험(Safety Diagnosis Testing of Structure) :

 To acquire nondestructive test method for safety diagnosis of construction site and construction 

structure, analysis and evaluation method of measurement data, and learn comprehensive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화학안전공학(Chemical Safety Engineering) :

 Learning the basics of fire, explosion, from raw materials of inorganic and organic materials to 

products, learning concept of steady state and abnormal state according to change of temperature 

and pressure.

HSE현장실습(HSE Field Placement) :

 The goal of this internship program is designed for students' improved adaptability in business. 

Students will have an experience in HSE(Human and Safety/Health/Environments) industries, and will 

practically participate in production, preparation, examination, evaluation and testing which are 

based on the academic principles so that the students undergo this internship during the 

undergraduat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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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세미나(Thesis Seminar) :

 Students will select a topic by selecting a research project and instruct the instructor to select a 

topic, and develop a comprehens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skills such as planning, researching, 

experimenting, analyzing and deriving a task.

악취방지기술(Offensive Odor Control Engineering)

 A bad smell means a bad smell which exists in a mixed state of various ingredients and stimulates 

the smell of a person, thereby causing harm to the pleasant emotional life and health of the 

human being. To acquire knowledge on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odor control technology in 

the industrial field among the odor.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This certificate course is required respectively by the student vs professor partnerships.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the scholastic achievement,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o the 

Students have to present their themes based on academic and industrial interests of researching 

project which are surveyed and reviewed and must report the results and resulted in graduation 

thesis.

<전공선택 교과목>

안전보건심리학(Safety & Health Management) :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understand psychological applications of worker's behavior. This 

course deals with motivation and leadership, organizational development,

personnel selection, training, industrial accident, fatigue, human relation, etc.

대기환경학(Atmospheric Environments) :

  For the preservation of clean environments that needs to make the healthy and wholesome 

human society, this subject provides students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atmospheric 

environments.

미생물학및실습(Microbiology Practice) :

 Microbiology learns the ability of effective diagnosis, treatment,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microorganisms such as bacteria, 

fungi and virus as well as the mechanism of infection and immune mechanism.

환경안전설비제도(Environment Safety Equipments Design and Drawing) :

 Students are educated for targeting Design and drawing of environment equipmrnt and safety 

equipment.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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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health is the science and art of preventing disease, prolonging life and promoting health 

through the organized efforts and informed choices of society, organizations, public and private, 

communities and individuals.

수질관리학(Water Quality Control) :

 This course covers water cycle, water resources and  water pollution in rivers, lakes groundwater 

environment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실내공기질관리 및 실습(Indoor Air Quality(IAQ) Control and Managemen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government regulations for indoor air quality and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lutants (carbon dioxide, formaldehyde, VOC, PM10, Total airborne bacteria, 

Airborne fungi and harmful chemical substances) This lecture is about on management techniques.

환경안전CAD(Environment Safety CAD) :

 Use CAD programs to learn design and systems with computers and understand theories and 

concepts. Through this, various design methods are learned.

전기전자공학(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

  Students learn electric circuit, electromagnetic field, electric and electronic device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basic knowledg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ngineering for tak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safety engineering.

산업독성학(Industrial Toxicology) :

 Industrial toxicology, also known as entox, is a multidisciplinary field of science concerned with the 

study of the harmful effects of various chemical, biological and physical agents on living organisms.

전기안전공학(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

 Based on the theory of high and low voltage electricity used in everyday life and industrial field, 

we learn the technology to prevent electric shock, static electricity, electric fire, electric explosion, 

lightning, etc.

연소공학및실습(Combustion Engineering Practice) :

 This subject is designed to teach basic theories and techniques, which can diminish pollutants from 

the combustion of fossil fuels such as coals, petroleums and gases.

생물학적유해인자 관리 및 제어(Control and Management for bioaerosols) :

 This lecture is about the latest technologies for understanding, measuring, evaluating, and 

managing biological harmful factors such as bacteria, fungi, viruses, house dust mites and pollen 

which causes environmental diseases and symptom deterioration. In addition, you can practice to 

acquire skills which can be used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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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학(Disaster Safety Management) :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be applied to the disaster medical care system in case of 

disasters, the disaster medical management system for special disasters, the disaster medical care 

system for overseas disasters, And the operation of disaster medical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educate the expert knowledge necessary for emergency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field.

대기오염공정시험법(Official Measurement Methods of Air pollution) :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for air quality surveillance, Examination of the official methodologies 

for air quality sampling, measurement techniques and data acquisition, handling and analysis was 

taught.

건설시공학(Construction Execution) :

 This course gives instruction on fundamental knowledge for excavation work, foundation work, 

concrete work, construction machinery, therefore gives ability on safety in plane-do-complete steps.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The engineer's creativi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high value-added products are required. 

Students are educated via three majors courses for targeting engineering design, creative 

engineering design, design process, and creative product development. 

소방설비(Fire Protection Eqipment) :

  Students are educated for targeting understand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fire protection 

equipment.

하천복원학(River restoration) :

 This course covers theories and techniques for river restoration of damaged ecosystems by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and human society.

안전관리실무(Safety Management Practice) :

 In order to cultivate the practical ability that the safety manager should perform, it is taught the 

concrete action plan such as safety management plan, safety inspecti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 risk factor dete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method.

연구실안전환경관리(Lab Safety Management) :

Recently, social concern about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which uses chemical substances 

frequently due to leakage of HF, chemical substances, etc., should be increased and legal action 

should be taken. Lectures will be given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legal matters as a health 

and safety manager in related institutes such as schools an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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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Bioenergy) :

 Bio-energy is an eco-friendly energy source capable of sustainable production. It is important in 

environmental aspects of bio-energy, economic feasibility, pre-treatment method of bio-energy crops 

and organic waste, energy conversion technology such as bioconversion process and pyrolysis, bio. 

Study to the use of energy sources, energy balance analysis.

건설관리학(Construction Management)

 It educates the management activities to ensure that the building or civil structure can be installed 

safely and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purpose according to the design drawingf within the given 

period within the given conditions.

HSE인턴십Ⅰ,Ⅱ,Ⅲ(HSE InternshipⅠ,Ⅱ,Ⅲ) :

 The goal of this internship program is designed for students' improved adaptability in business. 

Students will have an experience in HES(Human and Environments/Health/Safety) industries, and will 

practically participate in production, preparation, examination, evaluation and testing which are 

based on the academic principles so that the students undergo this internship during the 

undergraduat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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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IT학과

【전공필수】

IT기업과 경영 (IT Business Management) :

경영학의 발달과정, 일반기업과 IT기업의 형태, 경영자 유형 등 경영학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과 새로 등

장하는 경영이론 및 기법, IT기업에 적용 가능한 경영원리를 이해시켜 기술경영,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

케팅, 회계, 인사관리 등의 기초에 관하여 폭넓게 학습하고자 한다.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 Oriented Programming) :   

본 과정은 자바언어를 이용하여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해봄으로써 객체지향의 개념을 이해

한다. 문제 해결에 있어 적합한 객체지향프로그래밍기술, 그리고 명확한 코딩 스타일의 작성이 본 과정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자료추상화, 자료은닉화, 상속과 다형성 등 OOP의 3가지 기본개념과 함께 다

양한 자바 주제 또한 다루게 된다.

의료정보학 개론 (Introduction to Medical Informatics) :

의료정보의 추상화, 정보분석과 정보처리, 의학용어와 어휘, 명명법, 질병분류체계, 표준화, 의학문헌, 정

보 및 지식데이터베이스 등의 의학정보를 수집, 정리,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근간을 공부하며, 의학

정보의 해석, 의학적 의사결정, 의사결정 지원, 지식공학, 데이터마이닝, 의학적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의 

지식공학적 처리에 관한 분야와, 컴퓨터기반 의학교육, 전문가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평가 등을 포함하

여 공부한다.

논리회로(Logic Circuit) :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조합논리회로, 순차논리회로, 메모리, 레지스터 구조 등을 이해

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를 시작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을 다루기 위

한 디지털 논리회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객체모델링(Object Modeling) :

프로그램을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객체지

향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수를 간편하게 하며, 보다 직관적인 코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

점으로 직관적인 코드 분석을 가능하게 모델링 하는 방법을 배운다.

자료구조(Data Structure) :

본 과목에서 고려하는 자료구조에는 Arrary, list, tree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자료구조를 이용하는 응용

분야로 자료의 정렬, 탐색, 압축, 컴파일 등에 관한 지식으로 익힌다. 기본적인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

로 이해하고 다양한 실례를 통해서 자료구조가 실세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이론적인 내용을 

익힌다. 본 교과를 이수함으로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알고리즘의 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자계산기구조(Computer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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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장치, 메모리, 입출력등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

에 입각하여,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컴퓨터에 대한 자기 개념

적 구축을 가능토록 하며, 특히 보건 ․ 의료 분야에 대한 시스템 사례 등을 활용하여, 이 분야에 대한 

개발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

데이터통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망에 대한 이해를 통

하여, 보건의료분야에 데이터통신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고, 또한 U-Healthcare 시스템 구축

을 위한 기본능력 및 응용력을  배양한다.

U-healthcare개론(Introduction to u-Healthcare) :

보건의료기술과 유비쿼터스기술과의 융합된 기술인 U-Healthcare System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배우며, 

다양한 U-Healthcare 시스템 구축사례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발방법의 이해하고, 응용시스템을 개발한

다.

의료영상처리(Medical Image Processing) :

컴퓨터에서 의료 영상을 표현, 저장, 처리, 압축하는 방법을 배운다. 처리 알고리즘으로는 히스토그램을 

통해 명암을 조정하는 방법, 잡음을 없애는 방법, 선명하게 하는 방법, 물체의 경계를 강조하는 방법 등

을 배운다. 특히 MATLAB을 사용해서 실습을 함으로써 이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파일처리(File Processing) :

파일의 기본 개념과 파일의 입출력 시스템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인덱스 구조와 데

이터의 효율적인 색인 방법들을 대한 모델링 방법 및 파일의 효율적인 관리기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

고 효율적인 파일 구성 방법을 학습하여 다양한 의료IT 응용분야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

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IoT실무(IoT Practice) :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해 정

보를생성, 수집, 공유, 활용하는 기술로써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기계간 통신이 가능한 기술을 습득한다. 

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과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조사의 유형 및 설계방법, 각종 자료의 체계적 획득 및 분석방법, 그리고 결과해

석 및 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방법을 중점 학습한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 :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의료IT마케팅 응용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관리시스템의 기능에 대하

여 고찰하며 특히,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개념, SQL, E-R 모델, RDB 설계, 트랜잭션 관리, 동시성 제어, 

에러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관리 기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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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Operating System) :

이 과목은 현대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체제의 특징들을 배우는 과목이다.  운영체제의 기본 구

성 요소들로는 운영체제 구조,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보조기억장치 관리, 입출력 서브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면 운영체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데이터분석실무(Practice of Data Analysis)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활동에서 요구되는 수집된 자료의 분

석 및 해석을 위한 각종 기법 및 절차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원천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기법으로 실제 분석 및 해석을 해본다.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

소프트웨어개발(프로젝트)은 하드웨어와 달리 공장제품과 같이 자동생산 되기 어려운 분야이다. 또한 눈

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격의 학문을 

익히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지를 이론

적으로 설명한다. 사용자와 생산자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구현, 테스팅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인계과정을 거치며 이후에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의 처리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IT제품개발(IT Product Development) :

IT기업의 제품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IT기업의 제품개발의 프로세스(process)를 수립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며, 이를 지도하여 실무에 임했을 때 효율적인 IT기업의 제품개발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능력을 함양시켜 IT기업의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도록 한다.

임상데이터마이닝 (Clinical Data Mining) :

병원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많은 양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임상 데이터는 일반

적으로 연구 결과보다는 임상 실습의 부산물이다. 전자, 정보학, 통계학, 생물 의학 및 공중 보건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설명한다. 본 과목에서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데이터 분석을 소개하고, 임상 분

야의 데이터 마이닝 원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또한 실제 의료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무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와 개발의 실무과정을 익힌다.

의료전문가시스템(Medical expert system) :

의료전문가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임베디드 프로그램과 논리프로그래밍을 위한 의료전문가시스템을 

구현한다. 또한 실제 의료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시스템에 적용하여 실무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와 개발의 실무과정을 익힌다.

병원ERP(Hospital ERP) :

병원 ERP는 회계, 인사, 급여, 예산 등 4개의 기본 모듈로 구성되며 병원에 따라 자산 관리도 포함될 수 

있다.  사용부서, 구매부서, 자재관리부서가 정보를 공유하여 청구에서 발주까지 소요되는 리드타임을 단

축하고 코드 표준화로 물류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 병원 ERP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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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 및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환경으로 인사관리에서는 통계관리를 통해 업무시간 단축, 근무현

황 관리, 업무간소화, 원가자료 등의 계산, 구매 및 재고관리에서 프로세스를 개선으로 단일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 수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업무구조와 경영개선을 ERP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 알고리즘(Computer algorithm) :

프로그램을 하기위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료의 저장과 처리 방법의 개념, 표현 및 처리 방법 

등을 배운다.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인 알고리즘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습득한다. 

취․창업실무(Employment and Startup Practice) :

의료 IT 마케팅과 관련된 기업과 개인의 창업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구체적으로 기

본적으로 창업 뿐만 아니라 의료 IT마케팅분야의 기업에 종사할 때 꼭 필요한 업무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과 업종개발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학과에서 4년간 배운 이론과 실무를 통하여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 자료조사를 통하여 연구대상 

주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 심층 연구를 시행하며, 그 연구 결과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발표

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전공선택】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

컴퓨터 웹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웹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 

프로그래밍을 통한 실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마크업 언어인 HTML5와 CSS3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단계별로 학습하고, 웹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HTML5와 CSS3, 자바스크립트를 어

떻게 응용하는지 알아본다. 또한 데스크탑용 웹 페이지를 기본으로, 스마트폰을 위한 모바일 웹 페이지, 

태블릿을 위한 웹 페이지 등 디바이스에 따른 웹 제작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

양하고도 중요한 스마트 웹 기술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는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

의 하나이다.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

의학용어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병원행정 

및 의무기록정보 관련 업무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학용어를 어려움 없이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의학(medicine)의 언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목으로 의학용어

의 국제표준체계인 ICD와 SNOMED를 이해하고 시스템으로 구현된 MeSH와 UMLS를 소개한다.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

마케팅적 사고에 입각한 마케팅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념 및 분석기법 등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마

케팅환경, 마케팅조사, 소비자행동, STP전략, 마케팅활동의 핵심수단인 제품, 가격, 촉진, 유통 등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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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및 실행에 관한 내용 등을 중점 교수한다.

디지털 경제(The Digital Economy) :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경제와 밀접하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대상으

로 경제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등 경제학의 전

반적인 이론과 실제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

의료IT산업론(Medical IT Industry)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기에 의료사회, 건강사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문명이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컴퓨터를 포함한 네트웍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많은 관심

사의 대상인 의료에 관한 기본 용어, 의료장비, 컴퓨터기반 의료장비 등의 발전사, 발전과정, 장비의 기

능 등을 다루는 과정이다.

보건통계학(Biostatistics) :

보건통계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학의 이론적 기초를 배우고 보건학에 있어서의 자료의 수집, 처리 

및 평가에 대한 기술을 습득한다. 전산통계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습을 통해 자료

처리 능력을 키운다.

컨텐츠유통(Principles of Distribution for Information Industry) :

정보분야 유통학문의 기초지식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제환경과 관련된 유통에 대한 제반 이론과 

정책, 거시적인 유통현상 등에 관한 내용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관련된 유통경로상의 도․소매상의 

기능, 입지 및 상권분석 등 유통학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학습한다.

C/S 시스템(C/S System) :

클라이언트/서버는 두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할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클라이언

트/서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네트워크에서의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컴퓨

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C언어(C Language) :  

C언어의 습득과 함께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

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 프로그래밍을 통한 실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다양하고도 중요한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는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의 

하나이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기업이 현재와 미래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한 고객의 관리와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배운다. 그리고 고객관계관리(CRM)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판

매, 마케팅, 고객서비스, 기술적인 지원 등의 시스템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습득하도록 이론

과 사례중심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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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기계학습에서 사용되는 많은 개념, 기술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이

는 분류와 선형회귀에서 시작해서 부스팅, SVM, 은닉 마코브 모델, 베지안 네트워크와 같은 최신 주제

까지 살펴본다. 특히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직관적인 통찰력뿐만 아니라  기계학습이 어떻

게 동작하는 지에 대한 형식적인 이해도 자세히 배운다.

U-healthcare실무(U-healthcare Practice) :

유비쿼터스컴퓨팅의 핵심요소인 오브젝트 식별, 센싱, 사물간의 통신에 관한 개념을 바탕으로 ICT/IOT 

기반 헬스케어시스템 관한 다양한 응용분야 및 활용 예제를 살펴보고,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응용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PACS는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라 말하며 의료영상, 특히 방사선과진단 영상들을 디지털 상태로 

획득한 후 고속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의료영상을 저장하며 의료진들이 기존

의 필름과 뷰박스 대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료영상을 조회, 검색하는것으로 영상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 하는 포괄적인 영상관리 및 전송 시스템을 말한다. 이런 의료 영상을 표현, 저장, 처리, 압축하는 

방법을 배운다. 

의료DB실무(Practice of Medical DataBase) :

오늘날 의료IT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DB 기술를 통한  DB 관리기법과 DB 연동 기술을 통

한 현장실무 전문능력 및 의료IT 응용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DB 전문가를 배양하고 효율

적으로 DB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DB 관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창의적 IT의료기기(Creative IT Medical Equipment) :

의료와 IT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창의적 사고를 통해 의료와 IT가 결합된 제품을 기획하고, 이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전공과 결합된 창의

성을 함양한다.  본 과정에서는 이를 위해, 의료와 IT에 관한 관련 도구의 사용법 및 개발사례를 제시하

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구현해 나가도록 진행한다.

모바일프로그래밍(Mobile programming) :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스마트폰, Tablet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클

라이언트 기반 기술을 다루는 분야로써 모바일 웹 개발을 위한 클라이언트 기술인 HTML5, 자바스크립

트, 그리고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iOS, Android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한다.

IT비즈니스실무(Practice of IT Business) (소) :

급격하게 변화하는 IT비즈니스 환경하에서 IT기업이 확고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과업수행의 정확한 지침

을 제공하는 시장지향적인 전략적 사고를 배운다. 그리고 전략적 IT비즈니스의 계획과정과 IT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자 한다.

빅데이터활용(Applications of Big Data)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산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에 대해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기

술의 개념과 분석기술을 고찰하고, 실제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방법을 중점 학

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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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개발 (Practical Development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나 진료, 수술 및 검사기록을 전산에 입력시켜 정리 및 보관하는 HIS시

스템을 공부한다. 특히 전자의무기록, 처방전달시스템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소개하

고 이를 병원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실재의  HIS시스템을 개발하는 전산개발기술을 익힌다. 특히 전

자의무기록, 멀티미디어 (음성,영상)정보교환, 의학용어와 코드 통일, 검사장비간의 정보교환 등을 공부한

다.

센서네트워크응용(Sensor Network) :

센서 네트워크는 사람 중심에서 사물 중심으로 정보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광대역망과 통합해 유

비쿼터스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것으로 개체를 식별하는 단계에서 센싱 기능을 부가해 환경 정보를 동시

에 취득하는 단계를 거쳐 상호 간 통신으로 IoT 기반의 응용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작품이나 설계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의 과정

을 이해함으로써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학생 스스로 기획,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고 실제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취업으로 연계하는 교육 과정이다.

휴먼인터페이스(Human Computer Interaction) :

HCI(휴먼컴퓨터인터엑션)과목은 컴퓨터를 기반한 제품의 사용자의 사용성, 유용성, 감성 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요소, 컴퓨터요소, 상호작용요소를 구분

하고, 두 번째로 컴퓨터에 기반한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또한 완성된 소프트웨어 제

품의 사용성을 측정하여 바람직한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교과목이다.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 

본 교과는 전자 의료 기록 (EMR)을 통해서 의료정보의 모범 사례들을 공부한다. 또한 병원의 관리적 측

면에서 EMR을 공부한다. 특히 EMR의 정의, 주요 기능, 강점 및 약점이 소개되고 EMR의 일반적인 발전

과 EMR 적용의 현재 상황을 소개한다. 추가로 환자정보의 보호와 같은 주요이슈를 공부하고, EMR이 병

원의 관리적 측면애서 환자관점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소개한다. 

현장실무(인턴쉽)(Field / Application Practice) :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종합적인 설계 및 프로젝트 개발 능력을 함양하며, 산업체의 요

구를 학생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고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취업으로 연계한다.

268



Department of 

 Medical IT and Marketing

【전공필수】

IT기업과 경영 (IT Business Management) :

This course is designed to the student learn about basic concepts of development process of 

general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 business administration, type of corporate and CEO, IT 

business management theory, for helping students understand IT business principle. Extensively deals 

with technology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production management, marketing, 

accounting, human resources management.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 Oriented Programming) :   

Students learn to develop applications with the Java language using the Object Oriented Paradigm. 

Focus is on problem solving, proper Object Oriented Programming techniques, and clear coding 

style. The three fundamentals of OOP are covered: data abstraction and encapsulation, inheritance, 

and polymorphism. Basic Java is explored including interfaces, exception handling, and user 

interfaces. 

의료정보학개론 (Introduction to Medical Informatics) : 

In this course we deal with abstraction of medical information, information analysis and processing, 

medical terminology and vocabulary, nomenclature, disease classification, standardization, and the 

medical literature, information and knowledge, such as a database of medic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in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medical decision-making, such as decision support, 

knowledge engineering, data mining,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knowledge engineering 

processing of information on the field of computer-based medical education, expert systems, and 

information systems, and evaluation.와, 컴퓨터기반 의학교육, 전문가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평가 등을 

포함하여 공부한다.

논리회로(Logic Circuit) : 

Logic Circuit is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analog and digital, and acquire knowledge of 

basic digital logic circuits for embedded systems by develop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design combinational logic circuits, sequential logic circuits, memory, and register structures.

객체모델링(Object Modeling) : 

Object-oriented programs can make programs flexible and easy to change, so they are used to 

large-scale software development, software development is simplified, and intuitive code analysis is 

mod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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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Data Structure) :

A data structure is an arrangement of data in a computer's memory or even disk storage. An 

example of several common data structures are arrays, linked lists, queues, stacks, binary trees, and 

hash tables. Algorithms, on the other hand, are used to manipulate the data contained in these 

data structures as in searching and sorting. Many algorithms apply directly to a specific data 

structures. When working with certain data structures you need to know how to insert new data, 

search for a specified item, and deleting a specific item.

전자계산기구조(Computer Architecture) : 

Introduction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unctional units in a mordern computer makes it 

possible that students can explain the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y related to Computer 

Architecture and Organization and apply theories related to internal functional units to the 

performance analysis of various machine architectures by discussing and camparing modern machine 

architecture.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Data communications  in real life 

and to get the ability to apply the Data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health care sector 

throughout understanding the communication networks. Also, you will improve the basic skills and 

the application abilities for building U-Health care system.

U-healthcare개론(Introduction to u-Healthcare) :

This course is to learn about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U-Healthcare System, which is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of the Health care technologies and ubiquitous technologies and help 

you understand how to develop the system through various U-Healthcare Systems case study 

analysis. You will earn the ability to develop the application system.

의료영상처리(Medical Image Processing) :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provide a basic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digital image  

processing, especially for the medical image. Major parts of the course will concentrate on image 

fundamentals and mathematical transforms necessary for image processing, enhancement techniques, 

restoration procedures, compression procedures, segmentation and representation techniques and a 

few more advanced topics.

파일처리(File Processing) :

This course provides basic concepts of files and efficient management of file I/O systems. 

Therefore, This course learns how to model indexing methods and efficient indexing of data, 

developing file management techniques.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train the specialist 

developing and designing the medical IT application system, also learn how to organize file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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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실무(IoT Practice) : 

IoT (Internet of Things) is all about people, things, space, data, and the Internet.

It is a technology that connects, creates, collects, shares, and utilizes information.

We also study technologies that enable communication between machines through smart phones 

and wearable devices that can be used in real life.

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to provide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research methodology 

which is an organized way of develop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Specifically 

emphases are placed on problem definition,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methods, questionnaire 

design and attitude measurement, sampling schemes, and data analysis methods.

데이터베이스(DataBase) :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f databases and their management systems. The topics include 

database system architecture, concept of data model and function of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 Specially, to understand SQL that is standard database language of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and data processing method to use this. Also, to gain an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transaction processing, entity-relationship model, integrity, security, 

concurrency control, recovery and optimization strategy issues associated with database management 

systems.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learn various aspects of modern computer operating systems. Topic will 

include operating system structures, process management, memory management, storage 

management and I/O subsystems. A good background on computer architecture, algorithms and 

programming languages will be helpful.

데이터분석실무(Practice of Data Analysis) :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methods to the strategic 

decision making. Emphases are placed on case studies, data analysis, model building techniques, 

statistical reasoning, and communications of statistical results. A statistical computer package (SPSS) 

will be used in the course.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

Software engineering is the study of ways in which to create large and complex computer 

applications and that generally involve many programmers and designers. At the heart of software 

engineering is with the overall design of the applications and on the creation of a design that is 

based on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end users. While software engineering involves the full life 

cycle of a software project, is includes many different components  specification, requirements 

gathering, design, verification, coding, testing, quality assurance, user acceptance testing,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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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ngoing maintenance.

IT제품개발(IT Product Development) :

Understanding general concept IT business of product development, learn about established IT 

business product development of process. Train oneself in practical IT business teach effective IT 

product planning and processing in adaptability of skills in field.

임상데이터마이닝 (Clinical Data Mining) :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are inevitably introducing very large amounts of clinical data that 

might be useful for further analysis. Clinical data in the CDW are usually byproducts of clinical 

practice rather than the product of research. Data miners usually have various skills such as 

electronics, informatics, statistics, biomedicine, and public health. Here, we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basic concepts on the principles of data mining in clinical fields including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as well as technical concerns. This course is to learn about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and development methods of medical expert system.

의료전문가시스템(Medical expert system) :

The medical expert system implements a medical expert system for embedded programming and 

logical programm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velops the medical expert system by 

using th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learns how to use the expert system developed with 

contents of medical work for practical use.

병원ERP(Hospital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systems integrate information from different departments in one 

common database for an entire organization. They have demonstrated their efficacy in a number of 

companies of different types. However, a problem arises in organizations with highly differentiated 

cultural areas; often such areas have traditionally had independent information systems and control 

over the interests of their area, such as hospitals. This case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an ERP 

system implementation in a hospital. The study's objective is to identify, by means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the principal technological objectives that were set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which of those objectives were achieved, and the deficiencies that have 

subsequently become evident.

컴퓨터 알고리즘(Computer algorithm) : 

Computer algorithm is learn how to approach algorithms for systematic programming and how to 

analyze their complexity to learn logical thinking skills that can solve various problems.

취․창업실무(Employment and Startup Practice) :

You can learn theories and practices of business starting-up and employment of medicin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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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You may learn business starting-up, employment, and develop ability that you can do 

new business and develop business type to help you develop ability of medical IT.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

Based on the knowledge gained through the four years of studying in the department, basic 

research will be used to identify and select the subject of the research, to conduct in-depth 

research, and to develop the ability to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prepare and presen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do.

【전공선택】

의료IT산업론(Medical IT Industry) :

Medical IT industry is developing a wide range of core technologies, including u-healthcare, medical 

instrument, converging sensors with telecommunications,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and 

Ubiquitous Sensor Network (USN) technologies which are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u-world of 

the future, human-friendl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low-power computing technology for 

low-carbon green growth, u-health/life care technology for health and well-being, and intelligent 

mail distribution technology including real-time postal logistics operation technology and postal 

automation network technology. We will further strive to research and make them commercialize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ew advanced businesses in the IT convergence industry.

보건통계학(Biostatistics) :

This course involves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statistical science to analyze public health 

problems and to further biomedical research. The science of biostatistics encompasses the design of 

biological experiments, especially in medicine and agriculture; the collection, summarization, and 

analysis of data from those experim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and inference from, the results.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

This cours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of computer web programming. After understanding the 

basic elements and structure of web programming language, students will learn how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through computer programming. Using HTML5, CSS3, and JavaScript, students will 

learn how to use HTML5, CSS3, and JavaScript on the website, also how to build web servers on 

smartphones, mobile web pages, and websites based on web pages. Variouse and important smart 

web skills will be provided to improve the programming development ability.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

Medical terminology is the language used in Hospital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flow of hospital work, to ensure that hospital administration and medical record 

information related tasks are carried out systematically, medical terminology should be abl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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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without difficulty.  This course develops the ability to read and understand the language of 

medicine. Through the analysis of prefix, root and suffix definitions and terminology, we understand 

the rules of medical terminology and improve the abbreviation. We also understand ICD and 

SNOM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system of medical terminology, and experience MeSH and 

UMLS implemented in the system.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to demonstrate the role of marketing in the company; to 

introduce students to marketing strategy and to the elements of marketing analysis; and to 

familiarize students with elements of the marketing mix - product planning, pricing, communication, 

distribution - to satisfy customer needs profitably.

디지털 경제(The Digital Economy) :

Men's living life has close relation with the economy. The digital economy helps you understand 

basic concepts of the economics of many issues at men's daily lives. It has covered theories as well 

as actual conditions of microscopic economics, macroscopic economics and others. 

컨텐츠유통(Principles of Distribution for Information Industry) :

The principles of distribution for information industry that is basic knowledge of distribution science 

helps you learn not only theories and policies of distribution of business economic environment 

from macroscopic point of view but also functions of wholesalers and retailers at distribution 

channels, location and trade area analysis and others from microscopic point of view to understand 

and make use of distribution science. 

C/S 시스템(C/S System) :

The client / server represents the role relationship between two computer programs and 

understands the client / server relationship. This course deals with network computing that connects 

distributed systems in a network.

C언어(C Language) :  

This course introduces the C Language and the basic concepts of computer programming. After 

understanding the basic elements and structure of a programming language, students will learn how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through computer programming. Also variouse and important 

algorithm will be provided to improve the programming development ability.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This course learns about foundation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is a system for 

managing a company interactions with current and future customers. A Study of theory and case 

study the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involves using technology to data b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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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 sales, marketing, customer service, and technical support.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 

This introductory course gives an overview of many concepts, techniques, and algorithms in machine 

learning, beginning with topics such as classification and linear regression and ending up with more 

recent topics such as boosting, support vector machines, hidden Markov models, and Bayesian 

networks. The course will give the student the basic ideas and intuition behind modern machine 

learning methods as well as a bit more formal understanding of how, why, and when they work.

U-healthcare실무(U-healthcare Practice) :

Based on the concepts of object identification, sens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objects, which 

are key elements of ubiquitous computing, we will examine various applications and examples of 

ICT / IOT-based healthcare systems and develop application programs using sensor networks.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PACS is a medical imag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It acquires medical images, especially 

radiological and diagnostic images in digital state, transmits them using a high-speed computer 

network, and stores medical images with digital data, Which refers to a comprehensive video 

management and transmission system that uses a video to view and search for medical images. In 

this course, we learn how to express, store, process, and compress such medical images.

의료DB실무(Practice of Medical DataBase) :

This course practices which is being much used in the medical IT fields. Also, this class studi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atabases and business database management systems(DBMS) and studies 

DB administration and DB interlock technology.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train the DB 

specialist developing the information system of the medical IT fields and the DB administrator 

managing the DB efficiently.

창의적 IT의료기기(Creative IT medical equipment) : 

Through the theme of fusion of medical and IT, it is a process to support education so that each 

student can do his / her favorite research. By planning and combining products combining medical 

and IT through creative thinking, this course will cultivate creativity coupled with major. For this 

purpose, this course presents usage and development examples of related tools related to medical 

and IT, and based on this, proceeds to embody their own ideas themselves.

모바일프로그래밍(Mobile programming) : 

Mobile programming is a field that deals with client-based technologies for planning services 

optimized for smartphones and tablets and for developing real services. Learn HTML5, JavaScript, 

and iOS and Android programming techniques for developing mobile apps for mobile web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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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니스실무(Practice of IT Business) :

Students learn strategic management techniques to success rapid changing IT business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the strategies from a strategic thinking and practical IT business perspective. 

Students also learn process of planning IT business and IT business strategies based on theories 

and practical perspective.

빅데이터활용(Applications of Big Data) :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to provide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Big Data which is an 

essential technology in the ICT industry. Specifically emphases are placed on the concept, analysis 

technology, numerous Application cases and Application methods of Big Data.

HIS 개발 (Practical Development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 

In hospital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the computational system are organized and archived by 

all skills associated with the care of patients with medical records. Especially we focuses on the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and PACS (Medical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experiences on the real system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ospital, the unified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multimedia (voice, video) information exchange, 

medical terminology and code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test equipment are 

covered in this course.

센서네트워크응용(Sensor Network) : 

The sensor network acquires knowledge about application system based on IoT through 

intercommunication by expanding informatization from person to object and adding sensing 

function to acquire environment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Capstone Design is a curriculum that aims to cultivate creativity, practical skills, teamwork and 

leadership by transferring necessary skills and transfer them to employment by planning and solving 

the tasks required by the industry. 

휴먼인터페이스(Human Computer Interaction) :

A basic goal of HCI is to improve the interactions between users and computers by making computers 

more usable and receptive to the user's needs. Specifically, HCI is concerned with, methodologies and 

processes for designing interfaces, methods for implementing interfaces, techniques for evaluating and 

comparing interfaces, developing new interfaces and interaction techniques, developing descriptive and 

predictive models and theories of interaction.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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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find out the most successful cases for medical information 

focusing o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Also aspect of the EMR is reviewed in terms of the 

hospital management. In particular, definitions, major funct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EMR are introduced and examined the general development of the EMR as well as the current 

situation of applying the EMR. In addition,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protection of patient 

Medical information, informed consent, and the customer-oriented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re 

discussed and interpreted in light of the introduction of the EMR into the area of the hospital 

management.

현장실무(인턴쉽)(Field / Application Practice) : 

Students will develop their project development skills with the knowledge gained through their 

lessons. Students will plan and solve the needs of the industry by themselves to build up creativity, 

practical skills, teamwork, and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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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학과

<전공필수과목>

공학물리 (Engineering Physics)

공학물리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물리학에서 공학에 요구되는 수동소자, 반도체, 초음파에 대한 물리적 특징에 대해 심화적

으로 학습한다.

공학수학 (Mathematics for Engineering)

이공계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할 과목으로서 물리학 및 전자공학의 기초가 되는 미적분, 행렬식, 벡터

해석, Fourier해석, 복소수함수, 수치해석 등 수학 분야를 다루며, 궁극적으로 의료기기 연산 및 컴퓨터를 

활용 하여 수식해석과 응용을 실무에 적용 한다.

생체전기  (Bioelectric)

생명 신경 및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현상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생체전기 신호의 검

출 및 이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다. 또한 생체전기현상이 발생되는 과정을 정량화하기위한 전

기적인 모델수립기법을 습득하여 생체전기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기초전자공학 (Electronic Circuits)

 의료기기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자회로의 기본지식을 주로 다룬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FET와 같은 

여러 반도체소자의 원리와 응용 개념의 이론을 학습하며, 능동 및 수동소자로 구성되는 기본 증폭기 회

로를 학습한다. 

기초전자공학 실험 (Electronic Circuits & Laboratory)

 본 교과목은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의 기본소자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를 시험하는 것이며, 반파 및 전

파 정류회로, 스위치, 트랜지스터 증폭기와 FET소자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방사선학개론  (Introduction of Radiology)

 원자핵과 전자의 구조에서 물질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발생되는 방사선과 이 물질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방사선 붕괴 및 핵 변화를 통해 방사선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는 진단 및 치료 장비에서 기본적

으로 적용하는 방사선의 기본 구조, 원리 및 특성을 확인한다. 

디지탈생체신호처리 (Digital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생체신호 처리 및 해석을 위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디지털 필터 설계방법

(컨벌루션, Z-변환, FFT. FIR, IIR, Adaptive Filter 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이산신호 처리 및 시스템 해

석에 대한 지식 배양을 목표로 한다.

컴퓨터프로그래밍 C/C++ (Computer Programming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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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 시스템의 설계에 요구되는 Visual C/ C++의 기본적인 지식 및 활용능력

을 배양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인 C의 개념을 잡고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밍 능력과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학습한다.

생체계측  (Bio-Medical Instrument Measurement)

 생체계측의 각종 원리이론 및 방법과 생체특성 이론을 학습하고 다양한 생체계측 공학적 이론을 습득

하며, 생체현상이론과 생체신호 측정 원리 이해를 통한 생체신호 변환 기술의 원리, 구성 고찰, 생체신호

계측기술의 개념이해 및 생체계측 기술원리, 장치구성, 적용을 학습한다.

생체계측실습 (Bio-Medical Instrument- Measurement Experiment) 

 생체계측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의료기기 실습으로  센서회로 및 생체계측 회로를 구성을 실습한다. 생

체계측의 기술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생체계측 측정 회로장치를 제작 실습을 통하여 의료기기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킨다

생체재료 (Biomedical Device)

생체재료는 인체에 이식되는 치과 인공치근, 정형외과 골접합용 판 및 나사, 척추고정재, 인공관절, 인공

척추디스크, 혈관계 및 비혈관계 스텐트, 인공혈관, 혈액투석기 등을 포함한다. 이들이 인체에 이식되어 

생체기능성과 생체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속과 세라믹 재료에 대하여 공부한다.

생체역학 (Biomechanics)

 생체역학은 인체에 작용하는 내력과 외력과 이러한 힘들에 의해 생성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

이다. 주로 정역학을 다루게 되며 뉴턴의 법칙, 벡터와 모멘트, 정역학, 변형체, 응력과 변형률을 다루게 

된다.

의료계측기기 (Medical Instrumentation)

 의료기기 실무 이론을 학습하고, 의료공학관련 이론을 체계화하여 의료기기 구성장치 분석설명, 생체신

호변환 기술 원리, 구성, 고찰 생체 신호처리 기술 개념 이해와 첨단 의료기기의 기술 원리, 구성, 적용, 

의료장치의 학습한다.

재활공학 (Rehabilitation engineering)

 재활공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공학적으로 시스템적 응용을 하는 학문이다. 이 

과목을 통해 근전신호와 신경신호의 보철기와 인공사지에 대해 컴퓨터보조기술을 배우게 된다.

방사선기기 (Radiology instrumentation)

 X-ray을 통해 발생되는 Image와 형성되는 통한 이를 적용된 장비들의 특성과 원리 및 응용 분야에 대

해 학습하고, 전기∙전자적 측면에서 관계된 방사선 장비에 대한 이해와 적용함으로 진료방사선 기기의 

특성과 관리적 측면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방사선기기 실험 (Radiology instrumentation Laboratory)

 X-ray를 발생하는 X-선 발생 장치의 특성 와 원리 및 응용 등을 통하여 학습하고, 전기∙전자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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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계된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적용하여 진료방사선 기기의 장비 관리적 측면을 학습하고 실험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공학 및 실험 (Microprocessor Application & Practice)

 컴퓨터의 기본구성,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어 세트,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요건의 기초를 다

룬다.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C프로그래밍과 함께,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I/O포트 프로

그래밍, 인터럽트핸들링, 타미머/카운터, 직렬 인터페이스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용마이크로컴퓨터 및 실험 (Medical Microcomputer Application & Practice)

마이크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응용과 인터페이싱 기법을 익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의료기기 마이

크로프로세서 응용을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  주변장치, TWI ,SPI 와 같은 직렬통신 인터페이스와 

센서 응용회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임상의공학 (Clinical Engineering) 

 병원 및 임상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임상각과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종류 및 적정기능 수

행을 위한 성능 평가 방법, GMP 규정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기 성능 유지를 위한 위기 대처능력

을 학습한다.

인체해부학 (Human Anatomy)

인체해부학 강의에서는 뼈들과 뼈들을 연결하는 관절을 포함한 골격계, 심장과 혈관을 포함한 순환기계, 

근육의 구조와 기능, 소화기계, 비뇨기계, 호흡기계 등을 배운다. 

의료기기인허가 (Medical Device Regulations)

한국의 의료기기 제조와 수입에 필요한 인허가 규정에 대하여 공부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ISO 

13385와 유사한 의료기기제조품질관리인증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은 서류와 한 장 

방문으로 인증여부를 심사한다.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대학 4년간 의료공학 이론 및 학과실습 그리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공학과 

관계된 하나의 테마를 선정하여 주제에 대한 기본 자료조사 및 심층연구(또는 제작)를 시행하고, 그 연

구결과를 논리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서술, 발표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현장실습(Iudusty Experience)

 대학에서 4년간 배운 의료공학 관련 지식을 현장에서 실습을 통하여 적용하고 이해하며, 정리하는 학

습을 한다. 각 실습기관에서 의료기기의 도입, 설치, 관리, 운영,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에 대한 실무적인 

방법을 학습하고, 취업시 시행하게 될 업무를 사전 실습 해 봄으로써 졸업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진로탐색 및 정보수집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280



 <전공선택과목>

인체생리학(Human physiology) 

생리학은 생물체와  그 구성요소인 세포, 조직, 기관 등이 생명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다루는 학문으로 인체와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과 기관들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작

동되는 과정과 수행되는 기능을 학습한다.

디지털공학 및 실험 (Digital Circuits & Laboratory) 

불 대수의 논리이론을 기초로 하여  논리게이트를 갖는 디지털회로의 기본 지식과 실험을 다룬다. 순차

회로의 설계와 분석, 플립플롭, 레지스터, 카운터, 메모리, 기본논리 소자들이 또한 다루어진다. 

회로이론 및 실험 (Circuit Theory & Laboratory) 

 전자장비와 의료기기의 회로해석에 필요한 회로이론과 회로소자 모델의 이해를 본과정에서 다룬다. 본 

과목에서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와 같은 선형회로 소자를 학습하며, 전류원과 전암원의 기본 개념과 회

로의 전기적 원리와 법칙들이 소개된다.  

레이저의료기기 (Medical Laser Instrument)

 전자파 유도방출 및 광원을 사용하는 진단, 치료기기의 기본 광학 이론을 소개하고 생체의 광학적 특

성 및 광기하학 이론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광학 의료기기의 종류별 특이성과 임상 이용에 대한 지식 

배양을 목표로 한다.

생체신호 및 시스템 (Biomedical Signals and Systems) 

이 과목에서는 연속과 이산에 대한 신호 및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다. 신호 및 시스템은 시간영

역과 주파수영역에의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이 두 영역의 관계는 푸리에변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속

시간과 이산시간에 대해서 필터링과 필터설계 그리고 피드백의 기본개념까지 설명된다.

의용전자회로 (Advanced Electronic Circuits) 

 트랜지스터 증폭기, 연산증폭기, 계측증폭기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전자회로를 분석하고 구성하

는 능력을 함양하며 의료기기와 같은 전자시스템에 응용되는 방법을 배운다.

의용전자회로실험 (Advanced Electronic Circuits  Laboratory) 

 전자 응용회로를 구성하고 구현하기 위해 전자적 소자들이 사용되는 방법을 배운다. 전압 폴로워, 부궤

환 증폭기, 필터회로와 같은 FET 와 연산증폭기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안전 (Medical Instruments Safety)

 환자 및 의료기기 종사자들에게 최적의 진단 및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기 전기안전, 의료기기 방사선

안전,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 등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및 성능관리에 대한 국제규격 및 일반 원리를 

이해한다.

의료재료와 인허가 (Medical Materials and Regul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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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허가를 얻기 위하여 환 자혹은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재

료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독성학적, 생물학적 반응을 시

험을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에 대한 시험항목, 표준 규격, 시험 프로토콜, 데이터 분석 및 시험 결과에 대

한 요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교과에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기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학습하고, 그 재료의 기계적,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방법을 배운다. 

의료기기제작실무 (Biomedical Instrument production Working)

의료기기 이론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기기 실무 설계기술을 배양하고 구현하며, 의료기기 설계 제

작 실습을 통하여 의료기기의 실제 동작원래, 구성을 실무기술을 배양하여 현장에서 의료기기설계, 제작

을 개발업무의 기술능력을 배양하며, 의료공학 실무능력을 향상 시킨다.

통합보건 실습 (Pro-BIHP: Problem Based Integrated Health Practice)

 각각 전공이 다양한 간호보건계열 학과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을지대학교 보건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한 

환자(또는 주제)를 대상으로 문제해결 형 (PBL, problem based learning) 통합보건실습을 통하여 타 전

공 관련 환자문진, 처치지식 및 실습방법을 상호 교환하여 보건의료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추고 실습한다.

생체시스템 모델링 (Bio-system Modeling)

 생체시스템 모델링에서는 생체를 구성하는 각종 자원을 정량적으로 모델링하여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

해하고 성능분석을 하는 기법을 익힌다. 이를 위해 본 강의에서는 통계적 과정, 분포이론, 확률론 등의 

기본적 모델링 지식과 함께 실제 시스템에의 적용방식, 적용사례 등을 교육한다.

초음파공학 (Ultra-sonograph Engineering)

 초음파를 발생하는 기본원리, 초음파의 특성, 트랜듀서의 특징, 펄스-에코의 변화 와 컬러 토플러의 특

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진단 초음파 장치의 구성과 장비의 검사방법 및 

안정성을 통하여 장비의 특성을 학습하고 습득한다.

 

디지털영상신호처리 (Digital Imaging Signal Processing)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영상신호 발생 기기에서 출력된 디지털 의료영상 신호

처리에 필요한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및 디지털 영상처리 시스템별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한다.

방사선치료 (Radiotherapy)

방사선 치료에 필요한 종양학적특성과 임상적 병기를 통하여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과 물리적 선량을 

확인하고 치료에 필요한 동위원소와 선량을 조사하여 확인한다. 또한, 방사선(X-ray, Gamma-ray, 전자, 

양성자, 중성자, 중이온 등)의 발생원리을 습득하고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영향 및 

방사선들을 이용한 의료용 치료기기들에 대한 원리와 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학습한다.

창의적IT의료기기 (Creative IT Medical Instrument)

 노인인구의 증가 및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이 쉽고 편리해 지면서 의료기기는 요양원

을 포함한 가정으로, 그리고 사용자 개인의 신체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본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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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정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U-Healthcare의 최신 동향을 알아보고 U-healthcare용 심박수계, 혈압

계, ECG,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당측정기, 인슐린 주입기 등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며, 의료기기의 신호전

송 등 원격의료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병원용 전자의무기록(EMR) 사용 실습을 통하여 익히게 된다.

로봇공학(Artificial Human Body Control Engineering and Experiment)

로봇공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 공학적으로 시스템적 응용을 하는 학문이다. 이 

과목을 통해 근전신호와 신경신호의 보철기와 인공사지에 대해 컴퓨터 보조기술을 배우게 된다.

의료정보통신 (Med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21세기 지식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도 첨단 정보화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정

보 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지식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의료 정보 지원 기술 개발 및 제반 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실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미

래 의료 정보환경의 방법을 다룬다. 또한, 정보통신에 공통되는 통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방사선 MR 영상 (MRI영상학  Medical Resonance Imaging)

 원자의 기본원리, 원자의 공명현상, 에너지 전달 및 공명상태에서 시간간의 변화와 영상의 변화 상태를  

확인하고, 자기공명장치의 원리, 구조, 응용 및 전기ㆍ전자적 특성을 학습하고 습득하여 MRI 장치의 특

성과 원리를 습득한다.

병원의료기기 실무이론 (Hospital Medical Device Operation Practice Theory)

병원의료기기 운용 실무이론에서는 심전도, 근전도, 뇌파, 유발전위, 폐기능, 혈류등의 진단기기 

물리치료, 피부치료치료기기 , 성형의료기기, 중환자실(ICU) 의료기기, 병동 ‧ 간호 의료기기,

외래 의료기기, 인공신장실 의료기기, 가정용 재택 헬스케어 의료기기, 수술실 의료기기

의료용 소독장치, 기타 특수 의료기기에 대한 운용 및 점검관리를 학습한다.

창의적 의공학 설계 (Creative Bio-medical Engineering Design)

캡스톤 디자인은 임상환경과 상품화된 의료기기 기술의 환경에서 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제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15주동안 팀을 만들어 가능성 있는 의료기기 해결책을 개발하게 된다. 이 과

목에서는 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공학적 개발훈련을 하게 되며 다학제간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권장하

여 홈케어 기술, 진단 및 치료의 기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년하여 지적 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의료영상시스템 (Medical Imaging System) 

 진단용 핵의학 영상기기인 PET, SPECT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의료영상기기, X-ray DR System, 

초음파의료영상기기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에 이용되는 의료용 CYCLOTRON의 전기· 기계적 

시스템 구성 및 주기적인 예방점검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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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화장품과학과

【 전공필수 】

기초헤어(Basic Hair)

헤어디자인, 컷팅, 세팅의 개념과 구조요소 및 모발미용의 기능들에 대해 학습한다.

피부생리학(Physiology of the Skin)

기본적인 피부구조와 기능, 피부노화의 내적 및 외적인자, 다양한 피부질환등에 대해 학습한다.

화장품생명과학(Cosmetics Biology)

화장품과 생명과학이 융합된 피부생명과학에 관련된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함량하고, 화장품과 관련된 

피부세포의 기원과 각질형성세포 발생 과정, 피부세포 복제, 피부조직, 피부기관에 관한 화장품생명과학

에 대해 학습한다.

화장품이론및실습(Cosmetics Theory and Practice)

과학과 예술적인 측면을 가진 기초화장품, 메이크업화장품, 모발화장품의 종류와 각각에 대한 기능에 대

해 학습하여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너뷰티학(Inner Beauty)

융·복합 뷰티 솔루션으로 '뷰티' 단일 품목에서 영양적 소재의 미용학적 특성을 지닌 이너뷰티에 대해 학

습한다.

드라이 및 아이론 실습(Dry & Iron Practice)

모발 과학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시되는 업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헤어미용의 드라이, 아이

론 현장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기초피부관리(Basic Skin care)

피부관리의 이론과 실제적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기초 퍼머넌트(Basic Permanent)

모발 이론을 바탕으로 퍼머넌트 원리와 와인딩 기술 및 헤어디자인 트랜드에 대해 학습한다.

생체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for Human)

유기화합물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변형에 대해 학습한다.

전신피부관리(Body care)

전신피부관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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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화학(Surface Science)

계면활성제의 산업적 이용면과 유화, 가용화, 분산 및 겔화의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기초 헤어컬러링(Hair Coloring of Basic)

모발염색과 탈색의 원리와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세포생물학(Cell Biology)

피부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한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해 세포의 기본적인 대사활동을 조절하는 

주요 신호전달 기전과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처하는 세포의 생리 현상을 학습한다.

미용색채학(Fundamental of Color Theory)

색의 이론을 살펴보고 조화의 대비를 통한 색의 구성에 대해 학습한다.

화장품제조학(Cosmetics Making)

화장수, 로션, 크림, 클린징 폼등의 제조와 원리에 대해 학습하고, 계면활성제의 가용화, 유화, 분산계로

의 응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면역학개론(Immunology Introduction)

면역세포의 생리를 이해하고, 주요 면역시스템 및 다양한 면역질환의 발병기전을 세포 수준에서 상세히 

학습한다.

기능성화장품학(Functional Cosmetics)

전문적인 기능을 갖는 각종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작용기전을 피부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미용화장품융합마케팅(Beauty & Cosmetic convergence marketing)

화장품과 뷰티분야을 융합한 마케팅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미용분야에서 고객관리, 매장관리, 미용창업에 

대한 마케팅교육과 화장품 상품기획, 화장품 마케팅, 브랜드매니저 육성을 위한 과정이다. 또한 제품개발 

및 상품개발에 관련한 화장품분야와 사용법, 미용상담에 관한 미용분야가 융합된 마케팅교과목을 심층

적으로 학습한다.

메디컬 스킨케어(Medical Skin care)

피부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신기기들을 사용하여 트리트먼트 기술과 과정들을 학습한다.

비만과 체형관리(Obesity and body treatment)

체중감량, 운동, 식이요법을 통한 건강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졸업논문(Individual Thesis)

여러 가지 상이한 테스트 안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연구들을 체계화하고, 학생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해

서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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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및 법규(Public Health & Regulations)

건강의 개념과 체계적인 소독활동과 질병예방, 건강유지를 관리하는 방법 및 공중위생법규에 대해 학습

한다. 

맞춤형병원화장품학및실습(Customized Hospital Cosmetic and Practice)

화장품법 신설로 인한 맞춤형화장품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과 고기능성 화장품, 

OTC 의약품에 대해 학습한다.

미용화장품실무인턴과정(Internship)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화장품 등의 기초지식을 전문적인 실기 지식과 새로운 트렌드, 현장에서 필

요한 테크닉을 습득시키는 전공별 현장중심의 심화과정이다.

【 전공선택 】

뷰티메이크업(Beauty Make-up)

뷰티메이크업 기술의 기초이론과 실제에 대해 다룬다.

뷰티코스메틱중국어(Beauty Cosmetics Chinese)

중국에서의 뷰티 및 화장품, 한류문화 전달 등의 활동을 위한 중국어 기초회화를 학습한다.

미용원서강독(Guide to Beauty Terminology)

미용과 화장품에 관련된 기술 용어를 원서를 통해 학습한다.

기초네일(Basic Nail Care)

네일케어의 원리와 기술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응용 메이크업(Application of Make-up)

메이크업의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근육학(Myology)

근육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체계와 근육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 학습한다.

피부약리학(Skin Pharmacology)

생체활성성분과 약물의 기원, 성질, 작용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

피부미용학(Cosmetology for Skin)

피부의 구조와 생리기능, 피부와 화장품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피부의 미용적증상과 피부질환을 구분함

으로써 피부미용관리의 이론적 기초를 학습한다.

TV와영화분장(TV and Movie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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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배역 캐릭터에 맞는 분장에 대해 학습하여 연출한다.

한방미용학(Oriental Cosmetology)

한방미용의 이론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한방과 피부미용을 연계하여 비교하고 실제 적용하는 능력을 기

른다.

네일케어실습(Nail Care Practice)

문제성 네일에 관련된 실제 스킬과 지식에 대해 학습한다. 

모발과학(Hair Science)

모발의 생리, 형태와 구조, 손상 등에 대해 학습한다.

코디네이트미학(Coordinate for Aesthetics)

패션, 헤어, 메이크업에 대한 조화와 창의적 연출을 연구하고 활용하여 패션과 미용의 종합적인 이해와 

표현능력을 학습한다.

미용학개론(Introduction to Cosmetology)

모발, 피부, 메이크업, 네일등 미용관련 각 분야의 기초이론을 핵심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미용에 입문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환타지메이크업(Fantasy Make-up)

패션, 메이크업, 헤어케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해부생리학(Anatomy and Pathology)

인체의 구조와 각 부분별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유전분자생물학(Genomolecular Biology)

피부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한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해 세포의 기본적인 유전자 개념과 원리 

및 단백질 발현까지의 중심 이론 과정을 상세히 학습한다.

화장품성분학(Cosmetic Ingredients)

화장품 성분들의 기능적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아토피피부염의이해(Atopic Dermatitis)

현대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피부 질환 중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개념과 발병원인, 치료법 등

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여 생물학적으로 학습한다.

임상헤어(Clinical Hair)

두상 및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드라이, 컬러, 펌과 컷트에 대해 심화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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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융합기기학(Cosmetic fusion Instruments)

미용에 관련된 각종 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사용법 및 안전사항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경락미용(Meridian Massage Therapy)

경락마사지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식들에 대해 학습한다.

무대분장(Stage Make-up)

인물의 성격이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수요소인 분장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모발 및 두피관리(Scalp & Hair Care)

문제성 두피와 모발관리에 대한 상담 스킬과 헤어 클리닉 영역에서 필요한 관리법을 학습한다.

세팅실습(Practice for Hair Setting)

기초헤어실습을 바탕으로 세팅 실습에 대해 학습한다.

응용커트실습(Practice for Applied Hair Cut)

기초헤어실습을 바탕으로 응용 헤어컷에 대해 학습한다.

응용피부관리(Application of skin care)

다양한 미용기기와 적합한 사용방법 및 트리트먼트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화장품미생물학(Microbiology of Cosmetics)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세균 및 바이러스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학습한다.

화장품제조판매학(Cosmetic Manufacture and Sales)

화장품 품질관리와 관련된 분석의 기초 기술을 학습한다. 

복식문화(Costume History)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복식의 역사를 살펴보고 관련 예술과의 연관성에 대해 학습한다.

화장품조제관리학(Cosmeceutics) 

본 교과목은 화장품의 조제와 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개론을 소개한다. 

특수분장실습(Special Makeup Practice)

특수배역,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봇 등에 대한 분장직업을 메이크업, 3D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학습이

다.

헤어스타일링(Hair Styling)

역사적 배경에 따른 고전 헤어스타일을 학습하고 웨딩이나 이벤트와 같은 현대 업스타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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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문화사(Beauty Cultural History)

미용에 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미용문화에 대한 일반지식을 학습한다.

미용림프마사지(Lymph drainage for Beauty)

피부건강을 위한 림프배농법에 대해 학습한다.

병원코디네이션(Hospital Coordination)

피부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메디컬 시술 후 관련 된 제반 사항을 설계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

록 학습한다.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아로마테라피의 역사, 원리 및 아로마오일의 구성성분, 추출법과 효능 효과에 대해 학습한다.

발관리학(Foot Care)

족부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발톱 및 발의 피부이상, 발의 변형 등 발에 나타나는 여러 가

지 문제와 현상을 다루고 그 관리방법을 익힌다.

문제성 피부관리(Problem Skin Treatment)

문제성 피부에 대한 특수 관리법에 대해 학습한다.

일러스트레이션실습(Practice of Illustration)

자신의 관심분야 작품들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미용세미나(Cosmetology Seminar)

컷트와 헤어스타일, 미용기기의 사용에 대해 세미나를 실시한다.

에스테틱살롱트리트먼트(Esthetic Salon Treatment)

힐링테라피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응용업스타일(Applied up-Styling)

기초헤어실습을 바탕으로 응용업스타일을 학습한다.

포트폴리오(Portfolio)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등을 집약한 자료수집철 또는 작품집을 만들어 발표

한다.

【 교양필수 】

인성과대학생활(Personality and Campus Life)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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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맺어지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 대학 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루고자 한다. 

학교․학과․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루도

록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인성의 기초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

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수와 모

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영어읽기와쓰기(English Reading and Writing)

기본적인 영어 읽기와 쓰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학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 

전략, 연습을 통해 영어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작문과화법(Korean Writing and Speaking)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학생들

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화학(Chemistry)

화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화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화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하

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1(Global Communication 1)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

을 인지 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2(Global Communication 2)

Global Communication1 수업을 수강한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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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

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룹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 향

상에 주안점을 둔다.  

심폐소생술(CPR)

본 과목은 건강의식 확산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심정지 환자 소생

률 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촉진으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현한다.

인성과미래설계(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

교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업 및 다양

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

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

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천중심의 인성과 소통,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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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Beauty&Cosmetic Sience

【 Major core 】

Basic Hair

Students will be studied the concepts and functionalities of the hair cosmetology and learned hair 

characteristics, concepts and structural elements of hair design and hair cutting and setting.

Physiology of the Skin

This course includes the basic skin structure and function, intrinsic and extrinsic factor of skin aging, 

and various cutaneous symptoms.

Cosmetics Biology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basic knowledge of skin bioscience which is a 

fusion of cosmetics and life sciences and learn about the origins of skin cells related to cosmetics 

and the life cycle of keratinocyte development, skin cell reproduction, skin tissue.

Cosmetic Theory and Practice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smetics such as 

skin care, make-up, hair care products. 

Inner Beauty

It is going to learn about inner beauty that has the aesthetic properties of nutritional materials 

from single item of 'beauty' with combined beauty solution.

Dry & Iron Practice

Student will be obtained the working ability of practical business affairs for hair designer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field technology of the hair cosmetology and learned hair dryer, 

iron styling.

Basic Skin care

This course provides a comprehensive study in skin care for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

Basic Permanent

Students will be studied perm concepts and winding technology, and learned new trends of the 

hair design.

Organic Chemistry for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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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ovides the physical properties and chemical transformation of organic compounds.

Body care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students a comprehensi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full body massage skills.

Surface Science

This course describes the technical aspects of surfactants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emulsification, 

solubilization, dispersion, and gelation.

Hair Coloring of Basic

Students will be studied mechanisms and practical techniques of hair dyeing and bleaching.

Cell Biology 

In order to understand the skin life phenomenon and to study the R&D of cosmetics that are 

applied to it, major signaling mechanisms that regulate the basic metabolic activities of cells and 

physiology of cells that respond to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will be learned.

Fundamental of Color Theory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plore color theory, including additive and subtractive color. 

Discussions of color and its relationship to composition, through harmony and contrast, will be 

explored. 

Cosmetics Making

This course describes the principles and manufacture of skin care products such as skin softner, 

lotion, cream, cleansing foam, etc. and it provides applications to solubilization, emulsion, suspension 

for surfactants.

Immunology Introduction

understand the physiology of immune cells and learn more about the major immune systems and 

the onset of various immune diseases at the cell level.

Functional Cosmetics

Functional cosmetics enhances the therapists knowledge of cosmetics. The knowledge is beneficial in 

order to efficiently treat common skin concerns. This provides an evidence-based approach to 

specific functional ingredients. 

Beauty & Cosmetic convergence marketing

It is a course related to marketing that combines cosmetics and beauty fields. It is a course for 

convergence marketing for cosmetics, store management, cosmetics business, cosmetic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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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cosmetics marketing, and brand manager training. In addition, we will deeply learn 

marketing subjects that converge cosmetics field, usage method, and beauty consulting related to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 development.

Medical Skin care

Student will be given training of advanced concepts in skin disorders. Using technologically 

advanced equipment, students will encourage hands-on in treatment techniques and procedures.

Obesity and Body Treatment

This course provides the improved health benefits of weight loss, exercises, improved nutrition, and 

weight management.

Individual Thesis

This course provides the student identify a thesis topic, thesis format, experience in giving 

presentation.

Public Health & Regulations 

Students will be studied systematic sanitation activities and how to manage done for 

life-prolonging,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maintenance.

Customized Hospital Cosmetic and Practice

It will learn about functional cosmetics, high-performance cosmetics and OTC medicines that are 

drawing keen attention along with custom cosmetics.

Internship

This activity provides the students improve skills required for job placement.

【 Major elective 】

Beauty Make-up

This course includes the fundamental theory and practice of beauty make-up technique.

Beauty Cosmetics Chinese 

Learn basic Chinese conversation for activities such as beauty, cosmetics and Hallyu culture in China.

Guide to Beauty Terminology

Students will be studied the vocabulary of technical terms used in beauty and cosmetic fields. 

Basic Nail Care

Principles and techniques, manicuring, nail technique, and proper nail care will be discus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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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Application of Make-up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an overview of total make-up application.

Myology

This course is the study of the muscular system, including the study of the structure, function, and 

diseases of muscle.

Skin Pharmacology

This course provides the study of the origin, nature, properties, and actions of bio-active agents 

and drugs and their effects on skin. 

Cosmetology for Skin 

This course provides an practical theory and related knowledge for skin cosmetology.

TV and Movie Make-up

Based on the makeup theory and practice, students learns and directs the makeup that fits the 

character.

Oriental Cosmetology

This course provides an practical theory and related knowledge for oriental cosmetology.

Nail Care Practice

This course provides an practical skill and related knowledge in problem nail.

Hair Science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occurrence and growth of hair, hair-structure, and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emical treatment.

Coordinate for Aesthetics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to know the coordinate method for aesthetics.

Introduction to Cosmetology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to provide an basic cosmetology.

Fantasy Make-up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to qualify for fashion, make-up and haircare service in 

cosme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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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y and Pathology 

The Anatomy and Physiology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 between 

body parts as well as function of body parts and the body as a whole.

Genomolecular Biology 

Understand skin life phenomena and learn in detail the basic genet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cells and the central theoretical process of protein expressio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smetics that apply them.

Cosmetic Ingredients

This course describes the function application of cosmetic ingredients.

Atopic Dermatitis

Among the skin diseases that are serious in modern society, atopic dermatitis is learned biologically 

from various angles, including concepts, foot-and-mouth disease, and treatments.

Clinical Hair

Students will be studied advanced techniques of the perm and cut. This course is aimed to acquire 

the ability for the various hair-design process.

Cosmetic fusion Instruments

This course provid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usage, safety, and application of beauty instruments.

Meridian Massage Therapy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students a comprehensi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meridian massage skills.

Stage Make-up

This course provides an practical theory and related knowledge for stage make-up.

Scalp & Hair Care

Students will be studied counsel skills and of problematic scalp and hair care.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ire useful analysis skills and resultant treatment method required  for a 

professional technical expert in the hair clinic field.

Practice for Hair Setting

This course provides an practical skill and related theory for hair setting.

Practice for Applied Hair Cut

This course provides an practical skill and related theory for applied hair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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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skin car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rain student in various areas of beauty instruments, desirable 

skills, and treatment theory.

Microbiology of Cosmetics

The basic principles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in cosmetic industry are presented in this course.

Cosmetic Manufacture and Sales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manufacture, sales, marketing, customer satisfaction 

for cosmetics and over the counter drugs.

Costume History

This course will survey the global history of dress from the ancient to present day. The evolution of 

clothing will be studied in conjunction with correlated arts.

 

Cosmeceutics

This subject provide a basic introduction into priscription and management on cosmeceutics.  

Special Makeup Practice

It is learning to do makeup work for special roles, animations, characters, robots and others by 

using makeup and 3D.

Hair Styling

Students will be studied classic hairstyle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oretically.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modern up-style technology skills required for the participate in 

party such as wedding and event will be obtained.

Beauty Cultural History

This course studi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beauty. The students will gain a general knowledge of 

beauty cultur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Lymph drainage for Beauty

This course provides an practical skill and related theory in lymph drainage.

Hospital Coordination

Dermatology, plastic surgeons, and family medicine departments to design and service related 

matters after medical treatment.

Aroma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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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nclude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olfactory system, chemistry of essential oils, 

methods of extraction and physiological effects.

Foot Care

This course is designed to have an knowledge for practical skill and theory of foot care.

Problem Skin Treatment

This course includes a specific treatment on problem skin.

Practice of Illustration

This is a portfolio course in which we will consider the relationship of beautician to his/her work.

Cosmetology Seminar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ire technique of cut and personal hair styling required for the 

practical field by using the various hair device.

Esthetic Salon Treatment

This course is effective and practical approach to healing therapies and their introduction to the 

techniques to learn.

Applied up-Styling

This course provides an practical theory and related knowledge for applied up-styling.

Portfolio

We will create and publish a collection of materials or collection of works that can show their skills 

and related contents.

【 Culture core 】

Personality and Campus Life

This course is taught for first-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in-dept

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I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adjust to campu

s life, making necessary preparations, and acquiring the knowledge and personalities required to coll

ege students. It is based on form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various activities jointly engaged in 

by the professor in charge and the students. It allows the students to realize successful campus life 

with guidance for easy adaptation to college through introductions to the college, departments, and 

major courses. In addition, students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personality training programs to he

lp them develop the personality necessary to be global citizens and to nurture an appropriate set o

f values regarding glob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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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refers to thinking processes that include defining and describing a problem 

so that people and machines can perform it effectively. Computational thinking involves breaking 

down the entire decision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associated variables and all possible 

solutions, and taking the corresponding parameters and problem limits into account to make the 

right decisions. In this course, we introduce problem decomposition, data representation, 

generalization, model, and algorithm.

English Reading and Writing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basic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The main 

goal of the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academic content and write their ideas 

and opinions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skills, strategies, 

practice and confidence they ne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competency.

Korean Writing and Speaking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basic communicative competence in Korean. 

Modern society is in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ors because communication plays a crucial role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The main goal of the course is to educate a well-rounded speaker and 

writer. We will use both theory and practice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writing and 

speaking skills, which are the core functions to communicate.

Chemistry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chemistry. Students will learn basic chemistry as a basic discipline f

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ower than 

the college-level chemistry may be taught if necessary.

Community Service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put the spirit of human respect and de

mocracy in practice, and foster moral character by allowing students to foster service mind and rec

ognize social problems through voluntary community servic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Global Communication 1

The aim of the course is to help beginners improve their overall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Global Communication 2

This is the second level of the global communication course designed for students to advance their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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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mainly focus on enhancing students’ speaking skills through pair work, group work and 

whole class discussion.

CPR

This course puts founding ideals in practice educating students to master CPR. This training gives st

udents health awareness and the ability of first aid, which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and emerg

ency medical systems.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This course is taught for second-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ng in-

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e to promote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cultivate their personality as future society members, and enhanc

e their career efficacy by creat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activities among the students and also 

between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s. This process includes adjusting to study and to various hu

man relations, achievi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exploring and determining p

ersonal career paths. Of these item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al task for university students 

who must prepare to advance in the workplace is choosing and preparing for a job. In addition, thi

s course helps students to develop into leaders prepared with resourceful and enterprising character

s, communications, and leadership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an extra-curricular program of perso

n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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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학과

[전공필수]

해부생리학 / Human Anatomy & Physiology

인체생리학이란 인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과정, 활동 및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기능을 연구하는 학

문으로 해부학에서는 구조를, 생리학에서는 기능을 주로 다룬다. 인체의 골격구조, 근육구조, 신경구조, 

내분비구조,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혈액 및 조혈기계와 같은 해부학적 측면과 영양과 

에너지대사, 물질수송, 면역체계, 생체의 항상성 유지 등과 같은 생리학적인 측면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습득한다.

병리학 / Pathology

모든 질병의 원인과 발병기전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른 치료법을 다루는 기초의학 분야로, 질병의 정의, 

염증의 병리, 조직의 병리 및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균류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질병의 증상 

및 징후, 경과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질병의 발생을 이해한다.

의학용어Ⅰ / Medical TerminologyⅠ

보건의료현장에서 환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진단명, 수술처치명, 검사명, 증상 등을 표현하는 전문용어인 

의학용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

하여 의학용어를 구성하는 접두사, 어근, 접미사를 분석 인지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례의 의학용어

를 활용하는 능력을 연습한다.

병원전산학 / Hospital Information System

병원업무처리의 기본이 되는 엑셀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단순히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의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둔다. 특히 병원의 업무특성에 맞

게 문서를 작성하여 업무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복잡한 계산, 다양한 전표 입력, 차트 작성, 데이터 분

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의학용어Ⅱ / Medical TerminologyⅡ

의학용어의 구성과 개념을 파악하고, 각 신체계통별로 증상, 질환, 검사 및 치료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이

해하고, 해당 의학용어를 익힘으로써, 질병의 진단, 질병의 진행 및 치료과정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의

무기록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할 기초 및 임상 

의학 지식을 폭넓게 함양한다.

병원경영학Ⅰ / Hospital ManagementⅠ

병원경영학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병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병원경영학 전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고 병원관리자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으로, 향후 병원관리자로서의 

학문적 길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개념적 경영능력, 인간적 경영능력 및 기술적 경영능력을 고취

하여 병원경영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배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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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학Ⅱ / Hospital ManagementⅡ

병원경영학Ⅰ에 연계되는 심화과정으로, 실제경영 사례에 관한 분석과 병원조직관리, 병원인사 및 노무

관리, 원무 및 보험관리, 병원회계 및 재무관리, 병원물류 및 시설관리, 병원홍보 및 마케팅, 병원정보관

리 등의 학습을 통해 병원경영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전문가적 자질이 함양되도록 한다.

병원회계 / Hospital Accounting Practice

회계에 대한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학습하여 궁극적으로는 재무

제표 및 결산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거래발생부터 결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이해와 실무능

력의 배양을 목표로 학습하는 과정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학생들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와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기본 개념 및 관련 시스템, 법률 등을 

이해하고 의무기록의 개념 및 관리원칙과 방법, 보건의료정보 표준 및 데이터 질관리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여 보건의료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능력을 함양한다.

의료정보기술 /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 수행에 정보기술 관련 기본 지

식을 학습한다. 의료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습득과 의료기관의 전산정보의 구축과정과 이용에 대하

여 이해하고 실무에 대한 조별 조사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의료현장의 정보화 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행정학 / Health Administration

보건행정은 인구집단의 건강유지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을 말

하며, 본 과목에서는 보건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보건행정의 조직과 기능,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방

안, 보건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획, 집행 및 평가방법, 보건행정 관리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병원재무관리학 / Hospital Financial Management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 영리법인 병원의 등장과 같은 획기적인 경영환경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의료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의 조성과 투자, 영업이익 확보와 관련한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의료장비 구입 검토, 실적분석 등과 같은 실무분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병원인적자원관리 / Hospital Human Resources Management

병원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학문적 배경과 이론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병원행정관리자 및 병원인

사관리자로서의 전문가적 자질을 함양토록 하고, 인적자원관리를 병원조직의 전략적 목적 달성과 경쟁

력 강화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폭 넓은 사고력․관리능력을 길러 역량 있는 지도자적 

병원행정 인적자원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의료조직관리 / Healthcare Organization Management  

학생들은 조직의 관리기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등 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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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건의료정보가 적법하고 원칙에 맞게 처리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함양한다.

원무관리 / Patient Affairs Management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흐름과 의료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

용을 알아보고, 수반되는 진료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입원 창출, 의료분쟁처리절차, 효율적인 외래절차 

및 병상관리 등 원무관리의 필수적인 개념을 습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원경영에 기여하는 원무

관리자를 배양토록 한다.

병원기획 및 전략경영 / Hospital Planning & Strategic Management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을 통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계획

을 수립하는 기획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핵심병원경영전략 기법을 학습하여 이를 병원환경에 적용, 외

부․내부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과목이다.

보건경제학 / Health Economics

경제학의 기초이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수요, 의료공급, 의료산업 등의 분석을 통하여 의료시장

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효과적 배분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제학의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기능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병원마케팅 / Hospital Marketing

소비자가 주도하는 환경으로 변한 의료시장에서 병원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전략수단인 마케팅

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된 바람직한 Mix의 개발 및 실무적 접근 방법 등을 

학습ㆍ연구한다.

   

병원전산통계분석 / Health Statistics Analysis

보건통계학과 Excel 등의 패키지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적 분석기법의 경험을 바탕으로, SPSS를 

이용한 의료정보 분석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의료분야의 주제에 따른 각종 통계

조사의 구성, 비교분석방법과 보고서작성 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료수집의 중요성, 통계조사 제 단계

의 상호연관성, 통계적 방법론의 유용성 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현장실습 / Field Practice in Hospital Management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관련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따른 업무 내용 및 절차에 맞춰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수행 능력을 함양한다.

의료관계법규 / Healthcare Related Law

기본적으로 보건의료관계법규(의료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에 대한 조문의 내용과 그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목으로,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실무능력을 갖추고자 하며 의무기록사 면허시험과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및 

의료보험사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303



[전공선택] 

사회보장론 /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념 및 필요성, 형태, 적용범위, 기여제도, 급여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국내․외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비교 이해하는 능력을 익힌다.

의료산업론 / Health Industry Management

의료산업의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산업관점에서 

보건의료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조직, 재무, 자원연계방안 등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보건의료통계학 / Health Statistics

다양한 통계기법, 보건의료통계지표, 병원경영지표, 데이터 시각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통계절

차 및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건의료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보건사회학 / Health Sociology

건강과 질병, 환자진료 및 보건의료제도에 관련된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균형된 시각을 가지도록 한다.

질병분류 및 수술분류I /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 Procedures

환자진료, 의학연구, 병원경영 및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질병통계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

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와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를 사용하여 분류(Coding)하는 과목으로 

질병 및 수술, 처치분야의 국제적 기준을 숙지하고 신체계통별로 주요 질병과 의료행위를 이해하고 이

에 대한 코드화 능력을 함양시킨다.

  

질병분류 및 의료행위분류II / Advanced course t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 Procedures

환자 건강정보 중 중요한 부분은 환자들에게 내려진 진단과 시행된 수술 및 검사 등에 관한 자료이다. 

의무기록사례 및 시나리오 중심으로 주요 질병과 의료행위를 코드화하는 능력을 통해서 의무기록에 나

타난 진료행위 내용을 능숙하게 코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함양시킨다.

의료의질관리 / Quality and Performance Improvement in Healthcare

학생들은 전통적인 의료의 질 관리 개념과 방법론,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이해하고, 데이터 기

반의 의료의 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방법론을 습득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료의 질관리 활동 능력을 함양

한다.

보건의료데이터관리 / Healthcare Data Management

학생들은 보건의료 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술을 학습하여, DBMS를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능력을 함양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 Practice in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보건의료정보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의 생애주기별 데이터 거버넌스 적용 원칙에 따른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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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을 적용하고, 보건의료정보 처리 단계에 따른 관리방법을 습득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서 보건의료정보를 원칙에 맞게 처리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보험과 손해사정 / Insurance and Damage Assessment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의 확산으로 손해사정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해사정 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향후 보험 및 손해사정 분야에 진출하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등록 / Cancer Registry

국가에서 수행하는 암등록사업을 지원하는 암등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으로서 암등록의 정의, 

종양의 분류, 국제종양분류체계(ICD-O)의 사용방법, 암등록 조사서 기재 내용, 암등록 자료의 질 관리 등

을 학습하여 암질환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암관련 통계를 산출

하는 데이터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건강보험이론 및 실무 / Theory and Practice in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을 이해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개시 후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발생되어지는 전 과정을 

통하여 현행 건강보험의 작동기전을 보험청구, 보험수가체계, 자격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실무

를 실행하여 의료보험의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건강정보보호 / Health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전자의무기록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 수기의무기록과의 융합 환경의 특수성, 전자의무기록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관리 및 기술적 요소, 전자의무기록의 개발과 구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절차, 전자

의무기록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경향 및 법적. 제도적 고려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

과 국내외 의료기관의 최신 사례를 익혀서, 전자의무기록환경에서의 건강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 Clinical Documentation Improvement

의료진이 관련 법규에 기반한 의무기록작성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진단명을 기재하도록 

임상의학지식 및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준칙 기반의 효과적 질의와 검증을 통해 의무기록정보의 품질을 

향상을 하는데 필요한 실무를 익히고, 이를 통해  의무기록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 관리 능력을 익힌

다.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 Practice of Medical Record Information Analysis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및 소아과, 기타과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발생빈도

가 높고 중요한 질환의 의무기록정보 분석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의무기록사례를 검토한 후 

진료기록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스로 진료기록 요약을 만들고, 사례 내의 진단용어 및 약어, 수술

처치 및 검사, 치료 및 향후 치료계획, 의약품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질·정량분석, 질병 및 의료행위분

류, 암 등록 및 건강보험실무를 겸비한 총체적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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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 Public Health

공중보건학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과 효율을 증진시

키는 기술이자 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건강과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익히고, 주요 질환의 현황과 기본

적 관리방법, 손상 및 중독, 직업병, 환경오염 및 관리대책, 모자보건과 아동보건에서의 기본관리내용을 파

악함으로써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점을 둔다. 

글로벌헬스케어산업론 / Global Healthcare Industry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국내・외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개념, 특성, 동향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산업에 국한하지 않는 다양한 시각으로 헬스케어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병원경영연구 / Research in Hospital Management

의료경영전문인으로서 유비쿼터스 환경이나 의료소비자의 의료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이슈화

된 주제에 대해 토론․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병원경영에 대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고찰해보는 과목으로, 

연구논문의 구조를 익힐 수 있으며 고찰하는 현안에 대한 심화된 학습은 물론 연구방법론까지 익힐 수 

있는 교과목이다.

의무기록정보관리특수과제 / Special Issues in Medical Record

의무기록 관리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의무기록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활용되기 위한 문제를 조사하

여 그 해결방안 및 대안에 대해 토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바이오헬스케어플래닝 / Bio-Healthcare Planning

바이오기술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사업을 정해진 비용과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고객 니즈 파악과 참여자간의 갈등 및 자원

의 최적배분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에 의해 미래의 헬스케어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증진한

다.

헬스케어서비스디자인 / Healthcare Service Design

헬스케어서비스 및 각 기능의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기술을 정리하여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기술이 보건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함에 의해 미래의 보건서비스의 방향을 

확인한다.

바이오헬스케어의사결정론 / Bio-Healthcare Decision Making Theory

다양한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거자료를 도출하는 등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의 다양한 자료를 운영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도출하는 

것 목표로 한다.

의료관광행정론 / Medical tour Administration

신성장동력 산업의 범주에 포함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국내 의료관광산업 현황, 내용 

및 문제점 등의 고찰을 통하여 향후 의료관광산업의 성장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의료관광활성

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료관광행정에 대한 이론 및 사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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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Human Anatomy & Physiology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is to study many processes, acts and phenomena in human body. 

Anatomy is to study structures of human body and Physiology focuses on function of body. The 

purpose of this is that we can comprehensively get knowledge about the skeletal system, the 

muscular system, the nervous system, the endocrine system, the circulating system, the digestive 

system, the respiratory system, the urinary system and blood and hematopoietic system 

anatomically, and also we can learn nutrition, energy metabolism, immune system and homeostatic 

equilibrium physiologically. 

Pathology

It is the basic medical field that deals with the causes of all diseases and mechanism of disease 

and treats the causes according to their causes. They learn the definition of disease, pathology of 

inflammation, histopathology and fungi causing various diseases, And understanding the occurrence 

of disease from a holistic viewpoint such as signs and progress.

Medical TerminologyⅠ

The purpose of Medical Terminology 1 is to understand specialized medical terms such as 

diagnosis, the name of operation, the name of examination, and symptom, and communicate with 

medical team members with using medical terms. Students will practice analyzing and recognizing 

structures of medical terms such as prefix, root and suffix and utilizing medical terms in various 

case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ospital Information system is get Excel application ability which is the basic skill of hospital 

business process in the hospital. This subject focuses on helping students not only use 

chart-calculation program simply but also utilize various functions. Students will learn methods of 

solving complicated calculation, putting a variety of statements, making charts and analyzing data to 

improve business process efficiently especially in accordance with hospital business.

Medical TerminologyⅡ

Medical Terminology 2 is comprehending component and concept of medical terminology and 

learning symptom, disease, examination and treatment synthetically in each body system. Thereby 

students will obtain knowledge about diagnosis of disease, progress of disease and treatment of 

disease and have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medical record. And then this subject 

will foster basic clinical and medical knowledge to students who will be health and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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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 

 Hospital ManagementⅠ

Hospital ManagementⅠ is to help students who take this subject at first understand hospital industry and 

get professional basic knowledge for hospital management major and make basement of hospital 

manager. We will learn specialized knowledge about management ability conceptually, humanly, technically 

so we can be a hospital manager successfully in the near future. 

Hospital ManagementⅡ

Hospital ManagementⅡ is an advanced course which is connected with Hospital managementⅠ. 

With studying and analyzing hospital organization management, hospital human resource and labor 

management, patient affair and insurance management, hospital accounting and finance 

management, hospital distribution and facility management, hospital publicity and marketing and, 

hospital information management in real management cases, students can acquire the flow of 

hospital management and will be developed for having professional talent. 

Hospital Accounting Practice

Around basic theory of accounting, Hospital Accounting Practice is to study methods and 

procedures of accounting in each title of account and to cultivate an executive ability including 

ability of making balance sheet and financial statements ,and understand all procedures which are 

from transaction occurrence to closing transactio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nd related systems and laws for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nd will acquire the 

concepts and management principles and methods of medical records, health information standard 

and data quality management knowledge and skills to manage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To learn basic knowledge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job performance of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r to actively cope with information environment. This course aims to acquire the 

basic contents of medical information an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use of computerized 

inform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o enable learners to experience the information realization 

of medical field by themselves through group research study and presentations.

Health Administratio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s a rationally behavioral process to achieve a purpose of progressing 

and maintaining health in population. This subject, Health Administration, is to study the concept 

and need of health administrati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health administration,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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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plan of health administration management, the project, execution and evaluation methods for 

priority decision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the techinques of health administration management. 

Hospital Financial Management

An open-door policy in hospital industry, the advent for-profit hospitals as well, the hospital is 

coming up dramatical management environment change. Hospital Financial Management is to study 

basic theory about raising and investing capital and securing business profit and also to acquire 

knowledge in executive part like reviewing the purchase of medical device and performance analysis. 

Hospital Human Resources Management

Hospital Human Resources Management is to learn conceptual knowledge and academic 

background about human resources in a hospital. Hospital human resources management is to help 

students grow a hospital-administrative human resources expert who has a broad thinking skill and 

management ability to accomplish strategic purpose, to deeply approach enhancement methods of 

competitiveness.

Healthcare Organization Management 

Students acquire knowledge of management techniques such as organizational management, 

strategic leadership, and change management, and develop coordination skills that enable healthcare 

organizations to manage health information appropriatel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Patient Affairs Management

Patient Affairs Management is to know a flo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medical team to provide customers with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And also this 

subject is to acquire essential concept of patient affairs and to cultivate patient affair manager who 

contributes to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such as efficient management of accompanied medical 

expense, creating source of income, medic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efficient outpatient 

procedures and ward management.

Hospital Planning & Strategic Management 

Hospital & Strategic Management is to understand a whole process of establishing a goal and 

setting up needed business and action plan with predicting furture situation for achieving one goal. 

With learning critical hospital management strategic technique, students will cultivate management 

ability of appling this technique to the hospital environment and to making and implementing 

strategy which deals with environment change.

 Health Economics

Health Economics is to learn basic theory of economics and analyze medical demand and supply 

and medical industry. To do so, students will understand how can economics theory apply and 

function about providing efficiency of medical industry and reduction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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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expenditure.

Hospital Marketing.

Hospital Marketing is to establish the concept about marketing which is a strategic tools for 

surviving and advancing hospital organization in a customer-oriented medical industry and study 

and research many operational approach methods and desirable Marketing Mix which takes into 

account medical service characteristic.

Health Statistics Analysis

Based on experience of data management and statistical analytic technique using health statistics 

and Excel, the purpose of Health statistics analysis is to get medical information analytic techniques 

with SPSS. Besides, students will directly experience component of many statistics surveys, 

comparative analysis and making a report, and then realize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resources, 

interconnection of statistics survey process and statistics methodology.

Field Practice in Hospital Management

Students will develop their ability to practice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by practicing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in the related organizations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Healthcare Related Law

Basically, Healthcare Related Law is not only to understand contents of provision and background 

about healthcare related law like medical law, medical technicians act,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ct, regional public health act,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relevant act but also to help students obtain executive abilities which should be requested by major 

and prepare medical recorder's license test, qualifying test of hospital administrator and insurer.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is to study a concept, needs, forms, a range of application, 

contribution system and management of specific social security program and then understan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about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and welfare service.

Health Industry Management

Health Industry Management is to understand health medical industry generally and systems, 

structures and procedures of health industry and also to study management methods of 

organization, finance and resources related to medical industry.

Health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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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on health statistics procedures and research methods that can 

perform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health statistics, hospital management indicators, and data 

visualization, and to develop the ability to create added value of healthcare data.

Health Sociology

Health Sociology is to learn social-scientific concepts and theories for understanding health, disease, 

patient treatment and health-medical system psycholog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and to give 

students balanced prospective as a health-medical professionals.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 Procedure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 procedures is a subject which studies coding work using 

KCD-7 and ICD-9-CM to product exact disease statistic which is a base of patient treatment, 

medical research, hospital management and establishing national health policy. This subject will help 

students acquaint international standard of disease, operation and treatment, understand major 

diseases and medical procedures in each body system and cultivate coding ability.

Advanced course t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 Procedures

The most important part in patient health information is a history like diagnosis, operation and 

examination patients get. Through coding ability about classifying major diseases an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medical record system cases and scenario, this subject is to develop executive 

ability to code about treatments and procedures in medical record.

Quality and Performance Improvement in Healthcare

Students will develop the ability to manage the quality of data-based medical care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methodology of quality management of traditional healthcare, 

patient safety, and the accreditation system of medical institutions and acquiring the methodology 

necessary for data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Healthcare Data Management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concepts and importance of healthcare data and big data 

management, learn database and healthcare big data technology to manage it efficiently, and 

develop data management ability based on DBMS.

Practice in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Understand the concept of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apply the role of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ata governance application by data life cycle, 

acquire management skills according to healthcare information processing stage and develop the 

ability to manage to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Insurance and Damag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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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damage assess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spread of insurance to manage the 

risks existing in modern society.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theory of 

damage assessment in general and to develop the basic capability to deal with the business by 

going into insurance and loss assessment field in the future.

Cancer Registry

Cancer registry is to cultivate cancer registry professionals who support nation cancer registry 

projects. So, this subject will learn definition of cancer registry, types of tumors, method of how to 

use ICD-O, QA of cancer registry and review of cancer registry contents and then help students 

develop ability of collecting information systematically, analyzing data and making statistics related 

to cancer as a data manager.

Theory and Practice in Health Insurance 

Understanding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health insurance, and the whole process that the 

patient is caused in connection with health insurance after the medical treatment is started in 

medical institution, the mechanism of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is divided into various fields such 

as insurance claim, to increase the field adaptability of health insurance.

 

Health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Electronic health record is to understand concept and function of electronic health record, distinct 

characteristic about combining with written medical record, elements of technique and management 

in making electronic health record, procedures in developing and building electronic medical record, 

and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 about new service in electronic health record environment. 

Student will learn current issues about domestic and foreign medical organization and trend ,and 

then can perform in electronic health record as health information manager.

Clinical Documentation Improvement

Students should ensure that medical personnel comply with the medical record-based principles of 

relevant legisl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records information, such as the accuracy, 

completeness and timeliness of medical records through effective inquiry and verification based on 

clinical medical knowledge and coding rules of diseases and medical procedures.  

Practice of Medical Record Information Analysis  

Students will comprehend generally medical record through analyzing multi frequency important 

diseases in each part such as internal medicine, surgery department,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other department. After reviewing cases of medical record, students will make a summary by 

themselves and collect diagnosis terms, abbreviation, and information of operation, examination, 

treatment, future plan, and medicine to figure out the contents of medical record. Thereby 

Comprehensive Practice in Medical Record is to cultivate ability of qualitative-quantitative analysis, 

disease & treatment coding, cancer registration and medical insurance practice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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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Public Health can define techniques and science to prevent disease, extend lifespan and improve 

health condition and efficiency through an effort of community. Public Health also focuses on 

relationship with lifestyle, management method and current condition about major diseases and 

basic management contents such as posioning and addicti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lution, 

maternal childhood health and child health for efficiently performing a job as a health-medical 

professionals.

Global Healthcare Industry

Global Healthcare Industry is to be aware of concept, characteristic and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Global Healthcare Industry for need to develop the human resource which has global 

competitiveness. And also students will consider the future of Healthcare Industry and improvement 

in various views, not localized in Healthcare Industry.

Research in Hospital Management

Research in Hospital Management is to be aware of health environment change of medical 

customers and ubiquitous environment as a health management expert, to study about hospital 

management through discussing, researching current issue and to acquire structure of research 

paper, advanced learning, even research methodology.

Special Issues in Medical Record

The purpose of medical record is not only to research some problems regarding medical record but also to 

discuss and study solutions of these problems based on concept of medical record management.

Bio-Healthcare Planning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ore and more projects are 

being planned and constructed. By doing so, we will improve our ability as a future healthcare 

project manager by acquiring knowledge about customer needs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project 

within the set cost and period, and the conflicts among the participants and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Healthcare Service Design

Identify the direction of future health services by analyzing the cases where health care service, 

each function service, and healthcare related technology are summarized and understood, and the 

technology is utilized in health by utilizing service design techniques.

Bio-Healthcare Decision Making Theory

The goal is to learn how to operate various data of Bio-Health care in order to acquire skills on 

decision-making, such as solving problems in various fields and deriving basis data, and to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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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 based on collected data do.

Medical tour Administration

It is aimed to understand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that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new 

growth engine industry and to explore the growth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status,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domestic 

medical tourism industry. Theories and examples of medical tourism administration for efficient 

management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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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홍보디자인학과

- 1학년 1학기

§ 시각디자인론 (Theory of Visual Design), 전공필수)

기초 소양과목으로서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조형언어를 중점 연구하며 시각적 표현과 심리적인 방향에서 시

지각 현상들을 연구 검토한다. 중요한 시각 조형언어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시각, 포장, 편집디자인 등 다양

한 디자인 방법의 기초 조형을 연구하고 검토한다.

§ P.R.론 (Introduction to Public Relations Studies, 전공필수)

홍보의 기본적 개념을 연구하고 홍보의 범위, 방법, 역할, 구조 등을 알아본다. 또한 홍보의 발달과정과 현실

적 문제점을 찾고 미래 사회에서의  홍보의 새로운 방향등을 찾아본다.

§ 디자인표현 (Design Expression, 전공필수)

시각디자인 과정의 기초 과정인 점․선․면을 이용하여 조형성을 실제적으로 실험과 제작을 통하여 평면의 조

형요소를 학습 및 연구한다. 특히 재료와 표현의 방법을 통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조형 실습을 실시

한다.

§ 컴퓨터 그래픽스Ⅰ (Computer GraphicsⅠ , 전공필수)

시각전달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2D 그래픽 소프트웨어 즉 일러스트레

이터, 포토샵 등의 사용법을 익힌다.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 습득 뿐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의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기본원리를 예제를 통한 학습과 구체적인 과제를 통하여 체험한다. 

§ 서양미술사 (History of Western Art, 전공선택)

현대 시각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양미술을 이해하여 현대 시각예술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 연구

하는데 목표를 둔다. 서양미술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현대 시각예

술과 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 크리에이티브 발상 (Creative Concept, 전공선택)

디자인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다양한 사고의 아이디어 발상과 그것을 전개하는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으

로, 추상적 사고를 구체적 사고로 발전시키는 조형감각을 함양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 즉 문자로 

생각되어진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공부하고자 한다.

§ 디자인과 색채 (Design & Color, 전공선택)

디자인과 색채실습 과정을 통하여 조형적 표현감각을 숙지 연마시킨다. 이는 조형적 표현의 기본이 되는 과

정으로서 디자인실습을 통한 사물의 균형, 비례, 대칭, 조화, 질감, 양감, 동세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조형의 

방법 등을 찾는 기초 실습과정이다.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미디어 활용에 기초를 다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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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2학기

§ 위기관리 PR론 (Crisis Management PR, 전공필수)

개인이나 조직이나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위기관리론은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위기관리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전에 도움이 될 생생한 사례연구를 병행

한다.

§ 기초디자인Ⅰ(Basic DesignⅠ, 전공필수)

입체구조를 인식함으로써 기초적 방법을 경험하는 기초과정으로 구조물의 응용을 통하여 반복구조와 점

층구조 그리고 다면체 구조를 합한 복합구조를 활용하여 기능을 실험한다. 또한 입체구조의 구성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면체의 구조를 활용한 재구성을 실습한다.

§ 디지털드로잉 (Digital Drawing, 전공선택)

디자인표현 과정의 심화단계로서 선과 면, 그리고 점의 구성요소에서 시각적 전달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연구한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한 디자인과 사물의 형태와 색상, 

물체 등의 재료와 기법을 숙지하고 실습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경험 한다.

§ 컴퓨터 그래픽스Ⅱ (Computer GraphicsⅡ , 전공선택)

편집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문자와 이미지를 합성, 나아가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그래픽 사용법을 습

득한다. 특히, 타이포그래피, 편집디자인 관련 과목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기량을 함양하고 

예제를 통한 학습을 통하여 진행된다.

§ 환경디자인론 (Theory of Environment Design, 전공선택)

환경디자인의 다양한 사례연구와 발상을 통해 연구하며 시각적 표현과 심리적인 방향에서 시지각 현상들을 

연구 검토한다. 일상의 주변 환경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도출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

디자인 방법 연구하고 검토한다.

- 2학년 1학기

§ 기초디자인 II (Basic Design Ⅱ, 전공필수)

입체조형의 요소와 구조의 구체적인 개념과 유형, 입체조형의 방법의 사례에 대해 연구한다. 이러한 교

육을 통하여 구조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조형물을 감상할 

때 새로운 관점에서 디자인을 이해하고 구조적 측면의 관심도를 높이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타이포그래피 Ⅰ (Typography Ⅰ, 전공필수)

정보와 사상을 전달해 주는 시각체계로 타이포그래피의 의미와 올바른 표현 방법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디

자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타이포의 조형요소들을 연구하여 글자꼴에 대한 조형감각

을 익히고, 글자꼴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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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매체론 (PR Media, 전공필수)

PR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매체를 연구한다. 전통적인 인쇄매체에서부터 전파매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PR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활용 방법 등을 익힌다.

§ 영상디자인 I (Image Design I, 전공선택)

전반적인 영상제작 시스템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다. 기획 단계부터 촬영, 편집, 효과, 녹음 등 제작단계를 학습하고 영상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 크리에이티브전략 (Stratege of Creative Idea, 전공선택)

창의적 활동에서 아이디어 창출은 필수적이지만, 전략 없이 아이디어 발상을 피상적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본 과목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전략 수립부터 세

부적인 전술적 크리에이티브 훈련을 한다.

- 2학년 2학기

§ 타이포그래피 Ⅱ (Typography Ⅱ, 전공필수)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달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포에 대해 연구한다. 글자체의 선정, 

자간, 행간 등 타이포의 다양한 조형요소들을 통해 디자인의 목적에 맞고 미적 감각을 갖춘 타이포그래피 디

자인을 추구한다.

§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론 (Communication Methodology, 전공필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연구 방법론이 기본이다. 신뢰도와 타당도 있는 커뮤

니케이션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 기초 통

계방법 등을 학습한다.

§ 크리에이티브와 매체 (Creative & Media, 전공필수)

디지털 시대에서의 다양한 매체를 학습한다. 특히 국내외 매체 롼경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개발한다. 특히 기획부터 제작까지 크리에이티브의 과정을 직접 참여하여 개인 역량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발 향상시킨다.

§ 디지털그래픽 (Digital Graphic, 전공선택)

그래픽 이미지, 문자, 소리를 융합하여 구성하는 기초 모션디자인 과정으로써 창의적 발상을 구현하는 

모션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활용법을 습득한다. 

§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전공선택)

영상문법의 내적 기초가 되는 스토리 개발 및 내러티브 구성법을 연구하여 감성적, 직관적 사유에 호소

하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 등 제반 영상콘텐츠 창작의 토대로 삼는다.

§ 영상디자인 II (Image Design II, 전공선택)

영상디자인 1을 통해 기초를 완성한 후 개별 또는 팀별 영상 디자인를 제작한다. 기획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고 특히 완성도 있는 영상디자인 제작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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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1학기

§ 디자인 프로젝트 I (Design Project I, 전공선택)

마케팅전략에 충실한 디자인의 기능과 목적을 이해하며, 제품과 판매전략, 매장의  특성을 기초로 판매촉진

을 목표로 합리적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한 구조 및 기능, 재료, 디자인 컨셉 설정 및 표현 연구 등의 응용 과

정을 프로젝트식 수업 중심으로 연구한다.

§ 광고 커뮤니케이션제작Ⅰ (Studies of Advertising DesignⅠ , 전공필수)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 새

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창조적 사고 증진 방법들을 다룰 것이다. 특히 4대 매체 중 인쇄광

고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디지털 비주얼 디자인Ⅰ (Digital Visual Design Ⅰ, 전공필수)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으로서 Poster 디자인과 광고디자인, 편집디

자인, 일러스트디자인 등 다양한 시각디자인 분야를 폭넓게 다루어 표현과 발상의 능력을 재고시키며 시각

언어의 중요성과 시각적 조형언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실습한다.

§ 이미지론 (Image, 전공필수)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이다. 이미지는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 개인, 기업, 국가가 모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미지란 과연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개인, 기업, 국가 등 영역별로 나누어 학습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Studies of Universal Design, 전공선택)

현대의 디자인은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편리하고, 편안하며, 친환경적인 디자인, 이는 향후 

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디자인의 무한한 장르를 인간 중심 디자인에 맞춰 연구하

는 과정이다.

- 3학년 2학기

§ 광고 커뮤니케이션제작Ⅱ (Studies of Advertising Design Ⅱ, 전공필수)

광고는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통합된 설득커뮤니케이션의 한 분야이다.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형감각의 결합을 통해 소비자를 설득하는 광고에서 디자인 분야를 연구한다. 광고디자인의 기획 및 제작

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는 교육을 한다.

§ 디지털 비주얼 디자인Ⅱ (Digital Visual Design II, 전공필수)

디지털 비쥬얼 디자인Ⅰ 과정을 통하여 숙지된 조형언어와 표현기법 등을 메디컬 분야의 특성과 접목시켜 

관련 업계의 디자인 산업 전반을 연구 검토한다. 이 과정은 특히 의료, 제약 관련업계의 디자인적 특징을 분

석하고 검토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접근을 모색하고 연구한다.

§ 헬스 커뮤니케이션 (Health Communication, 전공선택)

우리 사회가 고령화, 복지사회로 진전되면서 헬스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R도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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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목치 않았던 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의료, 보건 등 헬스 분야를 커뮤니케이션 관

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한다. 보건의료분야를 특화시킨 우리 학교만의 차별화된 PR 과목이다.

§ 프로모션디자인Ⅰ (Studies of Promotion DesignⅠ, 전공선택)

판매촉진을 위한 디자인의 영역은 무궁히 발전하고 넓어지고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서의 

새로운 디자인 역영을 개발하고 특히 판매현장에서 강한 패키지디자인의 기능과, 디스플레이 효과를 극

대화한 P.O.P 디자인의 기능 및 구조를 연구한다.

§ 디자인 프로젝트 II (Design Project, 전공선택)

정보디자인를 중심으로 개별 또는 팀별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계획을 수립부터 조사, 분석 등 수용자 입

장에서 디자인을 설계한다. 도출된 주제를 책자 또는 영상디자인으로 완성한다. 특히 제작된 디자인이 

기관 및 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인다.

§ 편집디자인 Ⅰ (Desk Top Publishing, 전공선택)

타이포그래피의 구성요소(여백, 색체, 사진, 일러스트레이션)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한

다. 이를 위해 레이아웃의 기본을 이해한다. 또한 디자인의 그리드 시스템과 타이포그래피를 연계하여 

편집디자인을 이해한다.

- 4학년 1학기

§ 웰빙 패키지 실습 I (Well-being Package Design I, 전공필수)

패키지디자인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구매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 

본 교과목은 지기 및 용기의 포장, 쇼핑백 등의 디자인을 통하여 미적이고 기능적인 포장디자인을 연구

하며 포장의 모듈, 가판대의 디스플레이 등 전반적인 판촉계획을 함께 연구한다.

§ 브랜드 디자인Ⅰ (Brand Design Ⅰ, 전공필수)

Corporate Identity Program은 기업의 디자인 정책을 경영합리화와 기업의 전략적 비젼을 시각적으로 접근

하여 기업 홍보를 극대화하고 구성원의 시각적 구심점역할을 구축한다. 또한 나아가 기업의 합리적이고 경

제적인 이익창출에 시각적 접근을 연구한다. 

§ PR 기획 실습 (PR Planning, 전공필수)

성공하는 PR은 기획이 중요하다. 기획은 PR의 목표 설정서부터 전략, 실행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망라한다. PR과 관련해 익힌 이론과 실습을 종합하는 교과목이다.

§ 광고디자인 (Advertising Design, 전공선택)

기존 광고디자인 분야에서 탈피하여 공익, 브랜드, 의료분야로 영역을 확대하여 주제를 설정한다. 특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주제를 설정하고 제작하여 국내외 공모전 출품을 통해 개별 역량을 강화한다. 이

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광고 다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편집디자인 Ⅱ (Desk Top Publishing, 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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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편집디자인의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종합적인 출판제작 능력을 개발한다.

§ 헬스 커뮤니케이션 산업론 (Health Communication Industry, 전공선택)

성공하는 PR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와 업계의 동향을 이해하여야한다. 

국내외의 커뮤니케이션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미래 유망 분야를 조망해 본다.

§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전공선택)

홍보와 디자인의 분야별 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

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4학년 2학기

§ 브랜드 디자인 II (Brand Design II, 전공필수)

Medical Corporate Identity Program은 의료 관련 업계 즉 제약회사, 의료기관, 의약품 유통업체 등 의료분

야의 특수한 시각적 디자인을 연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기업의 독창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

한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구축과 대외적 홍보효과를 제고하며 구성원의 동질성과 경영 합리화에 이바지한

다. 이러한 기업 디자인 전반의 과정을 시각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구축과 대외적 홍보효과를 제고하며 구성원의 동질

성과 경여 합리화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기업 디자인 전반의 과정을 시각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 광고 PR 조사론 (Advertising & PR Survey, 전공필수)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을 심화시킨 방법론이다. 광고, PR 분야의 기획력을 강화하가 위한 사전 

서베이, 사후 효과 측정 방법 등을 학습한다.

§ 포트폴리오 제작 (Pprtfolo Publishing, 전공필수)

홍보 및 디자인 분야의 취업, 진학 등의 자격을 작품 및 논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이어 취업

에 필요한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 졸업작품 (Graduation Work, 전공필수)

홍보 및 디자인 분야의 취업, 진학 등의 자격을 작품 및 논문을 통해서 심의

§ 웰빙 패키지 실습 II (Well-being Package Design, 전공선택)

현대 마케팅 측면에서의 포장의 기능은 판매촉진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초장에서의 브랜드이미지 구축

은 구매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합리

적인 포장디자인 전략을 기획하고,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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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edical Public 

Relations and Visual Design

- 1학년 1학기

§ Theory of Visual Design(시각디자인론, 전공필수)

Studying the history and the concept of design with this course provid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design practice. Therefore this course covers the conditions, components, visual phenomena and 

visual representation of design. Such a design methodology is applied to the visual design, packaging 

design, editorial design, and advertising design concept and fabrication methodology for studying. Also, 

we are going to look for the various forms of fine arts research through the history of the design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the practical design work.

§ Introduction to Public Relations Studies (P.R.론, 전공필수)

What is public relations? When did pulic relations begin? This subject briefly reviews why it has proved 

so difficult to define public relations work.The literatures and theores of public ublic relations are also 

studied and debated. 

§ Design Expression (디자인표현, 전공필수)

This course study and study the formative elements of the plane through experiment and production by 

actually using the point, line, and surface, which is the basic process of visual design process.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 important modeling exercises of visual communication through material 

and expression method.

§ Computer GraphicsⅠ (컴퓨터 그래픽스Ⅰ, 전공필수)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advanced computer graphic skills used in the field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Students will learn tools such as Illustrator and photoshop. The study will present 

application of the fundamentals of graphic design including history, theory and practice. 

§ History of Western Art (서양미술사, 전공선택)

Focuses on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history of art, by understanding the effects the western 

art has on art. From the Western Art we broaden our understanding in history and culture. Also 

raise our consciousness of contemporary art and culture in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 Creative Concept (크리에이티브 발상, 전공선택)

This course is introductory to visual design.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solidify abstract ideas to concrete ones, and cultivate sense of 

design by studying various ideation methods. We will study how to visualize ideas with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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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 Color (디자인과 색채, 전공선택)

Through the process of fundamental drawing and coloring practice, it improv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s this is the process of fundamental Formative Characteristics, drawing is an essential 

process to understand object’s balance, proportion, symmetry, harmony, texture, voluminous and 

movements.

- 1학년 2학기

§ Crisis Management PR (위기관리 PR론, 전공필수)

Crisis public relations is one of the most critical aspects of modern communication. In this subject, 

we will examine the key principles for managing crisis situation using a veriety of case studies of 

both good and bad practice.

§ Basic DesignⅠ(기초디자인Ⅰ, 전공필수)

The education is to experience a basic method by recognizing 3D structure. Through this 

curriculum, experiment process to experiment on person the fabrics, that is, experimenting the 

function using the combined fabric of repeated, gradual, and polyhedral structure. which is 

construction step to develop construction ability of cubic structure.

§ Digital Drawing (디지털드로잉, 전공선택)

As an in-depth step in the process of Design expression, we study methods and mean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visual transmission in lines, faces, and components of points. Especially, student will be 

familiar with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such as design, object shape, color, and object using various 

illustrations using computer, and experience the effect through practice.

§ Computer GraphicsⅡ (컴퓨터 그래픽스Ⅱ, 전공선택)

The skillful combining of images and text(Typo) become the core of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technical foundation and cultural introduction for advanced courses such as 

Typographic and editorial design. Examples and practice will develop basic understandings and skills. 

§ Theory of Environment Design (환경디자인론, 전공선택)

We study various cases and ideas of environmental design and examine visual phenomena in visual 

expression and psychological direction. We choose the theme in everyday environment and examine 

the planning to finishing idea.

- 2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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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Design Ⅱ (기초디자인 II, 전공필수)

The education was intended to training the elements of 3D graphic design , concrete concept and 

type of structure, and example of 3D graphic design method. Through this curriculum, one can 

improve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design from a new view point, and to increase interest in 

structure to apply, by looking at various fabrics in real life with deep interest in the structure of 

design. 

§ Typography Ⅰ(타이포그래피 Ⅰ, 전공필수)

Typography is a visual medium that deliver information and idea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hat 

understanding the correct way of expression and the meaning of typography to practice the effective 

design-communication skills. Also, other purpose is that learning the formative sense of letters and 

enhancing the ability of designing the letters through researching the formative elements of typography.

§ PR Media (PR 매체론, 전공필수)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study public relations media. We examine the public relations 

tools from traditional media, for example television, radio, and printed media, to new media 

including SNS.

§ Image Design I (영상디자인 I, 전공선택)

Four characteristics of advertising and media status from a full range of advertising to the new features 

of the new media look systematically explore the new creative direction of advertising. Examine the 

effects of advertising, types of advertising, advertising media, such as education and basic concepts of 

advertising by means of an effective and economical method of advertising and research.

§ Stratege of Creative Idea (크리에이티브전략, 전공선택)

Creation of ideas is essential in creative activities, but it is often a superficial approach only to ideas 

without a strategy. In this course, we will develop strategies for systematic and step - by - step idea 

development in communication, as well as detailed tactical creative training.

- 2학년 2학기

§ Typography Ⅱ(타이포그래피 Ⅱ, 전공필수)

Typography is the most important visual medium to deliver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typography design suitable for the purpose and with the aesthetics of a character through 

learning the various formative elements such as the selection of fonts, kerning and leading. To do this, 

researching the correlation of typography with the various molding methods wll be proceeded to study 

the variable expression methods and the balanced representation skills.

§ Communication Methodology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론, 전공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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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methodology is essential to understand and analyze of communication phenomena. 

We examine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s of communication method. Basic statistics is 

also studied.

§ Creative & Media (크리에이티브와 매체, 전공필수)

Students learn various media in the digital age. Especially, we will develop creative ability to 

understand and utilize domestic and foreign media. Particularly, student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reative from planning to production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individual 

competence and improve development.

§ Digital Graphic (디지털그래픽, 전공선택)

We acquire the effective use of motion software that realize the creative thinking as composing a 

basic motion design process which unites graphic images, letters and sounds.

§ Storytelling (스토리텔링, 전공선택)

By studying story development and narrative composition technique that are internal base in video 

grammar, we make it for the basic of video contents creation which is storytelling based of films, 

animations, games and advertisements which appeals to emotional and intuitive reasons.

§ Image Design II(영상디자인 II, 전공선택)

After completing the foundation through image design 1, students make individual or team image 

design. students are experienced in the whole process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completion 

stage and aim at the production of a complete image design in particular.

- 3학년 1학기

§ Image Design Project I (디자인 프로젝트 I, 전공선택)

The lecture needs the function and goal of design with marketing strategies, and teaches applied course 

by projects, including products, sales strategies, structures for reasonable designs towards sales 

promotion with the character of shops, functions, materials, design concepts, and expression researches.

§ Studies of Advertising DesignⅠ (광고 커뮤니케이션제작Ⅰ, 전공필수)

Advertisement is the one of the important medium for communication to persuade customers. As well 

as the message of a less-creative good can't be delivered to the consumer. Even if the message is 

delivered, it will not be, you can not convince them to persuade the customer. This course will deal with 

the new concept of communication and creative thinking which makes consumers can impress. 

Especially, this course is planned to study for 'Print Advertising', one of the four major advertising media. 

§ Digital Visual Design Ⅰ (디지털 비주얼 디자인 Ⅰ, 전공필수)

The range of Design is growing over for the promotion of sales. It develops the area of new 

design as a positive and active way, and it researches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P.O.P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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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verviews strong functions of package designs and display effects in market. 

§ Image (이미지론, 전공필수)

Image is a refelection.Stakeholders accumulate a number of images of an organization over time. By 

the end of this subject you should be able to recognise the image in practice. 

§ Studies of Universal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 전공선택)

The modern design is human-centered. Easy, comfortable and environmental-friendly design will be 

what design is heading for. Thus, this course is studying on infinite genre of design focusing on 

human-centered design. 

- 3학년 2학기

§ Studies of Advertising Design Ⅱ(광고 커뮤니케이션제작Ⅱ, 전공필수)

Advertisement is an area of integrated persuading communication using marketing in combination with 

communication. This study is about design of advertisement that urges customers to buy product or 

service through combined power of marketing, communication and a sense of form. This course 

cultivates professional knowledge on planning and producing of advertising design. 

§ Digital Visual Design II (디지털 비주얼 디자인Ⅱ, 전공필수)

In Digital Visual Communication Design 2, we graft knowledge such as the composition language 

and expressive technique learned through Digital Visual Communication Design 1 with medical 

qualities and review the related design business. 

§ Health Communication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공선택)

While our society has been faced with the aging and the public welfare, the health issue is not 

limited within a personal boundary any more but asking a public interest.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the student with an overview of the field of medical, public 

health, and particularly, to focus on health communication.

As the university for Specialized Medical Care (SMC), the course provides a peer review on health 

communication as well as an opportunity taking an excellent training for the building specialized PR 

subject.

§ Studies of Promotion DesignⅠ (프로모션디자인Ⅰ, 전공선택)

The range of Design is growing over for the promotion of sales. It develops the area of new 

design as a positive and active way, and it researches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P.O.P Design 

which overviews strong functions of package designs and display effects in market.

§ 디자인 프로젝트 II (Design Project, 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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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lement individual or team-specific projects around information design. 

planning the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dience, such as planning, investigation, analysis. 

students are complete a book or image design from the result of deduc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improves the completeness so that the produced design can be utilized in the institution.

§ Editorial design I (편집디자인 I, 전공선택)

We perform various project, using the elements of typography(margins, colors photographs, 

illustrations) and understanding the basics of layout. We also understand the design editing by 

linking the design grid system with typography.

 

- 4학년 1학기

§ Well-being Package Design I (웰빙 패키지 실습 I, 전공필수)

Pakage Design is to be that of brand image play an important part in purchase decision. this 

curriculum is study that of artistic and practical package design by practicing shopping-bag design, 

container design etc, along with the study of selling plans such as package module, show window 

display.

§ Brand Design Ⅰ(브랜드 디자인Ⅰ, 전공필수)

In corporate Idnetity Program by visually approaching the design policy of the company, using 

business rationalization and company's strategical vision we maximize the business advertisement 

and build the member's visual pivot area. Furthermore research the visual approach of company's 

rational and economical profit making.

§ PR Planning (PR 기획 실습, 전공필수)

Ii is very important for organization to make an effective PR Planning for its

successful management. This course(PR Planning) teaches many items, that is to say, setting up 

objectives and strategy, executing PR programs, evaluating the results and feedback. And this course 

cov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subjects for

PR activities.

§ Advertising Design (광고디자인, 전공선택)

This study will move away from the existing advertising field and expand the field to the public 

interest, brand, and medical field to set the theme. In particular, students will set up a theme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nd strengthening individual competencies by participating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Based on this, the aim is to cultivate the specialized advertisers.

§ Editorial design Ⅱ (편집디자인 Ⅱ, 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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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layout. We also develop a comprehension of the capability to 

publish by studying various methodologies of editing design, using computer programs.

§ Health Communication Industry (헬스 커뮤니케이션 산업론, 전공선택)

For building effective PR professionals, not only scholastic achievements but also an understanding 

on working place and an executive ability are needed.

On the point of view, this courses provides a balanced knowledg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by 

dealing with PR theory, PR campaigning, and a future trend on a health industry.

§ Capstone design (캡스톤디자인, 전공선택)

The design practice is organized with related corporations, programmed with field experience and 

project involvement in order to develop skills in practical works for design and advertising.

- 4학년 2학기

§ Brand Design II (브랜드 디자인 II, 전공필수)

Medical Corporate Identity Program studies medical field's special visual design related to medical 

businesses such as pharmaceutical company, medical institution, medical distribution industry and 

research presenting the company its original identity by creative idea. This creates the company's 

image and provide foreign promotion effect contributing member's homogeneity and business 

rationality. we will studying these general process of company's design in visual aspect.

§ Advertising & PR Survey (광고 PR 조사론, 전공필수)

Communication and deepen the research methodology is a methodology. Planning to strengthen 

the field of advertising, PR measurement methods for the pre-survey, post-effects, such as learning

 

§ Portfolio Publishing (포트폴리오 제작, 전공필수)

We examine the qualification of advancement and employment of design field through the works 

and papers in depth. And then we creates a personal portfolio for employment.

§ Graduation Work (졸업작품, 전공필수)

The qualification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progress in the field of advertising and design is 

examined through final works and reports.

§ Well-being Package Design (웰빙 패키지 실습, 전공선택)

The function of pakage design is to be that of sales promotion from the mordern marketing point 

of view and the formation of the brand image play an important part in purchase decision. this 

curriculum was intended to training and planning that reasonable pakage design strategy which can 

be adujusted to consmer's likes and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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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아웃도어학과

【보건의료⋅스포츠 의⋅과학】

운동과영양(Exercise and Nutrition)  

올바른 식생활과 신체활동, 운동수행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한 삶과 운동수행능력증진

을 위한 식이요법을 배운다. 또한 식이와 신체활동을 통한 질병예방에 관련된 기본지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운동측정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Exercise ) 

인체의 자세 및 형태, 체력과 운동능력 등의 심동적 영역의 측정, 운동과 관련된 지식요인에 대한 인지

적 영역, 태도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측정방법을 습득하여 체육학연구를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

한다.

트레이닝방법론(Training Methodology)

트레이닝의 생리적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트레이닝의 여러 가지 방법과 이의 생리적 

효과를 알아본다

운동처방(Exercise Prescription)

운동처방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원리를 학습한다.

스포츠상해및재활(Sports Injury and Rehabilitation)

질병 및 상해로부터의 회복과 회복과정의 신체적, 정신적, 생리적 회복에 대한 이론적 구조를 학습시키

며 재활 프로그램의 작성과 평가 등의 방법을 이해시킨다. 

운동생화학(Exercise Biochemisty)

운동과 스포츠 활동이 세포단위의 화학적 변화 및 에너지대사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의 구조적 기능

적 변화를 주도하는 생물학적 작용을 이해시킨다.

운동치료법(Athletic Therapy)

운동 및 신체활동에 기인하는 부상의 형태, 치료와 예방, 선수의 부상관리 및 신체활동에 대한 안전수칙 

등을 배우며 치료요법과 관련된 기구와 기계의 조작법 등을 지도한다.

328



인체해부학(Human Anatomy)

인체의 구조를 근육계, 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감각기 등을 중심으

로 이론적으로 강의하여 기초의학 지식의 습득과 전공과목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스포츠와생체신호(Sport and Biomedical Signals)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의 다양한 생체신호를 이해하고, 이러한 생체신호를 활용할 수 있는 운동 및 스

포츠 활동, 그리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스포츠의생물학적이해(Biological understanding of Sport)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및 적응 현상에 대한 이해와 평가지표, 측정방법을 학습사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 방법의 생물학적 현상을 학습한다.

【스포츠아웃도어 교육⋅지도】

운동생리학(Excercise Physiology)

본 과목은 운동시 신체작용과 적응효과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한다. 세부적으로 운동시 에너지대사과정, 

근육, 신경, 순환계, 호흡계통 등의 변화와 관련된 이론을 학습한다.

스포츠사회학(Sports Sociology)

사회현상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학적인 시각을 통하여 사회제도와 스포츠의 관계

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본 과정은 체육 활동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요인과 신체의 성장 발달에 따른 변화와 운동 기능의 심리

적인 학습방법의 이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통한 경기 능력의 향상과 원만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

도록 한다.

아웃도어안전및응급처치(Outdoor safety and First-aid Treatment)

아웃도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교육학 (Bioindustry and Sport)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스포츠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탐색하고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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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아웃도어코칭론 (Sport and Outdoor Coching Theory)

스포츠 과학을 기초로 하여 아웃도어코칭의 학문적 지식, 과학적인 지도방법론을 중심으로 운동역학적

인 측면에서 분석 지도하는 접근 방법을 습득케 한다.

유아및노인스포츠 (Infants and Senior Sports)

유아 및 노인 운동의 효과, 유아 및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 유아 운동프로그램 설계, 노인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설계,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등을 학습한다.

운동역학 (Sport Biomechanics)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역학적 요인의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특히 그 요인들과 운동과의 관계를 동작

의 효율성 및 안전성 증진의 관점에서 다룬다. 

아동과스포츠웰빙(Children and Sport Well-Being )

본 과목은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아동건강, 

아동발달에 있어서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스포츠아웃도어이해(Principle of sport and outdoor)

본 과목에서는 자연기반 아웃도어스포츠의 지향가치 및 철학, 목적과 목표, 범위, 인문학적 관점과 자연

과학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산악스포츠Ⅰ(Mountain SportsⅠ)

등산과 아웃도어활동에 필수적인 캠핑법과 비박, 캠핑에 필요한 매듭법, 등산식량과 요리, 의류, 짐꾸리

기, 산의 환경 및 생태,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과 등산, 아웃도어활동을 계획하고 실

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기른다.

산악스포츠Ⅱ(Mountain SportsⅡ)

산악자전거 및 특수등반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원리와 기술을 배우며, 강좌는 이론 강의와 현

장체험으로 이루어진다. 

수상스포츠Ⅰ(Water SportsⅠ)

신체의 발육, 발달과 신체의 고른 성장에 영향을 주고자 수영에 대한 기초이론과 기술을 습득시키고자 

한다.

수상스포츠Ⅱ(Water SportsⅡ)

요트, 카누, 카약과 같은 수상스포츠 활동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원리와 기술을 배우며, 강좌는 

이론 강의와 현장체험으로 이루어진다. 

하계아웃도어스포츠Ⅰ(Summer Outdoor SportsⅠ)

330



여가시간을 보다 유익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수상스포츠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학습

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기와 지도법을 습득하여 수상스포츠에 대한 전문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계아웃도어스포츠Ⅱ(Summer Outdoor SportsⅡ)

여가시간을 보다 유익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수상스포츠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학습

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기와 지도법을 습득하여 수상스포츠에 대한 전문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계아웃도어스포츠Ⅰ(Winter Outdoor SportsⅠ)

동계아웃도어스포츠인 스키에 대한 연혁과 기본이 되는 스키기능을 익히고 나아가 스키에 대한 기본지

도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계아웃도어스포츠Ⅱ(Winter Outdoor SportsⅡ)

동계아웃도어스포츠인 보드에 대한 연혁과 기본이 되는 보드기능을 익히고 나아가 보드에 대한 기본지

도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킨스쿠버(Skin Scuba)

수중스포츠의 활성화에 따라서 수중스포츠로 자리 잡은 스킨스쿠버의 안전사항과 기본기술을 습득하여 

수중레포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스포츠 클라이밍(Sport Climbing)

이 과목은 인공암벽에서의 볼더링과 높이등반, 하강과 매듭법, 빌레이시스템  등의 기본 등반기술을 배

운다.

하계아웃도어스포츠실습(Summer Outdoor Sports Practice)

하계아웃도어스포츠의 기능을 익히고 나아가 기본지도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

기 위한 자격증 취득에 그 목적이 있다.

동계아웃도어스포츠실습(Winter Outdoor Sports Practice)

스키나 보드와 같은 동계아웃도어스포츠의 기능을 익히고 나아가 기본지도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지도자

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자격증 취득에 그 목적이 있다.

스포츠아웃도어인턴십(Sports Outdoor Internships)

졸업 전 방학을 활용한 단기 인턴십을 통하여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응용하고 기업체의 현장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졸업 후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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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아웃도어 산업】

스포츠아웃도어산업론(Sport and outdoor industry)

레저스포츠산업의 개념을 해석하고 레저산업에서 스포츠산업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들의 개념, 

분류, 시장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학습한다.

스포츠아웃도어경영론(Management in sport and outdoor)

스포츠경영론은 경영의 기능적 측면인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등에 대한 이해와 스포츠의 환경, 기술, 

조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해 실무적으로 스포츠사업에 접근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한다.

스포츠아웃도어마케팅(Marketing in sport and outdoor)

자연기반 아웃도어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원리와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마케팅 이론에 대한 이해

를 목표로 마케팅 시장조사, 환경분석,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 포지셔닝, 마케팅믹스 등을 학습한다. 

스포츠아웃도어시설론(Facility management in sport and outdoor)

스포츠시설의 의의와 개념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며, 아웃도어 시설의 발전사, 스포츠시설 관리와 운영

서비스, 학교체육시설, 사회스포츠시설, 프로스포츠시설, 해외 아웃도어 휴양시설, 스포츠시설 행정 사례,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요소들을 학습한다.

레저학개론(Introduction to Leisure Studies)

레저의 개념과 레저행동 등 전반적 지식 습득뿐 아니라, 레저산업 최신 관광동향을 파악하는데 교육목

표를 둔다. 특히 본 과목은 레저산업 유형 분야별 학습을 통해 국내외 레저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확인한다.

스포츠아웃도어미디어론(Introduction to Sports and Outdoors Media)

스포츠아웃도어와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아웃도어와 관련

된 미디어의 다양한 시각과 구성, 미디어 환경, 국제적인 미디어전략을 포함한다. 

스포츠아웃도어이벤트론(Sport and Outdoor Event)

스포츠아웃도어이벤트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이벤트를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체계적

으로 학습한다. 각자의 이벤트 관심분야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아웃도어 이벤트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스포츠아웃도어서비스경영론(Sport and Outdoor Service Management)

스포츠아웃도어 기업의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전략, 인적자원관리, 서비스품질 관리 등 스포츠아

웃도어 서비스경영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고객만족기법을 실습하여 서비스마인드를 제고

한다.

스포츠관광상품기획론(Sport Tourism Products Planning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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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광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스포츠관광시장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스포츠관광상품 기획과

정 및 수요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모험스포츠관광상품, 해양스포츠관광상품, 스키관광상품, 캠핑

트레킹상품, 이벤트스포츠관광상품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스포츠관광상품 기획능력을 함양

한다.

글로벌스포츠아웃도어리더십(Global Sport & Outdoor Leadership)

글로벌 스포츠아웃도어 리더로서 필요한 자기 계발을 위한 기초예절, 이미지경영, 셀프리더십, 리더십개

발 등 개인인성부터 비즈니스 프로토콜에 이르기까지 세계 스포츠아웃도어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한 필

수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글로벌스포츠아웃도어환경의이해(The Globalization of Sports and Outdoors World)

스포츠아웃도어와 세계화를 학습하는 과목으로써, 세부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전통스포츠, 대중스포츠

의 기원과 블록화 그리고 스포츠가 세계에 미친 영향, 동시대의 스포츠아웃도어환경 이해를 포함한다.

스포츠아웃도어경제론(Understandings of Sports and Outdoors Economy)

스포츠아웃도어현상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본 이해와 지식 습득에 교육목표를 두며, 세부적으로 스포

츠아웃도어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제용어와 문제, 스포츠 활동의 경제적 기능과 정책 요인, 프로스

포츠시장, 프로스포츠의 글로벌화와 스포츠시장과 노동시장, 정부 정책 등을 포함한다.  

스포츠아웃도어문화의이해(Cultural Methods for Sports and Outdoors)

스포츠아웃도어의 시대적 흐름과 문화 기능, 구성, 특징에 관해 조사하고 문화변천에 따른 스포츠아웃도

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특히 스포츠아웃도어의 역사와 문화 속에 담긴 가치 발굴 그

리고 스포츠아웃도어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과 현장스토리를 제공한다.

바이오아웃도어상품론(Development of bio-product for outdoor activity)

세계시장에 출시된 바이오 소재 아웃도어 상품들의 현황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바이오 소재(bio based 

materials)를 활용한 아웃도어 스포츠 용품 및 서비스의 기획, 제작, 마케팅 등 제반 경영이론을 습득한

다. 

바이오산업과스포츠(Bioindustry and Sport)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스포츠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탐색하고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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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ports and Outdoors

Exercise and Nutrition

 This course is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relations among proper eating habits, 

physical activities, and exercise performing abilities. The students will also learn the dietetics for 

healthy life and the enhancement of exercise performing abilities. In addition, the basic knowledge 

regarding the disease prevention through diet and physical activities will be taught.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Exercise

 The historic background of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statistical techniques to be used in 

scoring and interpretation tests; evaluation measures now available in the field; and the 

adminstration of a testing program. 

Training Methodology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understand the physiological and scientific principles of training, and 

based on those principles, training methods and their physiological effects will be discussed. Korean 

circle dance will be practiced in the class.

Exercise Prescription

This course provides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exercise prescription.

Sports Injury and Rehabilitation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physical, mental 

and physiological recovery stage from disease and sports injury, to understand the method for the 

planing and evaluation of sports rehabilitation. 

Exercise Biochemisty

Adaptation process and mechanism of metabolic pathway and gene expression sith exercise are 

covered for bett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subcellular investigation in recent exercise science 

area. 

Athletic Therapy

This study include injury mechanism in participating exercise and active movement, treat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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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athlete's injury management and basic safety manner in active movement. Also, to find out 

how to use machines which are related to modality. 

Human Anatomy

This course is critical to build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major classes as clinical sports 

medicine. It is designed to lecture the body system in muscle, bone, nerve, blood vessel, digestion, 

respiration, urogenital and receptor organ. 

Excercise Physiology

Targets gaining knowledge on the effects that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have on the various 

mechanism, mainly in nerve, muscular, respiratory, circulatory system and energy metabolic pathways. 

Sports Sociology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n the notion of sport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notion of sports as a social phenomenon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ystems and sports.

Sport Psychology

This course grows possibility that improve to performance and amicable life style through changing 

pursuant to psychological factor and physical growth 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learning method.

Outdoor safety and First-aid Treatment

This course offers how to give first-aid treatment in case of outdoor situations outdoors.

Sport and Outdoor Coching Theory

Students will learn about analytic coaching approaches in terms of biomechanics focusing on the 

academic knowledge on outdoor coaching and scientific coaching methods based on sports science.

Children and Sport Well-Being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EAM Education. This subject is focused on cultivating ability of 

teaching physical activities.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is children health, children development, 

child sports’Learning theory and practice.

Principle of sport and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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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deals with nature-based sport activities’ value, philosophy, goal, type, understanding its 

meaning with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Mountain SportsⅠ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bilities for leaders to plan and implement safe and pleasant 

camping, mountaineering and outdoor activities through the camping and bivouac, necessary knots 

for camping, foods and cooking, clothes, packing, environment and ecology of the mountain, and 

field trip, which are essential to the mountaineering and outdoor activities.

Mountain SportsⅡ

This course provide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required for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TB and Special climbing. This consists of indoor lectures and a few days' intensive fieldwork.

Water SportsⅠ

It gives an effect to the growth which growth, advancement and the body of the body selects and 

a fundamental objection and the technique against the swim to sleep to sleep it finds it does. 

Water SportsⅡ

This course provide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required for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ater sports such as Yacht, Canoe, Kayak. This consists of indoor lectures and a few days' intensive 

fieldwork.

Summer Outdoor SportsⅠ

This classes practice aquatic sports as water skiing, windsurfing, skin diving, scuba diving and yacht 

in real field and furthermore, teach group activity, camping activity and quality of special coach. 

Summer Outdoor SportsⅡ

This classes practice aquatic sports as water skiing, windsurfing, skin diving, scuba diving and yacht 

in real field and furthermore, teach group activity, camping activity and quality of special coach. 

Winter Outdoor SportsⅠ

This course teach that students are learned the history and skills of ski. Furthermore, this course 

helps student to get the disposition of the expert director. 

Winter Outdoor SportsⅡ

This course teach that students are learned the history and skills of board. Furthermore, this course 

helps student to get the disposition of the expert director.

Skin Scuba

The safety and basic skill of the skin scuba, one of the major underwater sports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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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of underwater sports, is necessary to satisfy the demand of underwater sports.

Sport Climbing

This course emphasizes leading bolted routes and is conducted at our climbing wall. Designed for 

students with little or no climbing experience. Class covers basic climbing skills including knot tying, 

belaying, rappelling, top rope anchor systems, and safety procedures.

Summer Outdoor Sports Practice

This course teach that students are learned skills of summer outdoor sports. Furthermore, this 

course helps student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to get the disposition of the expert director.

Winter Outdoor Sports Practice

This course teach that students are learned skills of sports like ski and board. Furthermore, this 

course helps student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to get the disposition of the expert director.

Sports Outdoor Internships

Students will apply their knowledge to the actual workplace through a short-term internship during 

their last vacation, and gain the practical knowledge and skills in order to make themselves more 

adaptable to workplace.

Sport and outdoor industry

In this course, student will enhance their capacity of analyzing crucial components in sport industry 

including economy, socio-cultural capital, related market and its effect and so forth.

Management in sport and outdoor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promote the ability of analyzing key issues of sport management, 

including sport organizations, professional sport, college sport, sport marketing, brand 

communication, finance, event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and legal issues.

Marketing in sport and outdoor

This course provides the principles of outdoors and sports marketing and applicable marketing 

theory for the industry. Students will learn marketing survey, environmental analysis, subdivided 

markets and target markets, positioning, and marketing mix. 

Facility management in sport and outdoor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f the notion of sports and outdoor facility management. The 

major contents include historical background of outdoor facilities, management and operation 

service of outdoor facilities, school exercise facilities, social sports facilities, professional sports 

facilities and case studies on sports administration.

337



Introduction to Leisure Studies

This course provides the current tourist trends in leisure industry as well as the basic concepts and 

general knowledge of leisure and recreation. In particular, the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of leisure industry inside and outside Korea will be taught through various types of fields 

in leisure industry.

Introduction to Sports and Outdoors Media

This course provides fundamental concepts and theorie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sports/outdoors activities and media. The main contents include diverse scopes and compositions of 

media related to Sports and Outdoors, and their media environments and global media strategies.

Sport and Outdoor Event

This course provides basic theory of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of sports outdoors event 

program, and fosters students to build event planning and presentation skills.

Sport and Outdoor Service Management

Students will acquire the knowledge on sports outdoor service manage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including human resources management, service strategy, quality management and 

evaluation to create value for customers through understanding the management features of sports 

outdoor industry.  

Sport Tourism Products Planning & Development

This course provides various case studies of sport tourism products and contents, and enhances 

development skills and planning capability to meet the needs of sport tourism experiences and the 

changes of activity patterns. 

Global Sport & Outdoor Leadership

This course provides essential knowledge from personal etiquettes to global business protocol to 

become a global sports outdoors leader. Personality development, image making,  and leadership 

development will be taught.

The Globalization of Sports and Outdoors World

This course aims to study globalization of sports and outdoors.  The major contents include 

introduction to traditional sports of major countries, the origin, change and localization of popular 

sports, and effects of sports on the world, understandings of contemporary sports and outdoors 

places. 

Understandings of Sports and Outdoors Economy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basic concepts and knowledge in economic context of sports and 

outdoors phenomena. The major contents include economic terms needed to understand spor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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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doors phenomena and facing problems, economic function and administrative factors, 

professional sports markets, globalization of major professional sports, sports and labor markets, and 

government policies. 

Cultural Methods for Sports and Outdoors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of sports and outdoors in cultural history, by 

researching streams of times, culture functions,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sports and 

outdoors. Especially,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inherent value in history and culture of 

sports and outdoors, and also methods and field stories for culture contents development focused 

on sports and outdoors.

Development of bio-product for outdoor activity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ocess of creating ideas, planning and designing bio products for 

outdoor activities, and further seeks to collaborate with bio-related areas to develop innovative 

ideas and insights which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real world outdoor marke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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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학과

전공필수

장례학개론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Funral Service Practices 1학년 1학기

상장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짚어보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장례 절차와 장례서비스 현

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장례문화와 서비스 등 장례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현

장 실무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함.

생사학 Science of Death And Dying 1학년 1학기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임종자를 돌보는데 매우 중요하며,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맞

이하는 준비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 사회·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장례에 영향을 주는 생사관에 대한 

이해를 높임.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1학년 1학기

국민의 건강 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환경위행, 환경보전, 기생충 등 공중 보건학의 분야별 교과에 대

하여 이론 및 실무사례 등을 이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례서비스 현장

에서도 관련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장사법규 Mortuary Jurisprudence 1학년 2학기

장례 및 묘지제도와 관련된 법 규정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장례식장, 묘지제도, 화장 및 납골제도

와 관련된 법 규정 해석과 적용을 통해 장묘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장사행정, 장례서비스 

현장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적용능력을 제고함.

한국민속학 Korea Traditional Science 1학년 2학기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민속학 전반에 대한 학습을 통한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해한다. 민속의 개념, 공간적 민속, 시간적 민속, 언어적 민속, 신앙적 민속등의 장르를 학습함

으로서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사상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1학년 2학기

의학용어의 발생 원리와 기초 원리를 습득하고 의료분야에서 의무기록과 의료종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의학용어를 신체부위와 계통별로 학습하여 전공과목 학습에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상장례학 Science Of Funeral Rituals 2학년 1학기

평생 의례중 마지막 통과의례인 상장례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통상장례의 근간을 이룬 예기, 주자가례, 

사례편람등 기본서를 통해 상장례의 원리와 변천과정을 배우며, 현대사회에서 적용되는 상장례의 내용

에 대해 배움으로써 장례 전공자로서의 소양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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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행정학 Funeral Administaration 2학년 1학기

장사 행정의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장사행정 계획수립, 법 및 제도 운영 등을 학습

함으로써 기본적인 행정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장사관련 행정기관의 이해와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함.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2학년 1학기

사회 복지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반적인 사회 문제는 물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서 발생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퇴화현상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역할 및 기능

상실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 실태를 연구,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탐구하여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방안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염습실습 Funeral service practice 2학년 2학기

전통 및 현대 염습방법을 재조명하고, 정립을 위한 논의 및 염습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 방법 등을 숙지

하여 염습시 유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자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염습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제고.

장례경영학 Mortuary Management 2학년 2학기

실천적 경영학의 한 분야로 경영관리의 이론적 배경에서 장례서비스 경영 원리을 발견하고, 경영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장례서비스의 경영관리자의 능력을 배양함.

보건통계학 Health Statistics 2학년 2학기

인간집단의 건강상태를 파악,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되는 인구동태통계와 의료관계 통계 등 통계와 관

련 학습을 통해 보건 관련 논문의 통계를 이해하며 연구 설계에 대한 개념 및 기본 통계학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험논문 또는 설문논문을 유도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제의례학 Science of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I 3학년 1학기

상장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식인 제의례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제사를 지내

는 유족들의 심리상태부터 제사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전체 과정을 이해함은 물론, 전거에 바탕을 둔 원

리를 확인하고 이의 실행을 별견(瞥見)하여 상장례와 그 이후에 연결되는 각종 제례에 대한 폭 넓은 지

식을 습득함.

현대장례와 종교의례 Funeral Procedures And Religeous Ethics 3학년 2학기

인간의 죽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장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세계 각국의 종교별 장묘

문화 특징 및 우리나라 주요 종교의 사생관과 이에 따른 각 종교별 장례의식의 절차와 내용을 고찰하여 

장례서비스 현장에서 적용함.

장례 세미나  Funeral Seminar  3학년 2학기

교수나 강사의 지도하에 장례분야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간의 

토의를 통해서 의문점을 깊이 있게 추구하여 장례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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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법론   Funeral Method 4학년 1학기

장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습과정으로서 매장지에서는 매장의 준비와 실제적인 하관 실습, 화장장에

서의 운구, 유골수습 과정, 봉안실습, 자연장, 그리고 개장에 이르는 장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하여 현장 중심의 실습을 실시함.

호스피스 Hospice theory 4학년 1학기

불치질환의 말기 환자 및 가족에게 가능한 한 편안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돌봄

(care)의 개념인 호스피스를 이해한다.  

장례심리학 Introduction To Funeral Psychology 4학년 2학기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가장 슬픔을 느끼는 때의 심리적 상황과 그에 대한 위로 

방법을 학습하며, 죽음을 목전에 둔 당사자의 심리적 현상, 가족의 죽음을 당한 유족의 심리적 상황, 제

3자들이 바라보는 타인의 죽음에 대한 심리적 현상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장례서비스 현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함.

장례서비스 현장실습 Field Work In Funeral Services 4학년 2학기

우리나라 장례서비스 산업의 배경과 현황, 문제점을 진단하고 서비스 산업관련 서비스 종류 및 특성등 이론적 

고찰과 발전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장례서비스 산업 전반을 이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4학년 2학기

대학의 전공과정에서 배운 과목들을 종합하여 자신이 정한 주제에 대해 체계적,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

과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논문을 작성한다.  

전공선택

장사제도론 Funeral Service System 2학년 2학기

장사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법령체계와 장사행정체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매장 및 묘지, 화장, 납골, 산골 등 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제도를 중심으로 세부

적인 내용을 고찰함.

해부생리학 이론 및 실습 Human Anatomy & Physiology 3학년 1학기

장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기본적인 해부학적 용

어와 해부학적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본적, 실제적인 해부학적 지식을 개발

하여 개인적 성장의 기초로 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장례 사회학 Sociology of Funeral Service 3학년 1학기

삶의 마지막 경험과 관련된 문화적, 사회적 규범, 가치관, 신념 및 행동을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례

분야에서 사회학의 방향과 적용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장례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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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위생처리학 Embalming Theory I 3학년 1학기

미래 장례산업에 필수적인 시신의 위생적 보존처리 및 고인접견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학문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신위생처리 역사, 방법 및 이론을 학습하여 장례전문 의료인으로써의 역할을 가

능하게 함.

장사시설관리론 Management Of Cemetery. Crematorium, And Columbarium 3학년 1학기

장사시설인 장례식장,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장례시설의 전반적 경영관리와 

시설운영에 대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장사시설관리에 대한 기본지식과 관리능력을 배양

함.

장례기획론 Planning Of Mortuary Management 3학년 1학기

지역, 가문, 종교에 따라 다른 장례절차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정서를 맞는 장례기획을 수립하

며, 특히 단체장, 사회장 등 특별한 장례기획의 이해부터 구체적인 진행에 이르기까지 사례별 분석과 발

표를 시도함으로써 장례기획의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함.

서예 Calligraphy 3학년 1학기

서예의 변천 발달 과정과 각 서체의 획질에 대하여 숙지시킴으로써 서체의 종류를 파악하여 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상장례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명정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서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3학년 2학기

사회복지 실천 대상 가운데 개인, 집단,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

회복지 실천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개입과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개입 기술과 기법, 개

입 과정에 대한 기록과 평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 연습을 통해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

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장례서비스 산업론(Funeral Service Industry) 3학년 1학기

유형재화인 제품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해왔던  장례 산업을 무형재화인 서비스 중심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 혁신의 프레임에서 장례서비스 경영활동의 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서비

스 전략과 신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경영자의 역할 등을 학습한다.

병리학 Pathology 3학년 2학기

생체의 형태 및 기능상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질병의 본태를 해명하고 사망한 환자의 시신위생처리

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장례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 및 건강증진을 도

모함.

장사시설 운영 및 실습 Internship On Management Of Funeral Home Services And Mortuary ServicesI 

3학년 2학기

장례식장의 현장 방문과 실제 장례서비스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담, 수시, 염습, 입관, 협력업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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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 장례서비스 전반에 대해 현장체험을 통해 장례식장 현장에서의 장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함.

시신위생처리학 실습 Embalming Practice  3학년 2학기

미래 장례산업에 필수적인 시신의 위생적 보존처리 및 고인접견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실습을 체

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신위생처리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시신위생

처리능력을 배양함.

사체화학 Thanatochemistry 3학년 2학기

시신위생처리에 가장 핵심적인 화학물질인 보존액의 종류와 기능, 특징을 알아보고 가장 좋은 보존액을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숙지함으로써 시신위생처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습득을 목적

으로 함. 

전염병관리학  Epidemic management theory 3학년 2학기

유행병 즉 전염성질환 전파의 조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분야이다. 오늘날에는 집단병리학으로도 

정의되어 집단에서의 질병 전반을 연구한다. 

행정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3학년 2학기

행정학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터득한다. 예컨대, 공공행정의 특징, 행정과 행정학의 개념, 행정학의 기

원과 발달, 행정학의 연구방법 및 범위, 그리고 행정일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소개한다.

집단사망자관리 Group Death Management theory  4학년 1학기

대량재해 발생시 재해의 관리와 희생자관리를 위해 희생자의 탐색, 증거수집, 신원확인 등의 절차 진행

을 위해 대량재해에서 희생자관팀의 업무를 이해하고 개인식별임무 수행을 위한 기초지식의 습득. 

분장학이론및실습 Make-up Theory and Practice 4학년 1학기

시신의 좀 더 좋은 모습을 창출하기 위해 보이는 표면의 모양과 자연적인 윤곽선을 재창조함과 동시에 

피부의 정상적인 색을 만들어 고인의 생전 모습을 원래대로 재생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실습을 통해 분장기능을 제고함.

염습실습 2 Funeral service practice - 2  4학년 1학기

전통 및 현대 염습방법을 재조명하고, 정립을 위한 논의 및 염습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 방법 등을 숙지

하여 염습시 유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자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염습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제고.

행정법론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ory  4학년 1학기

행정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변동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행정조직 내부의 관

리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조직내부의 관리문제에서도 조직의 사회학적 기초와 심리학적 기

초를 이해시키며, 조직과 조직 속의 개인의 관계를 파악시켜 조직의 관리 능력을 배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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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법론  Communication Techniques  4학년 1학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학습함으로써 설득력 있고, 호감 받는 대화자의 자질 함양과 이

를 통한 사회의 제반활동 및 직장내에서의 성공적인 의사소통능력 발휘를 위한 소양을 높임.

캡스톤 디자인 Capstone Design 4학년 1학기 

장례서비스 산업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론수업이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

기 위해 장례서비스 실무와 같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

도록 교육함 

노인복지론 Social Services for Older Adults Elderly 4학년 2학기

노인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고, 노년기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인식 시

키며 노인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다룸.

법의학이론 및 실습  Forensic Medicine 4학년 2학기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의학분야, 궁극적으로 인권

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

로써 장례분야에 적용하도록 함.

접견장례의식 Viewing funeral ceremony 4학년 2학기

고인의 복원된 생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 유족과 친지들에게 사별슬픔을 극복하게하고, 마음의 평

안과 심리적인 위로를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는 접견 장례의식의 개념과 진행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분석론 Management Analysis  4학년 2학기

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활동으로 기업의 재무계수를 분석 및 검토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한다.

상조기업운영분석론 Sangjo Business Operations Analysis  4학년 2학기

상조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환경, 경영관리, 경영전략 등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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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재활복지학과

중독학개론(Introduction to addictions) 

: 물질중독 및 행위중독의 영향에 관한 기본지식에 대해 개관한다.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중독에 관한 

핵심 지식은 중독의 정의, 용어, 역학, 범위 및 역사이다. 또한 물질의 종류, 중독모델, 예방모델, 정신역

동 및 치료적 접근법들에 대해 다루어질 것이다.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 사회복지의 기본개념 및 성격을 기초로 사회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주체(기관), 

객체(대상), 방법 및 재원에 관한 기본내용을 익힌다. 특히 현실 사회복지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대상을 중점 학습한다.

자원봉사론(Volunteering in Social Work) 

: 사회복지현장에서 자원봉사자 관리, 즉 역할할당과 자원봉사자 선정, 자원봉사자 훈련과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기획과 평가를 이해하고 배운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 원만한 대인관계와 건강한 정신생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부적응 및 불건전한 정신생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심리학개론(Introduction to Psychology) 

: 사고와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학습한다. 지각, 소통, 학습, 기억, 의사결정, 종교, 설득, 사랑, 욕

구, 배고픔, 예술, 소설, 그리고 꿈과 같은 내용을 다룰 것이다. 아동기에는 마음의 발달, 개인마다 다른 

점들, 뇌 작용 등이 심리장애와 상처들로 어떻게 깨져가는 가를 다룰 것이다. 

중독예방론(Addiction Prevention) 

: 중독예방의 이론, 기법 및 모델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중독예방의 역사에 대해 학습하고 위험 

및 보호요인 체계, 탄력성 요인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들은 예방프로그램 계획수립과 평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담자,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접근법에 대한 지

식을 학습한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and Development)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 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실천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로

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인간행동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심리사회적인 욕구 사정이 주는 의미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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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개인의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철학과 

가치, 통합적 시각, 사회복지실천 관계론 및 과정론, 사회복지실천 대상별 실천모델, 사례관리 등을 검토

한다.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 다양한 정신장애의 증상,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다룬다. 특히 이 교과목에서는 이중진단장애의 진단과 

개입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장애인복지론(Social Work Practice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 사회적 약자의 하나인 장애인에 관한 복지 대책을 익힌다. 특히 장애의 개념, 장애인의 욕구 및 문제에 

초점을 두어 그들에 대한 상담, 재활, 교육을 비롯 각종 복지 정책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중독 약물학(Addiction Pharmacology) 

: 약물의 화학적 구조, 유형 등과 더불어 약물이 인체에서 작용할 때 생기는 변화와 그 기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약물을 활용한 중독 및 정신질환 치료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이에 근거한 프로

그램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 및 생활보호제도,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에 관해 살펴본다.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Reinforcement Interviewing) 

: 동기강화상담은 변화에 대해 양가감정이 있는 치료에 저항적인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양

한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중독치료 분야에서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치료기법이다. 이 과

정은 학생들이 이 모델을 매우 실용적이 치료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적 기초와 다양

한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하는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례연구과 역할연습을 통해 실천기술, 기법, 지침을 실천 대상에게 적용

하며,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학습한다. 

신경생물학(Neurobiology) 

: 중독과 관련되는 신경계의 구조적 및 기능적 조직에 관한 지식을 개관한다. 신경전달체계와 다양한 신

경전달물질을 다룰 것이다. 또한 중독의 신경해부학, 유전학 및 뇌영상 연구결과들을 학습할 것이다. 

사회복지조사론(Social Work Research) 

: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연구 설계, 자료수집, 자료 분석과 같은 사회복지 조사방법을 소개한다.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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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의 제시된 문제를 위하여 근거기반의 개입방법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실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론(Social Work Practice in Mental Health) 

: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모델과 방법을 제시하고, 주요 정신질환의 이해를 통해 심리사회적 

치료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접근을 적용한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 중독상담에 있어서 집단역동과 집단치료의 이론적 기초를 다룬다. 강의와 훈련을 통해 집단 리더십의 

이론적 접근과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각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정부 내 정책기관과 현장의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어떻게 형성, 집행되는지를 

익히고, 더불어 각 기관의 구조, 역할을 학습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프로그램개발과 평가(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 이 과목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 관리, 평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회문제

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욕구를 파악하며, 적절한 개입으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사회복지지도감독론(Social Work Supervision)

: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슈퍼바이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연구한다. 슈퍼바이저는 지역

사회내의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슈

퍼비전과 관련된 이론적인 개념,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슈퍼비전 방법의 적용과 실제에 대하여 

탐구한다.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지식 및 효과적인 실천기술을 이해하고 아동복지 환경 속에서의 

가족자원들을 촉진시킨다.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 각종 심리검사의 구성이론과 실제, 채점 및 해석 방법을 포괄적으로 연구한다. 중독문제의 선별 및 평

가방법과 치료적 적용에 대해 학습한다. 

청소년상담(Youth Counseling) 

: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특징, 각 연령별 발달 과제,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변화, 청소년 시

기에 적절한 상담 방법,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각종 청소년 약물 중독, 청소년들에 적합한 중독 예방 

방식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의료사회사업론(Social Work Practice in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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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및 보건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업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이해하

며 환자와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학습을 하고, 직접적 서비스와 

보건행정에서 나타나는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되는 의료복지 제도와 임상실천방법을 학습한다.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

 : 도박, 인터넷, 일, 성 등의 행위와 관련된 중독의 원인과 치료적 접근법에 대해 학습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Field Practicum) 

: 사회복지실습기관에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실천을 슈퍼비전을 통해 학습한다.  

사례관리(Case Management) 

: 중독 내담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기술과 지식을 제공한다. 치료계획, 퇴원계획, 문서기록, 의뢰방법, 위

기개입, 내담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노인복지론(Social Work Practice with Elderly) 

: 노인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고, 노년기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며 노인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다룬다. 

사회복지윤리와 철학(Social Welfare Ethics and Philosophy) 

: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에 기본이 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윤리에 대한 이해로 실천현장에서의 전문가

로서 가치와 윤리에 대하여 연구, 분석한다.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Family Counseling and Family Therapy) 

: 가족의 문제 해결 및 기능 향상을 위해 가족의 특성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가족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실천기술을 익힌다.

ASP 융합개론(Introduction to ASP fusion) 

: 중독재활상담의 특성화 융합화에 따른 각 과목 간에 융합으로 정신의학, 사회복지, 심리행동 등의 영역

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창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독문제를 다학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창

의적인 중독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고자 한다.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 

: 중독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입증된 인지행동치료와 재발방지에 대한 이론과 훈련을 제공한다. 왜곡된 

인지를 밝히고 수정을 통해 행동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배운다.

물질중독론(Substance Addiction Theories) 

: 알코올, 마약류, 니코틴 등의 물질중독과 관련된 신경 및 심리적 기제와 사회적 문제를 학습하고, 효과

적인 개입을 위한 치료, 재활, 정책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중독재활현장실습(Addiction Field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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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의 목표는 중독재활 서비스 기관의 중독 사례들에 대한 현장 경험을 지도 감독하에서 제공하

는 것이다. 학생들은 핵심 개념들을 응용하게 될 것이며, 중독상담의 8개 실무차원에 포함된 기술들을 

숙련한다. 해당 학기 동안 총 300시간의 실습 중 100시간을 마쳐야 한다. 

(1) 임상평가: 16시간

(2) 치료계획수립: 4시간

(3) 의뢰: 2시간

(4) 서비스조정: 8시간

(5) 상담: 50시간

(6) 교육: 8시간

(7) 기록관리: 8시간

(8) 전문직업적 책임: 4시간

재활과 재발예방(Rehabilitation & Relapse Prevention) 

: 12단계 촉진프로그램, 명상 등의 영성치료에 대해 다룬다. 특히 이 강좌는 영성치료분야 전문가들의 

초청강의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독상담실무(Addiction Counseling Practicum) 

: 내담자 및 보호자와의 첫 만남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선별, 평가 및 내담자의 욕

구와 자원을 파악할 수 있다.

캡스톤디자인(Capston Design) 

: 중독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 가치 창출,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에 목표를 두고 이에 중독재활 전문 교

육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 문제해결지향의 역량기술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자료분석(Social Welfare Date Analysis)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술통계와 추론통계기법에 대한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설문지 제작 

및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분석 실습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회를 갖는

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이에 따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 및 주요 대책에 관해 연구한다. 

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and Law) 

: 사회복지법의 기본시각으로써 사회복지법의 개념, 생존권,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 및 일반원리를 고찰

하고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과 범위 및 구조를 파악,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떠한 법제 아래서 수행

되어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법 내용을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졸업논문(Individual Thesis) 

: 중독재활 및 사회복지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논문, 전공분야의 특정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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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하여 교수에게 제출하여 사회복지사의 지적․심미안적 사고능력을 심사받는다. 

중독재활세미나(Seminar in Addiction Counseling) 

: 중독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의 초청강의를 통해 최근의 연구동향과 임상현장에 대해 학습한다. 

학교사회복지론(Social Work Practice in Schools) 

: 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으로 학교를 전문적 실천영역으로 설정하

고,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과 개념, 실천 이론과 방법 및 관련 기술들을 학습한다.

상담이론과 실제(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 중독 상담의 주요 이론과 기초적인 상담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한다. 정신역동, 존재론적 인본주의적, 인

지 행동적, 포스트모던 등 대표적인 상담이론을 배울 것이다. 이러한 상담이론들이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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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and Social Welfare

Introduction to addictions 

: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basic knowledge in substance and behavioral addictions. 

Students will learn and become familiar with various issues pertaining to addiction, such as models, 

theories, terms and definitions, historical backgrounds, and intervention methods in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 This class explores contents of the subject, objective, methods, coffer concerning to solving social 

problems, needs. Especially study high focusing service object and problem cognition of social 

welfare really.

Volunteering in Social Work 

: Understand and practice volunteer management in social work field, including the participation 

selection, volunteer training and education, project planning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evaluation.

Mental Health 

: Understand knowledge and skills for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ental life. Analyze 

student's own maladaptive as well as  unhealthy mental life.

Introduction to Psychology 

: This course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scientific study of thought and behavior. It 

explores topics such as perception, communication, learning, memory, decision-making, religion, 

persuasion, love, lust, hunger, art, fiction, and dreams. We will look at how these aspects of the 

mind develop in children, how they differ across people, how they are wired-up in the brain, and 

how they break down due to illness and injury.

Addiction Prevention 

: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understanding of various theories, methods, and models regarding 

addiction prevention. In addition to the history of addiction prevention,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and fostering resilience in addiction prevention,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various 

approaches to teach and educate preventive skills to clients, family,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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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Welfare and Development :It is to practice theory and method to do something for the 

community, go further learning various practical sphere, develop the ability as experts as social 

worker to practice community social welfare.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 Examine multiple perspectives on the impact of the social environment on human behavior and 

well-being using an "ecological" approach.  Emphasis will be on implications for assessing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needs of individuals, families, groups and communities.

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 The course studies basic philosophy and value, consolidation views, 

relation theory, processing, social welfare practical service modelling, case study in relation to basic 

intelligence individuals, families, groups to bring about a large welfare of the society.

Psychopathology 

: Students will learn and become familiar with various psychopathological symptoms, disorders and 

comorbidity, diagnostic criteria, and treatment interventions.

  

Social Work Practice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 Understand and practice social work services for on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Understand the concept, needs, and problem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search on 

welfare policy and social work service programs, including counseling,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to encompass clients' condition to provide caring and sensitive services to disabled clients.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 This course provides a unique, in-depth presentation of all the major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You will learn the theories that cover four broad conceptual approaches: 

psychodynamic, existential-humanistic, cognitive behavioral, and post-modern. You will practice how 

counseling theories are applied in real counseling settings.

Addiction Pharmacology

: Students will learn to the chemical structure and types of drugs, we will learn basic knowledge 

about the changes and mechanisms of drugs acting on the human body and learn how to treat 

addiction and mental disorders using drugs.

Social Security 

: This course learns basic principles of  social security comprising of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welfare service. This programs research content, structur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through the service case study composing of national pensions,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allowance, family allowanc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life 

protection system, and child welfare, welfare for senior, handicappe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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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al Reinforcement Interviewing 

: Motivational Reinforcement Interviewing(RTI) has recently become widely recognized for its 

effectiveness in treating clients who lack the motivation for change and are resistant to treatment, 

especially in the field of addiction. In this course, the focus will be placed on learning the basic 

theories and various skills of RTI and how they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reatment.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 The class learns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to develop social function of 

individuals, families, Groups. To control of this problems, researches various practical tecique, skill, 

guideline. Especially this course learns through case study and role play, practice social practice 

intervention, evaluation and exercising drill.

Neurobiology 

: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neural structures and their functions and specific topics will 

include neurotransmitters, neuroanatomy, genetics, and neuro-imaging related to addiction.

Social Work Research 

: Introduce social work research methods including the foundations of social science,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Understand how to apply the evidence-informed practice 

process to identify, analyze and apply evidence-informed interventions for clients' presenting 

problems.

Social Work Practice in Mental Health 

: Provide practice models and methods of social work practice in mental health care. understanding 

selected major mental disorders and applying social work practice approaches used in psycosocial 

treatment and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services.

Group Counseling 

: This course provides an in-depth look at group counseling with an emphasis on practical 

knowledge and techniques for effective group leadership. You'll learn key theoretical approaches to 

group leadership and how to successfully apply each in practic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This course understands for it how to form, combine, execute policy government agent betwee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ereunder it researches organizations, parts effective service delivery 

system in each national agency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 The course is to be planning, controlling, evaluating social welfare program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drill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reflect and evaluation react program in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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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level.

Social Work Supervision 

: This subject studies on the function and role of supervisor. Supervisor has responsibility  about 

service quality providing clients and user service. It seek to adapt and practice in relation to the 

supervision in social work practical setting.

Child Welfare 

: Provide students social work knowledge and effective skills to assess and plan for secure child 

safety and well-being and promote family resources in a child welfare setting.

Psychological Assessment 

: Students will learn and become familiar with psychometric properties of various psychological tests, 

as well as their applications, scoring, and interpretation. Special focus will be on screening and 

assessment methods of addiction problems and their application to treatment.

Youth Counseling 

: This course focuses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youth development, such as its characteristics, 

age-related developmental tasks, and psychological changes. Students will learn and become familiar 

with appropriate counseling methods, problems related with internet and drug addictions, as well as 

various prevention methods.

Social Work Practice in Health Care

: Provide practice skills and strategies relevant to health care settings in work with individual, 

families, groups, interdisciplinary teams, and service providers. social work practice is explored in the 

context of the psychosocial consequences of illness, current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technological advances and changing regulatory strategies.

Behavioral Addiction 

: This course focuses on the study of various forms of behavioral addictions, including gambling, 

internet/game, work, and sex,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ir etiology and treatment approaches.

Social Work Field Practicum 

: Provide student general social work practice with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an 

agency under supervision.

Case Management 

: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basic knowledge and key understanding of case management 

of clients. In addition, students will also learn about treatment plan, discharge plan,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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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al, crisis intervention and family education involved in treatment of addiction.

Social Work Practice with Elderly 

: This cours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practice. students will identify 

fact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 and examine social 

problems and policies related oder adults.

Social Welfare Ethics and Philosophy 

: Social welfare studies on value, philosophy and ethics for theory and practice. research and 

analyze as a specialist on the scene to examine value and ethics in visually and manually. 

Family Counseling & Family Therapy 

: Students will learn various theori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members and interactions 

among family members and learn the practical skills necessary for family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family problem solving and function improvement.

Introduction to ASP fusion : The course outline of ASP fusion is composite between each subject. 

We want to create new skills and knowledge in areas such as psychiatry, social welfare, and 

psychological behavior according to characterization of addict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Therefore, We intend to educate creative addicts who approach and can solve all kinds of addiction 

problems multidisciplinary.

Cognitive-Behavioral Therapy 

: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theories of cognitive-behavior therapy and the application of basic 

skills that have been proven to be effectively in addiction treatment and relapse prevention.

Substance Addiction Theories 

: Students learn the nervous and psychological mechanisms and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substance abuse such as alcohol, drugs, and nicotine, and hav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olicy measures for effective intervention.

Addiction Field Practicum 

: Students learn to integrate theories and methodologies acquired through classroom lectures with 

the practical experiences in a clinical setting under the supervision of field experts. This course 

entails clinical assessment, treatment planning, referral, service coordination, counseling, education, 

documentation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Rehabilitation & Relapse Prevention 

: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piritual approaches to addiction treatment, including 12 step facilitation 

therapy, meditation, and social networks. This course will especially provide opportunities to form 

social network with the field experts in spiritual treatment and healing through invited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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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on Counseling Practicum 

: This course will focus on methodology in collecting data from the clients using screening and 

assessment instruments, in recognizing of the needs of clients, and establishing treatment plan 

based on all available assessment data.

Capstone Design 

: The course outline of The CAPSTONE DESIGN is to create practical value for solving addiction 

problem, to educate creative talent. Therefore, We aim to create  and to strengthen 

problem-oriented competency skills in activating addiction rehabilitation education.

Social Welfare Date Analysis 

: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basic theories of technical statistics and 

inferential statistical techniques us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and to use the theoretical knowledge 

acquired through practice of data analysis using questionnaire production and statistical programs.

Social Welfare Policy 

: This course studies basic principl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Hereunder research national effort and staple measures to solve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and Law 

: The course basically studies value, purpose general principle and understands Social Welfare and 

Law generative processes and scope, structure. It enhances ability development to understand 

carrying out laws which understanding method to fulfill under the legislation. 

Individual Thesis

: As a major requirement for graduation,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fulfill their course requirement 

as well as to submit their graduation thesis on a specific topic pertaining to the major. The thesis 

must be well-organized and must reflect sound understanding of research methodology, broad 

knowledge on the topic and critical thinking on the pertinent issues. The evaluation of the merits of 

thesis will be carried out by the assigned faculty.

Seminar in Addiction Counseling 

: Students will obtain up-to-date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research findings and clinical 

experiences from field experts in various addiction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Social Work Practice in Schools

: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acquire knowledge, values and skills appropriate for social work 

practice within schoo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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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과

[전공필수]

논리 및 논술 (Logic and Discourse)

: 논리 및 논술을 통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세로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충하여 주체적인 삶을 영위

하게 하고, 능동적인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인적인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유아교육론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 유아교육의 기초와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교육의 대상인 유아의 발달

과정 등을 이해한다.

유아교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유아교육에 있어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적인 원리와 이론을 탐구하며,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

육과정 계획을 실제 구성, 평가하도록 한다.

영유아발달 (Young Children Development)

: 인간발달에 관한 주요 발달이론과 관점을 이해하고, 발달단계별로 태내에서부터 유아기까지의 인지, 사

회, 언어, 성격, 신체, 정서 등의 각 영역별 발달특징을 이해한다. 

보육교사론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 영유아교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의 이론, 영유아 보육기관의 유형 및 기

능, 영유아교사의 자질, 영유아 프로그램 구성, 운영관리 등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아동상담론 (Theory of the Child Counseling)

: 아동의 부적응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상담이론을 학습하고 이의 적용에 필요한 기

본적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Observation and research of child’s behavior)

: 아동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개별 또는 집단 아동 행동의 관찰 방법을 습득하고, 여러 상황

에서 아동행동의 제 측면을 관찰하는 방법을 익힌다.

부모교육론 (Parent Education)

: 현대 부모교육이론과 프로그램 개발 경향을 학습하고 교육기관에서 가정과의 연계를 증진 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부모 및 가족외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이 유

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및 상담자로서의 있는 자

질, 기술 및 능력을 기른다.

놀이지도 (Play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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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지도방법을 이해, 습득하여 효과적인 놀이지도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언어지도 (Language Teaching)

: 유아의 언어발달과(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교육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조사하여 이에 맞는 언어

지도 방법을 알아본다.

유아미술교육 (Arts Education for Children)

: 유아가 미술적 재료를 통하여 지적, 심미적 심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유아의 표현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촉진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을 기르고, 각종 

재료를 능숙하게 다루어 낼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한다.

유아수학교육 (Mathematics for Children)

: 유아의 인지발달단계와 수 개념 발달단계를 알고, 유아의 수리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유아 

수지도 목표설정 및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아동과학지도 (Science for Children)

: 주위의 모든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며, 관찰, 분류, 예측, 검증, 창안 등 과학의 

기본적인 방법을 기초로 실제적인 과학활동 지도능력을 기른다.

유아동작교육 (Movement for Young Children)

: 신체표현을 통하여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고, 상상력을 유발시켜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발표력을 키워 자신감을 갖도록 실기 지도 방법 등을 폭넓게 지도 한다.

유아음악교육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음악적 접근 및 교수매체, 교수학습방법을 학습하여 음악이 영유아의 전인적 발

달과 인간성 함양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유아사회교육 (Social Studies in Early Childhood)

: 유아의 성장, 발달과 환경과의 관련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규명한다. 이를 위해 사회성 지도의 의의와 

목적, 사회성 발달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한다.

영유아교수방법론(Teach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

: 영유아기 발달 특성에 따른 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이

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Research in Educational Material)

: 유아의 발달단계와 요구에 적합한 교재, 교구를 연구 제작함으로써 능력 있고 창의적인 교사로 성장하

도록 돕고, 이론과 실제를 통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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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론 (Subject Matter Education)

: 각 교과지도의 이론과 실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유아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활동을 상호 유기적으로 고

찰한다.

유아관찰 및 실습 (Observation and Practice of Young Children)

: 참관 실습을 통하여 유아들의 연령별 발달 특성파악과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 수업에 대한 이해와 

한학기의 대체적인 교육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를 통합할 수 있으며, 교사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갖는다.

아동안전관리(Children's Safety Management)

: 영유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안전사고의 유형별 특징 및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학

습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익힌다.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Early Childhood Settings)

: 유아교육 시설기관의 물적관리, 인적관리, 재생관리 등에 관한 원리와 실제를 익힌다.

[전공선택]

기악Ⅰ (Musical Instrumen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Ⅰ)

: 유아교육기관에서 노래, 율동 및 신체활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음악이론, 다양한 리듬 및 선율 타악기

의 연주법, 피아노 연주기술을 학습한다.

기악Ⅱ (Musical Instrumen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Ⅱ)

: 유아교육기관에서 노래, 율동 및 신체활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음악이론, 다양한 리듬 및 선율 타악기

의 연주법과 피아노 반주능력을 심화 학습한다.

유아국악교육 (Korean Music For Young Children)

: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대한 이론의 토대로 전통 악기를 다루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유아

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전통 악기를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다.

아동문학교육 (Early Childhood Literature Education) 

: 영유아기에 있어서 문학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며 유아가 문학을 수용, 평가,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교

육방법과 유아에게 적절한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아동음악 (Early Childhood Music)

: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음악교수법을 익혀 아동의 심미적 잠재

력 개발을 도울 수 있도록 음악지도 기술을 훈련한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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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관한 행동과학분야의 여러 이론들에 대한 학습과 함께 개인, 가족, 집

단, 지역사회, 조직 등 사회환경적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한다.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Problems)

: 정신건강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소, 정신장애의 치유 및 예방에 관한 과학적 지식

을 학습한다. 

아동권리와복지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 아동권리 및 복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아동 권리 및 복지의 실제를 영유아교육 현장과 연관하

여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예술치료개론 (Introduction to Arts Therapy)

: 예술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과목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연극치료, 독서

문예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등 예술치료의 다양한 분야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한다.

음악치료이론과 실제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 음악치료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도록, 음악치료의 다양한 population을 대상으로 이론과 임상

적 실제를 통하여 적용 방법을 배운다. 

아동 및 청소년 음악치료 (Children and Youth Music Therapy)

: 아동기에 나타나는 전반적 발달장애와 정서불안 등의 장애아동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음악치료의 접

근과 적용법을 공부하며, 비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음악 치료적 접근을 배운다.

음악치료기법연구 (Music Therapy Research Techniques)

: 음악치료의 다양한 orientation들을 배우고, 음악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진단, 치료 계획 수

립, progress 기록, 평가방법을 연습하고 음악치료의 기본적인 technique을 분석 및 시연한다. 

다문화의이해교육 (Multiculturalism of Education) 

: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비교사로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법을 익힌다.

보육실습 (Practice for Children's Care)

: 어린이집 실습에 관한 이론 및 실제 수업지도를 통하여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

질을 함양시키고 바람직한 교사상을 확립하도록 한다.

아동과 스포츠 웰빙 (Children and sports well-being)

: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아동건강, 아동

발달, 아동 스포츠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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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바이오 융합 현장 적합형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설계형 과목으로, 학생들이 졸업 전 스스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 시험해보는 특성화된 과정이다. 

바이오생태교육(Bio ecological education)

: 영유아들에게 자연과의 친밀성을 높여주어 환경 감수성 증진과 창의성 도모 및 정서발달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생태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익히는 과목이다.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 유치원 교사로서의 자질함양에 필요한 교육일반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며, 학습

내용으로는 교육의 본질과 과제, 교육의 목적과 과정, 교육과 사회, 교육의 역사적 기초, 현대교육의 사

조, 교사의 자질 등이 있다.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 교육학자 및 교사로서의 전문직을 충실히 수행함에 필요한 교육심리학의 이론을 탐색하고, 교육의 실

천적인 방법을 최대한으로 응용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 (Philosophy & History of Education)

: 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알고, 교육의 철학적 이해를 통하여 교육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

하여 교육관을 정립하고 교사관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교수 내용으로는 교육의 역사

와 철학의 의미, 교육의 구조와 모순, 교육의 역사적, 철학적 연구방법의 이해, 교육철학의 이론 등이 있

으며,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비판정신의 함양과 교육의 이념과 목표설정에 효과를 얻는다.

교육사회 (Sociology of Education)

: 교육현상을 사회학적 안목에서 조명하는 과목으로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 사회계층과 교육 등에 관심

을 둔다.

교육과정 (Curriculum)

: 교육과정의 유형과 역사적 동향, 특징 등 제반 이론을 익히고 제6차,7차 유치원교육과정을 분석한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Education Method and Thechnology)

: 교수-학습에 관한 기초 이론을 습득하게 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에 익숙하게 하며 교육공학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현대의 각종 통신매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교육평가 (Evaluation of Education)

: 교육평가와 관련된 기본이론과 원리를 학습하고, 특히 평가활동의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교직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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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

: 학교폭력의 실태를 이해하고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에 대

해 안다.

특수교육학개론 (Foundation of Special Education)

: 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징 및 통합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교실에서의 지도법을 익힌다.

교직실무 (Practical Business of Teaching Profession)

: 교사와 시설장으로서 필요한 교육기관 운영관리에 대한 이론을 익히고 학생상담과  지도의 이론과 실

제를 학습한다.

[교육실습]

교육실습 (Practice for Childhood Education)

: 유아교육 실습에 관한 이론 및 실제 수업지도를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

록 자질을 함양시키고 바람직한 교사상을 확립하도록 한다. 

교육봉사활동 (Volunteer Activity of Teaching)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조교사나 교사도우미 또는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교사

로서의 자질 및 실천 능력을 배양함과 더불어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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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전공필수]

Logic and Discourse

: To lead independent lives by expand the breadth and depth of thought to reasonable and 

  logical attitude through the logic and discourse, makes it possible to have a holistic 

  thinking skill enabling the active social activities.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 This course introduces an overview and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ourse provide the knowledge of development of children.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This course explores the basic principles and theories of curriculum construc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is course aims to organize  the curriculum planning and 

  curriculum evaluation that match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education institutions.

Young Children Development

: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infant development. This cours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foundations and theories of infant development, and the issues involved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from fetal period to infancy are discussed.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 To foster the role and qualifications of teachers, having educational beliefs and sense of duty as 

early childhood teachers.

Theory of the Child Counseling

: Various basic therapeutic theories: psychoanalysis, child-centered theory,

  cognitive-behavioral theory, attachment theory, Jung`s theory and solution-focused 

  approach.

Observation and research of child’s behavior

: This course introduces the methods of observing children's behaviors and research

  methods. Group and individual children's behavior is observed in many settings in order

  to develop observational skills, and to understand children's behaviors and development.

Parent Education

364



: In this subject th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role of parents in the modern society. 

  The course is composed of several topics: parenting education, parent-children 

  conversation, leadership education, consumer education and emotional education etc.

Play Guidance

: By understanding and acquiring the general theories and teaching methods about

  children`s play which is the most basic form of children`s learning activity and growth,

  development, improve the ability to perform effective guidance for children`s play.

Language Teaching

: This course investigate the language theory and language development(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of children. So find out the appropriate language   

  teaching method.

Arts Education for Children

: This subject guide a pre-service teacher to improve the ability how to  help children to 

  make the artistic development and creative expression. She should guide the children's 

  aesthetic ability to improve through various activties. 

Mathematics for Children

: This course focuses on methods and practicum for mathematical teaching based on theories 

  about children's mathematics education. 

Science for Children

: This subject promote a teaching ability that will improve a child's scientific 

  knowledge, attitudes, and techniques. 

Movement for Young Children

: Let the students know that Holistic education can be achieved with the physical 

  expression. Teach widely about practical coaching methods to enrich the children's 

  emotion by sparking the imagination and help the children have self-confidence 

  with improving their presentation ability.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 By learning musical approach and instructional media, teaching-learning methods which 

  are appropriate for child development, seek for the methods to utilize music for 

  holistic development and humanity cultivation of the young child and develop the ability 

  to apply the method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Social Studies in Early Childhood

: The teacher should examine closely a child's growth, development, and interact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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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vironment through a social scope. In order to do so, the teacher should understand 

  the purpose and goal of social education and theory of social development.

Teach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

: This course focuses on Child development theories and how those theories contribute to 

  or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guidance techniques/strategi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pre-teachers with a working knowledge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in child guidance.

Research in Educational Material

: This course aims to produce the appropriate teaching tools for children and to help 

  pre-service teacher acquire teaching-learning method integrating the theory and 

  practice.

Subject Matter Education

: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ntents of each 

  curriculum guidance, and review the overall activities of the Early Childhood.

Observation and Practice of Young Children

: Through visitor practice, the teacher should grasp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and understand the daily schedule, the classes, and the role of the teachers 

  of the children educational institution. 

Children's Safety Management

: This course is for education programs of the child safety and to understand the  general 

  theory and practice of child safety education. And  understand the role of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child abus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Early Childhood Settings

: This subject  guide a pre-service teacher to be aware of the material, personnel,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principles of the children education institution.

[전공선택]

Musical Instrumen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Ⅰ

: Goal is to obtain singing and rhythmic skill training to lead early children education  

  at the field. also we will put music theory as a base and learn various instruments 

  to help with accompan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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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Instrumen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Ⅱ

: Goal is to obtain singing and rhythmic skill training to lead early children education 

  at the field. also we will put music theory as a base and learn various instruments 

  to help with accompaniment.

Korean Music For Young Children

: To cultivate the ability to deal with playing traditional instruments based on 

  theories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study how to map the traditional 

  instruments meet the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ren.

Early Childhood Literature Education

: This subject  guide a pre-service teacher to understand the value of children literature 

  and its development and create/conduct various activities based on the literature for 

  the children.

Early Childhood Music

: With understanding the children characteristic and learning systematic and various 

  methods of children's music education matching levels of development, train music 

  instruction skills for help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esthetic potentials.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provid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nd its 

  application to practice issues, of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functioning at the

  individual, family, small group, and community/organizational/societal levels. 

Mental Health Problems

: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understanding of various perspectives on mental 

  illness’s problems based on the dominant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ociety and a discussion of how to establish services for mental 

  disabilities.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 On the basis of the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theory, search for the actuality of

  child welfare both comprehensively and concretely, in connection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Introduction to Arts Therapy

: This course is about arts therapy, a mental health profession that uses the creative 

  process of art, music, book, sandplay and psychodrama to improve and enhance the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groups. It includes theore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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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of the therapeutic utility and psychological influence of arts processes 

  and materials.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 To help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field of music therapy, and learn how to apply  

  through the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for a range of population of music therapy.

Children and Youth Music Therapy

: To study the applications and approaches of music therapy for disabled children and 

  juvenile delinquents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and emotional disturbances 

  that appear in childhood and learn the music therapy approach to non-disabled 

  children and young people

Music Therapy Research Techniques

: To learn a variety of orientation of music therapy and practice the assessment, 

  treatment planning, progress records and evaluation methods which require the practice 

  of music therapy, and analysis as well as demonstrate the basic technique of 

  music therapy.

Multiculturalism of Education 

: The aim of this lecture is to cultivate future social studies teachers’ multicultural 

  ability in order to deal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schools and classrooms 

  in today’s multicultural society. It is essential for teachers to raise perception and 

  capability about the increasing diversity of today’s children.

Practice for Children's Care

: In this class student will learn basic skills about child-care through real class 

  experience. One can develop an idea about what is like to be a teacher, show one's 

  competence, build an upright character and become exemplary teacher.

Child and sports wellbeing 

: This course focuses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ellbeing and sports skills to teach 

  children. We provide opportunities for application of theory and practice. 

 

Capstone Design

: This course provides the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in Bio Fusion field. Learning to 

  embed in, interface with, and understand diverse technical environments is a key aspect 

  of the experience, as is acquiring the ability to grasp and address an ambiguous problem

  in bio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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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ecological education

: Societies growing interest on continuance possibly of growth, naturalism ecological

  education spreads out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is class student

  win be able to combine education with forest to become child forest instructor.

[교직이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 To acquire is basic knowledge about the overall general education necessary for 

  cultivating qualities as a kindergarten teacher. Contents of learning is the essence of 

  education and problem, objectives and process of education, education and social, 

  historical foundations of education, zeitgeist of modern education, and the qualities of 

  the teacher.

Educational Psychology

: Explore the theory of educational psychology necessary for faithfully carrying out the 

  profession as a teacher's education, and practical methods of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cultivating the qualities that should be applied to the fullest.

Philosophy & History of Education

: Aware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education and to criticize the 

  education through the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education. And to establish the 

  education conviction and teacher beliefs, the main pedagogical content by means of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and the structure and contradictions of the 

  education, understanding of research method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of education, 

  theory philosophy of education, etc. This can obtain the effect of fostering the ideals 

  and goals of the education, training of the critical spirit of the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 To illuminate the education phenomenon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society, concerned with education and social class.

Curriculum

: To learn types of curriculum and historical trends, characteristics and to analysis of 

  the 6th, 7th kindergarten curriculum.

Education Method and Thechnology

: To learn basic theories of teaching and learning, have the ability to utilize a variety 

  of communication media by promote an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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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ducational technology.

Evaluation of Education

: The basic theory and principles related to educational evaluation learn and in 

  particular to develop an ability to understand and apply the functions of the 

  evaluation activities.

[교직소양]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

: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knowing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Foundation of Special Education

: We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disorders that infants have, objective 

  and way of intergrated education. We learn about teaching method in class as well.

Practical Business of Teaching Profession

: Knowing the theory of operations management as a teacher and director operational 

  management. studying of theory and practice to counseling and guidance for student.

[교육실습]

Practice for Childhood Education

: This mandatory course is designed for the Education Certificat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t provides theory of education and education personnel competencies. To 

  complete this course, student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hands-on experience at  

  kindergarten. 

Volunteer Activity of Teaching

: Educational voluntary Service is of importance.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meaning of volunteerism and we need to know the current educational 

  voluntary progra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various spheres. In the process of 

  this course, we will be able to develop and manage volunta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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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과

[전공필수]

영유아발달 (Young Children Development)

: 인간발달에 관한 주요 발달이론과 관점을 이해하고, 발달단계별로 태내에서부터 유아기까지의 인지, 사

회, 언어, 성격, 신체, 정서 등의 각 영역별 발달특징을 이해한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to Child Daycare)

: 이 과목은 보육의 이론과 실천에 필요한 여러 학문 분야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를 다지게 된다.

보육과정(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보육과정의 개념과 이론적 기초, 구성요소, 보육과정 운영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국내외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아동권리와복지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 아동권리 및 복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아동 권리 및 복지의 실제를 영유아교육 현장과 연관하

여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보육교사론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 영유아교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의 이론, 영유아 보육기관의 유형 및 기

능, 영유아교사의 자질, 영유아 프로그램 구성, 운영관리 등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아동상담론 (Theory of the Child Counseling)

: 아동의 부적응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상담이론을 학습하고 이의 적용에 필요한 기

본적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Observation and research of child’s behavior)

: 아동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개별 또는 집단 아동 행동의 관찰 방법을 습득하고, 여러 상황

에서 아동행동의 제 측면을 관찰하는 방법을 익힌다.

부모교육론 (Parent Education)

: 현대 부모교육이론과 프로그램 개발 경향을 학습하고 교육기관에서 가정과의 연계를 증진 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부모 및 가족외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이 유

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및 상담자로서의 있는 자

질, 기술 및 능력을 기른다.

놀이지도 (Play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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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지도방법을 이해, 습득하여 효과적인 놀이지도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언어지도 (Language Teaching)

: 유아의 언어발달과(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교육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조사하여 이에 맞는 언어

지도 방법을 알아본다.

아동미술(Arts Education for Children)

: 미술의 교육적 가치와 아동의 미술발달특징을 소개한다. 미술을 통해 아동의 전인발달을 돕는 지도법

을 익힐 수 있다.

아동수학지도(Mathematics for Young Children)

이 과목은 수학지도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영유아에게 적합한 수학적 내용을 익히고 이에 적절한

다양한 교수매체와 교수방법을 탐색하는 과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유아에게 적합한

수학활동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른다.

아동과학지도 (Science for Children)

: 주위의 모든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며, 관찰, 분류, 예측, 검증, 창안 등 과학의 

기본적인 방법을 기초로 실제적인 과학활동 지도능력을 기른다.

아동동작 (Movement for Children)

: 신체표현을 통하여  상상력과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표현력을 증진하는 지도 방법을 

익히며 신체활동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끼침을 인식한다.

아동음악 (Early Childhood Music)

: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음악교수법을 익혀 아동의 심미적 잠재

력 개발을 도울 수 있도록 음악지도 기술을 훈련한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관한 행동과학분야의 여러 이론들에 대한 학습과 함께 개인, 가족, 집

단, 지역사회, 조직 등 사회환경적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한다.

영유아교수방법론(Teach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

: 영유아기 발달 특성에 따른 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이

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Problems)

: 정신건강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소, 정신장애의 치유 및 예방에 관한 과학적 지식

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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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관리(Children's Safety Management)

: 영유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 안전사고의 유형별 특징 및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학

습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익힌다.

어린이집 운영관리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Daycare Center)

: 어린이집의 시설, 회계, 사무, 프로그램, 인사관리 등에 관한 원리와 실제를 익힌다.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 사회복지의 기본개념 및 성격을 기초로 사회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주체(기관), 

객체(대상), 방법 및 재원에 관한 기본내용을 익힌다. 특히 현실 사회복지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대상을 중점 학습한다.

[전공선택]

보육실습 (Practice for Children's Care)

: 어린이집 실습에 관한 이론 및 실제 수업지도를 통하여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

질을 함양시키고 바람직한 교사상을 확립하도록 한다.

장애아 보육실습(Practice and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장애아 보육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장애통합보육시설 실습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하

고, 장애아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Field Practicum) 

: 사회복지실습기관에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실천을 수퍼비젼을 통해 학습한다. 

아동국악 (Traditional Music For Children)

: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대한 이론의 토대로 전통 악기를 다루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유아

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전통 악기를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다.

기악 1 (Musical Instrumen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유아교육기관에서 노래, 율동 및 신체활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음악이론, 다양한 리듬 및 선율 타악기

의 연주법, 피아노 연주기술을 학습한다.

기악Ⅱ (Musical Instrumen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Ⅱ)

: 유아교육기관에서 노래, 율동 및 신체활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음악이론, 다양한 리듬 및 선율 타악기

의 연주법과 피아노 반주능력을 심화 학습한다.

예술치료개론 (Introduction to Arts Therapy)

: 예술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과목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연극치료,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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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등 예술치료의 다양한 분야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한다.

미술치료이론과 실제 (Introduction to Art Therapy Theory and Practice)

: 미술치료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도록, 미술치료의 다양한 population을 대상으로 이론과 임상

적 실제를 통하여 적용 방법을 배운다. 

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 (Children and Youth Art Therapy)

: 아동기에 나타나는 전반적 발달장애와 정서불안 등의 장애아동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미술치료의 접

근과 적용법을 공부하며, 비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미술 치료적 접근을 배운다.

미술치료기법연구 (Art Therapy Research Techniques)

: 미술치료의 다양한 orientation들을 배우고, 미술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진단, 치료 계획 수

립, progress 기록, 평가방법을 연습하고 미술치료의 기본적인 technique을 분석한다.

특수교육학개론(Foundation of Special Education)

: 특수교육의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익히며, 특수아동에 대한 정의 및 특성, 특수교육의 적용 방법에 

대해 익힌다. 

개별화교육개획(Individualized Education)

: 장애아동의 교육적 진단 결과에 따른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작성 그리고 실행과 이에 따른 

평가 과정을 살펴본다. 

정서장애아교육(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Disorders)

 : 정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지원과 협력을 강조하

며,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학습장애아교육(Educa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 학습장애의 개념, 특성, 및 진단 방법을 고찰하고,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지원과 협력을 강조하며, 수

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Counseling and Family Support in Special Education) 

: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 부모 및 형제자매 등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특수교육 대

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살펴본다.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Exceptional Children) 

: 특수아동의 조기발견, 교육 진단 및 평가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이에 따른 교육적 처치에 대해 

학습한다.  

놀이치료 (Play Therapy)

: 놀이치료에 대한 이론과 여러 다양한 놀이치료기법을 탐구하고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놀이치 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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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본적 기술을 학습한다.

모래놀이치료 (Sand Play Therapy)

: 모래와 모래상자, 물, 피규어 등을 이용하여 모래상자 안에 피규어 등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아동의 심

리를 표현하도록 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론을 공부한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and Development)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 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실천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로

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개인의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 철학과 

가치, 통합적 시각, 사회복지실천 관계론 및 과정론, 사회복지실천 대상별 실천모델, 사례관리 등을 검토

한다. 

사회복지조사론(Social Work Research)

: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과 같은 사회복지 조사방법을 소개한다. 클라이

언트의 제시된 문제를 위하여 근거기반의 개입방법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실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하는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례연구과 역할연습을 통해 실천기술, 기법, 지침을 실천 대상에게 적용

하며,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학습한다. 

가족복지론(Social Work Practice with Families)

: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

문제 등에 관해 학습하고,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 가족치료 등에 관해 학습한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바이오 융합 현장 적합형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설계형 과목으로, 학생들이 졸업 전 스스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 시험해보는 특성화된 과정이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각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정부 내 정책기관과 현장의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어떻게 형성, 집행되는지를 

익히고, 더불어 각 기관의 구조, 역할을 학습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이에 따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 및 주요 대책에 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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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and Law) 

: 사회복지법의 기본시각으로써 사회복지법의 개념, 생존권,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 및 일반원리를 고찰

하고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과 범위 및 구조를 파악,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떠한 법제 아래서 수행

되어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법 내용을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개발과 평가(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 이 과목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 관리, 평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회문제

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욕구를 파악하며, 적절한 개입으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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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Child Studies

[전공필수]

Young Children Development

: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infant development. This cours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the foundations and theories of infant development, and the issues involved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from fetal period to infancy are discussed.

Introduction to Child Daycare

: This course introduces an overview and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ourse provide the knowledge of development of children.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 This course explores the basic principles and theories of curriculum construc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is course aims to organize  the curriculum planning and   curriculum 

evaluation that match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education institutions.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 On the basis of the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theory, search for the actuality of

  child welfare both comprehensively and concretely, in connection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 To foster the role and qualifications of teachers, having educational beliefs and sense of duty as 

early childhood teachers.

Theory of the Child Counseling

: Various basic therapeutic theories: psychoanalysis, child-centered theory,

  cognitive-behavioral theory, attachment theory, Jung`s theory and solution-focused 

  approach.

Observation and research of child’s behavior

: This course introduces the methods of observing children's behaviors and research

  methods. Group and individual children's behavior is observed in many settings in order

  to develop observational skills, and to understand children's behaviors and development.

Parent Education

: In this subject th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role of parents in the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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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se is composed of several topics: parenting education, parent-children 

  conversation, leadership education, consumer education and emotional education etc.

Play Guidance

: By understanding and acquiring the general theories and teaching methods about

  children`s play which is the most basic form of children`s learning activity and growth,

Language Teaching

: This course investigate the language theory and language development(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of children. So find out the appropriate language   

  teaching method.

Arts Education for Children

: This subject guides caregivers to improve the ability how to  help children to 

  make the artistic development and creative expression. They should guide 

  the children's  aesthetic ability to improve through various activties. 

Mathematics for Young Children

: This course focuses on methods and practicum for mathematical teaching based on theories   

about young children's mathematics education.

Science for Children

: This subject promote a teaching ability that will improve a child's scientific 

  knowledge, attitudes, and techniques. 

Movement for Children

 : Let the students know that Holistic education can be achieved with the physical 

  expression. Teach widely about practical coaching methods to enrich the children's 

  emotion by sparking the imagination and help the children have self-confidence 

  with improving their presentation ability.

Early Childhood Music

: With understanding the children characteristic and learning systematic and various 

  methods of children's music education matching levels of development, train music 

  instruction skills for help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esthetic potentials.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provid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nd its 

  application to practice issues, of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functioning at the

  individual, family, small group, and community/organizational/societ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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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

: This course focuses on Child development theories and how those theories contribute to 

  or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guidance techniques/strategi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pre-teachers with a working knowledge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in child guidance.

Mental Health Problems

: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understanding of various perspectives on mental 

  illness’s problems based on the dominant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ociety and a discussion of how to establish services for mental 

  disabilities.

Children's Safety Management

: This course is for education programs of the child safety and to understand the  general 

  theory and practice of child safety education. And  understand the role of teachers and

  parents about the child abus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Daycare Center

: This subject  guides the material, personnel,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principles of the children daycare cent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 This class explores contents of the subject, objective, methods, 

coffer concerning to solving social problems, needs. Especially study high focusing service object 

and problem cognition of social welfare really.

Practice for Children's Care

: In this class student will learn basic skills about child-care through real class 

  experience. One can develop an idea about what is like to be a teacher, show one's 

  competence, build an upright character and become exemplary teacher.

Practice and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This course focuses on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an educational program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tudents will apply their skills in inclusive classroom settings as special 

education-care teachers.

Social Work Field Practicum

 : Provide student general social work practice with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an agency under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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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Music For Children

: To cultivate the ability to deal with playing traditional instruments based on 

  theories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study how to map the traditional 

  instruments meet the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ren.

Musical Instrumen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

: Goal is to obtain singing and rhythmic skill training to lead early children education  

  at the field. also we will put music theory as a base and learn various instruments 

  to help with accompaniment.

Musical Instrumen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Ⅱ

: Goal is to obtain singing and rhythmic skill training to lead early children education 

  at the field. also we will put music theory as a base and learn various instruments 

  to help with accompaniment.

Introduction to Arts Therapy

: This course is about arts therapy, a mental health profession that uses the creative 

  process of art, music, book, sandplay and psychodrama to improve and enhance the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groups. It includes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therapeutic utility and psychological influence of arts processes 

  and materials. 

Introduction to Art Therapy Theory and Practice

: This course is about art therapy, a mental health profession that uses the creative 

  process of art making to improve and enhance the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individuals. It includes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therapeutic utility and 

  psychological influence of art processes and materials. 

Children and Youth Art Therapy

: We learn about art therapy and the method of application for child who has developmental  

  disorder and insecurities and juvenile delinquent, studying ordinary child 

  and adolescent. 

Art Therapy Research Techniques

: The course aims to understand technique of art therapy as a method to approach various 

  issues of clients. In the course, various art materials and techniques will be explored 

  with the concept of ETC (Expressive Therapies Continuum), rather than learning 

  individual techniques as recipes. Students will learn applicability of techniques 

  through the instructor's demonstration and cas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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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of Special Education 

: We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disorders. We learn about teaching method in inclusive 

classroom settings.

Individualized Education 

: Practicum in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is design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application of theory and practice for individualized education in inclusive classroom setting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Disorders 

: This course will first address the issues surrounding the definition, etiology, and identification of 

children with Emotional Disorder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 This course will first address the issu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definition, etiology, and 

identification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orders.  

Counseling and Family Support in Special Education 

: This course deals with grounded theories and skills for counseling practices as well as family 

support in special education.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Exceptional Children 

: This course deals with assessment instruments and procedures for exceptional children. Techniques 

for assessing physical,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are also included.

Play Therapy

: This course explores the theory of play therapy, various play therapy techniques, and learns basic 

techniques for play therapy that can be applied to children.

Sand Play Therapy

: In this subject the students will learn about children's psychology by using figure such as figure in 

sand box by using figure such as figure in sand box.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ents will 

understand child's problem and the theory of sand play therapy

Community Welfare and Development 

: It is to practice theory and method to do something for the community, go further learning 

various practical sphere, develop the ability as experts as social worker to practice community social 

welfare.

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 The course studies basic philosophy and value, consolidation views, relation theory,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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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ractical service modelling, case study in relation to basic intelligence individuals, 

families, groups to bring about a large welfare of the society.

Social Work Research 

: Introduce social work research methods including the foundations of social science,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Understand how to apply the evidence-informed practice 

process to identify, analyze and apply evidence-informed interventions for clients' presenting 

problems.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 The class learns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to develop social function of 

individuals, families, Groups. To control of this problems, researches various practical tecique, skill, 

guideline. Especially this course learns through case study and role play, practice social practice 

intervention, evaluation and exercising drill.

Social Work Practice with Families 

: Provide the integration of theory, methods and skills, which are family structures, relationships, 

functions, and problems, as they apply to practice with families.

Capstone Design

: This course provides the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in Bio Fusion field. Learning to 

  embed in, interface with, and understand diverse technical environments is a key aspect 

  of the experience, as is acquiring the ability to grasp and address an ambiguous problem

  in bio fusio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This course understands for it how to form, combine, execute policy government agent betwee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ereunder it researches organizations, parts effective service delivery 

system in each national agency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Social Welfare Policy 

: This course studies basic principl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Hereunder research national effort and staple measures to solve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and Law 

: The course basically studies value, purpose general principle and understands Social Welfare and 

Law generative processes and scope, structure. It enhances ability development to understand 

carrying out laws which understanding method to fulfill under the legisl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382



 : The course is to be planning, controlling, evaluating social welfare program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drill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reflect and evaluation react program in case of 

macr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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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부

EU인문·과학콘서트(EU Humanities and Sciences Concert)

본 과목은 인문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저명 명사들을 초청하여 특강형식으로 진행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두 영역의 학문적 융합을 통하여 학문적 편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또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학문지식 및 사유체계를 상호 통섭하여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

출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한다. 그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조화형 인재를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

다.

EU인성세미나(EU Seminar for Humanity)

본 교과목은 을지대학교의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중심의 사고와 행동규범

을 실현하기 위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나와 타인

과의 관계,  가족, 직장, 조직, 사회 등에서 요구되는 건전한 인간관계 및 바람직한 인성을 논의한

다.

UCC제작의이해(Understanding of UCC Production)

오늘날은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스마트 시대이다. 영상에 있어서도 누구나 쉽게 생산하고, 소비하

는 시대이다. 이러한 디지털 스마트시대에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소비함으로써, 21세기 영상시대의 

흐름과 이해도를 높인다.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분석하여, 연출감각과 스토리 표현력을 익힌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UCC를 제작함으로써 영상산업의 이해를 돕는다.

건강정보의이해(Understanding of health information)

현대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고 생활습관병의 예방에 있어서 식생활은 중요한 영향인자이

다. 본 교과에서는 현재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올바른 식생활의 확립 및 계획을 위한 영양 및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매일의 식생활을 통해 이를 실천 및 응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걸어서역사속으로(Walking History)

본 교과목은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왕궁과 왕릉, 성곽, 박물관, 민속가옥과 역사마을 등과 같은 

사적이나 명승고적의 실제 답사를 통해 현장의 경험을 얻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세부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이론 수업을 우선 진행한 후, 주제에 맞고 접근성이 쉬운 곳을 선정하여 문화

재를 탐방하고, 관련 역사 이야기를 나눈다.

경영트렌드(Management Trend)

본 과목은 경영과 경영변화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과 생활의 연관성, 경영의 기본 

개념과 경영변화, 경영환경시스템, 경영자의 역할과 자질, 각종 경영이슈와 전략, 미래경영의 의미

와 주요 혁신경영 기법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중점 교수한다.

경영학개론(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본 과목은 현대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경영이론, 경영 트렌드, 경영기법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경영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과 경영학적 사고능력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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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 둘째, 경영환경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고, 경영이론과 기법을 사례중심으로 학습한다.

경제학개론(Introduction to Economics)

대학생 교양함양을 위한 실용학문 중심으로 강의하는 과목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

제 활동을 경제이론과 접목하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하는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상의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으로서 사회인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개인의 능력을 계발함과 동시에 지

속적인 수업 후 사회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공연예술과컨텐츠(Understanding of Performing Arts and Content)

본 교과목은 공연예술(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의 본질과 기본적인 이해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으며, 우리 대학 모든 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특히  본 교

과목은 세부적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기초지식과 용어, 콘텐츠로서 연극, 영화, 뮤지컬, 오페라, 무

용, 행위예술 등 예술영역 전반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교양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과학과융합(Science & Fusion)

바이오융합대학 소속 1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교수님들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옴니버스 강의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융합적 사고능력과 문

제제기 및 문제해결능력의 자기주도학습의 기본적 사고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양한 학문분야별 담당교수들의 강의를 통하여 창의와 융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강의중 제시한 

주제에 대하여 팀별로 토론하도록 하며, 또한 이와 별도로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므로, 문

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의사소통, 의사결정 그리고 갈등관리 등 을 

수행하므로 융합을 기반으로 한 창의, 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학과창의(Science and Creativity)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성은 인재 육성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에서의 창의성이란 “과학의 기본 지식과 탐구 과정 기술을 기반으로 발산적 사고와 비판적 사

고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며 적절하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본 과정에서는, 보건의료계의 학생으로서, IT 등의 타 영역과의 융합등을 통한 창의적 활동에 대한 

사례와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과생활(Scientific Technique & Living)

과학기술의 중요 변천과 형성과정으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기술의 변천과정을 살핌으로써 기술의 성

격과 본질을 이해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분야의 

기술적 사고력과 접근방법을 이해한다.

과학기술과인류(Science, Technology & Human being)

인류문명과 문화 대변혁을 중심으로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주요과학기술 내용을 살펴본다. 미래의 가

정, 학교, 직장, 여가 등의 변화를 주도할 핵심과학기술의 진화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사

고와 통찰력을 높인다.

광고와문화(Ad and Culture)

본 과목은 한국 근대 광고의 시작인 19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강점기시대 신문광고를 바탕으로 문

화사적 입장에서 고찰하고 탐구한다. 이후 21세기 현대 디지털 광고까지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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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이해(Understanding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본 교과목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 유형 및 이슈를 다루고,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

조(Official Development Aid)의 역사와 진행과정 및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학

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국제개발협력 분야 탐색에 기여한

다.

국토와자연의이해(Understanding of Korea's Land and Nature)

본 교과목은 우리나라 국토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위치, 인구와 행정구역, 자연환경에 대해 학습하

고, 답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국토애와 경이로운 자연에 대한 통합적 안목을 배양하는데 교육목

표를 둔다. 특히 본 대학 모든 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갖추고 있고, 세부적으로 

국토 행정구역(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북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콘텐츠(산악, 국립

공원, 자연경승지, 온천과 동굴, 사적 등)와 특징을 포함한다.

글로벌리더십(Global Leadership)

성공을 위한 습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사명과 목표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경청의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리더십 역량의 함양을 통해 개인에서 주변으로 영

향력을 확대해가는 글로벌 인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문화영어(Global Culture and English)

본 과목은 리조트와 스포츠와 같은 레저 분야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내용으로 읽기와 말

하기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관광지, 문화, 언어, 날씨 등 관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영어로 습득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

글로벌중국어(Global Chinese)

이 교과목은 중국어 기초지식 발음부터 시작하여 핵심문법, 회화구사법을 배우는데 회화구사 부분에

서는 한국의 문화, 역사, 관광을 주요 내용으로 학습한다.

글로벌지리정보(Global Geographical Information)

본 교과목은 글로벌시대를 맞이해 관광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광의 이해에 교육목표를 둔다. 

세부적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아시아, 남태평양,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여행정보와 지리경관과 

같은 관광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1(Global Communication 1)

초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

어임을 인지 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2(Global Communication 2)

Global Communication1 수업을 수강한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임을 인지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를 통하여 다양

386



한 주제를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룹활동,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

하기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글쓰기의기초와실제1(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1)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한국어의 다양한 텍스트 읽

기를 통해 어휘, 텍스트 구조, 수사적 특징, 표현법 등을 이해한다. 또한 한국어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 장르의 글쓰기 훈련을 통해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담화적 특성에 맞게 글을 쓰는 능력을 기

른다. 본 과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과목이다.

글쓰기의기초와실제2(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2)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한국어의 다양한 텍스트 읽

기를 통해 어휘, 텍스트 구조, 수사적 특징, 표현법 등을 이해한다. 또한 한국어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 장르의 글쓰기 훈련을 통해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담화적 특성에 맞게 글을 쓰는 능력을 기

른다. 본 과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과목이다.

기독교교양(Christianity Refinement)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공동체적 문제에 직면한다. 인종차별, 종교 갈등, 성차별, 미혼모… 등등 부

조리하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제반 사회 현상에 대하여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답하는

가? "공동체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그 목표다.

기초러시아어Ⅰ(Basic RussianⅠ)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초급과정의 강좌로서 문자의 습득에서 시작하여 그 발음과 

기본적인 문법의 학습을 주 내용으로 한다. 더 나아가 간단한 구문의 독해와 작문의 기초를 확립한

다.

기초소묘(Basic Drawing)

기초 소양과목으로서 대상을 묘사하는 능력을 실습을 통해 배운다. 현대인에게 예술적 소양은 삶에 

있어서 산소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정신세계와 외부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기초영작문(Basic English Composition)

다양한 문장을 연습하고 짧은 형식의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초의료일본어(Basic Medical Japanese)

본 교과목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직업인에게 초급일본어 능력 배양을 교육 목표로 한다. 병원 현장

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중심으로 명사문, 형용사문, 동사문 순서로 공부한다. 우선은 일본어의 문자 

체계를 익히고, 점차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하고, 발음의 체계를 익히며 기초적인 품사, 즉 명

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등을 습득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기초중국어회화Ⅰ(Basic Chinese ConversationⅠ)

본 교과목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입문자 또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발음부터 시작하여 기초

문법, 문법 활용, 회화구사, 생활회화를 학습한다.

기후변화와생활(Climate Change and Life)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기후는 꾸준하게 변화하고 있다. 인류는 변화하는 기후에 적절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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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심각하고 적극적으

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교과는 기후 변화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인간

생활에 중요한지 그리고 기후 변화가 어떤 이유에서 인류의 생활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탐

구한다.

기후와문명(Climate and Civilization)

지구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걸친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변화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

고 쇠망하였는지 기후결정론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세계 속 인간(Human)과 지구의 자연

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리와비판적사고(Logics and Critical Thinking)

이 강좌는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비판적 사고는 논리를 도구로 사

용하기 때문에 ‘논리를 통한 비판적 사고’라고 이해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는 전통논리학에서 사

고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두는 비형식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와 논리 강

좌에서는 이론 강의, 발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훌륭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논어와인간다움(Analects of Confucius and Humanity)

본 과목은 논어의 정신세계를 조명하여 오늘날 우리의 정신세계에 자양을 제공, 우리의 정신적 삶이 

여유 있고 풍요롭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또한 <논어>를 텍스트로 하여 인간 중심의 사고와 인문학

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생의 가치와의 정체성을 확립함에 목표를 둔다. 그리고 교양 있는 어문능력

을 제고한다.

놀이와공간콘텐츠(Amusement and Spatial Contents)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의 놀이문화, 자연에 토대를 둔 공간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통

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합적 안목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다. 특히 본 교과목은 우리 대학 모든 

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놀이문화의 발생과 개념, 전

통놀이와 예술, 위락공원 그리고 야외답사를 통한 체험활동을 포함해 중요 영역에 대해 학습함으로

써 교양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다문화의이해(Understanding of Multiculture)

21세기의 세계는 다양한 문화관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양식을 필요로 한다. 본 교과에서는 한국도 이

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능동적인 참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을 탐구할 것이다.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다문화사회의 적응 양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

었다. 따라서 이 교과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면서 본질과 만날 수 있음을 

일깨우고, 다문화적 인간관계를 통합과 조화로 되찾을 수 있는 생활양식을 토의, 학습할 것이다.

대중문화의이해(Understanding of Popular Culture)

본 과목은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대중문화의 현상들을 이해하

고, 대중문화의 산물이 사회문화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대중문화의 본질, 지배 이데올로기, 대중매체,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 대중문화의 장르별 콘텐츠를 학습함으로써 문화적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 예술적 교양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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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이해(Understandings of City)

본 교과목은 인간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서 도시의 본질과 가치 있는 브랜드 상품으로서 도시의 마케

팅전략을 이해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교과 내용은 도시의 개념, 도시의 성장과 발달, 도시브랜딩

과 도시재생, 랜드 마크와 메가 이벤트, 장소마케팅전략을 활용한 사례지역연구를 포함하며, 관련 

영상 콘텐츠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도시지역에 대한 관심과 교양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도전스포츠(Challenging Sports)

이 과목은 학내의 인공암벽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의 기본 동작인 볼더링과 높이 등반, 하강과 매듭법, 

빌레이시스템 등의 기본 등반기술을 배운다. 또한 이를 통해 도전 정신을 함양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동계스포츠Ⅰ(Winter SportsⅠ)

동계 스포츠의 대표적인 종목인 스키의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프르그 보겐, 

페러렐, 웨더링 등의 기술들의 지도법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계스포츠Ⅱ(Winter SportsⅡ)

본 강좌는 스노보드의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초심자 턴, 초급자 턴, 중급자 

턴 그리고 기초 카빙턴 등의 기술들의 지도법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스노보드 역

사, 장비의 구조, 그리고 안전에 대하여 살펴본다.

동서고전문학(Eastern and Western Traditional Literature)

본 과목은 동서양 문사철 고전들을 탐독하여 동서양 고전 속의 인간의 삶, 인문학적 정신 및 사유방

식을 이해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거시적 통찰과 혜안을 갖도록 한다.

동아시아문화의이해(Culture and Region of East Asia)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와 다문화 시대이다. 이에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

다. 본 강좌는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이 되는 주요 국가들의 문화와 인간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지구

촌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상생의 철학’을 배우고, 글로벌 세계의 정신가치를 함양하는데 목표가 

있다.

동양미술의이해(Understanding Eastern Art)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역 간, 문화 간 끊임없는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해온 동양의 예술사조

가 동양 미술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그 속에서 한국미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동양사(Introduction to Oriental History)

본 교과목은 동아시아의 역사발전의 시각에서 동양 역사를 개관하며, 역사 사실을 단순히 강의ㆍ학

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이용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교과목은 

본 대학 모든 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으로 세계의 동양문명

의 시작과 고대국가의 형성과정, 고대제국의 발전과 동양문화권 형성, 중국의 주요 왕조의 형성과 

북아시아 정복왕조의 발전과정, 중국과 동아시아, 남아시아의 변혁과 혁명 등을 포함한다.

동양정신의산책(Review of Orientalism)

동서양 사상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고유 사상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다. 선악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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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서양윤리와 다르게 악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동양사상의 '덕'에 대하여 살펴보고 초월적 가치와 

인격 수양의 동양적 의미에 대하여 체험의 학습을 진행한다.

디자인의이해(Comprehension of Design)

최근 디자인은 보건 및 환경, 생산, 유통, 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 응용되는 창의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생활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 개념을 교육하고, 디자인의 포괄적인 의미를 

다루어 다양한 분야에 디자인의 여러 가지 내용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디자인커뮤니케이션(Design Communication)

최근 디자인은 문화와의 소통, 기업 이미지 및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응용되는 창의적이며 

융합된 학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 분야, 문화와의 소통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을 학습하며, 디

자인의 창의성과 다양한 디자인 정보를 이해하여 변화된 환경에서의 소통의 기술을 학습한다.

디자인트렌드(Design Trend)

전반적인 사회적 이슈들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연관된 디자인 트렌드에 대하여 학습하고 미래사

회의 가치와 트렌드를 읽어내는 안목을 갖추고자 한다.

디지털미디어의이해(Understanding of Digital Media)

디지털사진의 발명과 발전이 미디어산업을 발달시켜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첨단 디지털미디

어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 했다.  디지털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현장실습은 미디어산업 현장

에서 창의적인 미디어의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진과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

한 실습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발상을 발현하는 테크닉을 함양하도록 한다.

디지털사진과미디어(Digital Photo & Media)

사진의 발명과 발전이 영화산업과 광고산업을 발달시켜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우주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 했다. 오늘날에도 사진은 신문과 방송 그리고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사진의 발명과 발전은 각종 미디어의 발전에 크게 기여 했으며 최근의 

예로 핸드폰에 탑재된 사진촬영기능과 동영상촬영기능은 SNS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디지털사진의 

올바른 이해와 습득은 미디어산업 현장에서도 창의적인 미디어의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디지

털사진의 메커니즘을 기초과정부터 배우고 각종 미디어들에서 활용되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

도록 한다.

말하기의 기초와 실제1(Theory and practice of speaking1)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한국어의 다양한 발

표와 토론을 듣고 담화 구조, 수사적 특징, 격식, 표현법을 익히고 집중적인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함으로써 학업 맥락에서의 구두 전달력과 설득력을 기른다. 본 과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과

목이다.

말하기의 기초와 실제2(Theory and practice of speaking2)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한국어의 다양한 발

표와 토론을 듣고 담화 구조, 수사적 특징, 격식, 표현법을 익히고 집중적인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함으로써 학업 맥락에서의 구두 전달력과 설득력을 기른다. 본 과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과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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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중국어(Cultural Chinese)

본 교과목은 중국어 입문자를 대상으로 발음부터 시작하여 한어기초지식, 생활회화구사, 한자의 획

명칭, 획순 및 간체자와 해서체 쓰기 능력을 장악하는데 목표를 둔다.

물리학(Physics)

물리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물리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미디어와현대사회(Media and Modern Society)

현대 사회는 미디어 사회라고 한다. 미디어의 발달이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점검

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창

의적 고민도 함께 해 본다.

미디어일본어Ⅰ(Media JapaneseⅠ)

실생활에서 활용되어지는 일본어회화 입문 수준의 과정을 애니메이션, 드라마, 만화, 동요 등을 통

해 쉽고 간략하게 접근하여 일본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

미래와인공지능(Fu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는 현재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비롯해 로봇공학 및 바이오공학 등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왓슨은 의료 부문에서는 

암 진단을 돕고 치료계획을 제시하며, 21초마다 출간되는 의학 논문의 흐름을 읽고 의학계 최신 동

향을 따라잡는다. 온라인 기반으로 지식이 대중화되고, 첨단기술이 인간의 기교와 기술을 대체하는 

시대에 전문직이라고 해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나 기계가 해낼 수 없는 인간 

전문가만의 역량과 경쟁력은 무엇이며, 기계와는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며 각자의 전

공과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한다.

범죄와사회(Crime and Society)

이 강좌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들을 살펴보고 범죄통제를 위한 형사사법

기관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룬다.

법과생활(Legal and Social Life)

본 과목에서는 헌법과 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용적인 법지식, 그리고 법적 소양을 강의한다. 또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소개하여 생활에 필요한 법 지식을 전달하는 실용적인 법교

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법률의 내용들을 알

기 쉽게 강의하여 법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법률생활을 하도록 한다.

벤처창업론(Introduction of Venture Start-up)

벤처의 실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창업과정과 경영을 현장 중심으로 학습하는 과정으로써 벤처창업

이론에 그치지 않고 벤처현장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체득을 통한 벤처에 대한 실체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세계적인 벤처와 한국의 주요 벤처에 대해 이해하고, 애플, 구글, 네이버, 다음, 넥슨 등 벤

처업체에 대한 이해한다.

복식과유행(Fashion and Trends)

유행이 왜 발생하고, 유행의 변화 패턴은 어떠하며 이러한 유행 변화를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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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것인지 배워본다. 유행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스타일을 찾고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유행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이미지를 스타일

링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유행을 통해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부모학(Parenting)

본 교과는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에게 가정과 부모역할에 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미래 삶을 충실하게 이끌어 주고 인간 발달단계별 특성과 이에 따른 부모역할을 중심으

로 부모로서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본 교과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본 교과는 예비 부모로

서 부모의 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케 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영어(Business English)

비즈니스 업무 관련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좌이다. 다양한 과업 중심 활동 등을 통해 비즈

니스 이메일 및 편지 쓰기, 전화 통화, 협상하기, 프레젠테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어능

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

여하고,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하는데 있다.

사회와마케팅(Society and Marketing)

마케팅의 개념은 고도화 및 현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인들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소양이나 지

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은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 현대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케팅 소양과 마케팅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와 마케팅의 

역할, 마케팅철학, 다양한 환경요소, 조사 및 소비자이해, 세분시장전략, 그리고 마케팅활동의 핵심

수단인 제품, 가격, 촉진, 유통 관련 의사결정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 교수한다.

사회학개론(Introduction to Sociology)

본 과목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사회학의 기본 개념들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방법들

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집단의 사회적 구조, 문화의 진화, 그리고 집

단 간 관계 등을 중점 교육하여, 사회질서와 다양한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력을 배양하도록 하

고자 한다.

생명과학의이해(Introduction to Life Science)

생명의 기원과 진화 연구를 위해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학습한다. 과학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것을 성취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의 기원, 세포 생물

학, 유기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화학 등이다.

생물학(Biology)

생물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생물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생물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생활스포츠(Sports for all)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증대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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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활체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종목의 전문지식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지도, 그리고 합

리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도한다.

생활일본어(Living Japanese)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중심으로 명사문, 형용사문, 동사문 순서로 공부한다. 우선은 일본어

의 문자 체계를 익히고, 점차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하고, 발음의 체계를 익히며 기초적인 품사, 

즉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등을 습득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서양미술의이해(Understanding Western Art)

인류 문화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예술이 인간 사회에 끼친 영향을 시대별로 알아본다. 특히 미술에 

초점을 맞추고 서양 미술의 흐름을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미술에서부터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거쳐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까지 이해하고 감상한다.

서양사(Introduction to Western History)

본 교과목은 고대부터 프랑스대혁명까지 서양 역사를 개관하며, 역사 사실을 단순히 강의ㆍ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이용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교과목은 본 대학 

모든 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학습을 통해, 서양의 시대별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그것을 비판적으로 읽고, 토론하거나 보고

서화 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폭넓게 서양사를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서양철학의이해(Understanding of Western Philosophy)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에게 꼭 필요한 철학적 지식 뿐 아니라, 이러한 철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얻는다.

성과심리학(Sexual and Psychology)

남녀 성 차이와 성 심리에 대한 이론들, 현대 여권주의의 다양한 주장 및 반론 등을 통해 인간과 성

(gender)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도모하고 성(sex)과 결혼 및 사랑의 관계, 동성애와 이성애, 성적 

도착과 변태, 포르노그라피 등 성 윤리와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가운데 인간과 사랑 그

리고 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성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세계의문화와유산(Culture and Heritage of the World)

본 교과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유형을 사례와 콘텐츠를 통해 이해하는데 목표를 둔다. 세부적으

로 세계유산 등록과 관리, 세계유산(유형/기록/무형)의 등록 현황, 한국의 세계유산 및 주제별 세계

유산을 사례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세계에 대한 관심과 교양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세상과소통하는기초한자(Basic Chinese character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본 강좌는 한자학습을 통해 말하기 글쓰기 읽기 듣기 등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각 학

문 및 전공을 수련하기 위한 기초를 배양하며, 사회에서 요구되는 한자의 어문능력을 쌓는다.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는 사람과 기계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

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을 가르킨다. 컴퓨팅 사고에는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고, 연관된 변

수와 모든 가능한 해법을 고려해서, 이를 상응하는 모수와 문제 한계를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에서는 발견한 문제분해, 자료표현, 일반화, 모형, 알고리즘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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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Swimming)

수영경기에 대한 연혁과 기본이 되는 4개 영법 중 자유형, 평형을 익히고 수상안전에 관한 지식과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에 처리능력을 터득하며 전문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학(Mathematics)

수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수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스크린영어(Screen English)

본 과목의 목적은 스크린을 통해 영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 영화 또는 고전 영화의 분석을 통

해, 영어 청취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 및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시니어헬스(Senior Health)

건강의 중요성을 숙지시켜 평소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생활화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는 물론 수준 

높은 보건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여 건강사회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사한국어Ⅰ(Current Affairs in KoreanⅠ)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신문 기사를 읽고 뉴스

를 듣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정치, 사회, 국제, 문화, 과학, 교육, 경제 생활, 안보, 

환경 등 10개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읽거나 들은 후 관련 어휘를 학습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시사한국어Ⅱ(Current Affairs in KoreanⅡ)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신문 기사를 읽고 뉴스

를 듣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정치, 사회, 국제, 문화, 과학, 교육, 경제 생활, 안보, 

환경 등 10개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읽거나 들은 후 관련 어휘를 학습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식품의이해(Understanding of Food)

사회의 발전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먹거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으로 바뀌고 있지만, 과학의 발달로 식품에 내재될 수 있는 위해 요인도 많이 밝혀져 먹거리를 선택

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제

공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신문읽기를활용한토론과글쓰기(Discussion and Writing through Newspaper Reading)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본 대학은 기본교양을 갖춘 대학생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런데 ‘신문읽기’와 ‘신

문활용’은 그 어느 것보다도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온라인 상에 넘쳐

나는 수많은 정보에 빠져 사건과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대학 초년생들

로 하여금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합하고,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훈련을 ‘신문’을 통해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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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론(Theory of Silver Industry)

본 과목은 실버산업의 이론과 사례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실버소비자의 건강 

및 경제력 등을 고려한 특성과 기능 등을 배운다. 둘째, 실버산업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고, 실버

마케팅의 활용 등에 관한 이론과 기법 등을 사례중심으로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에서 실

버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실용금융(Practical Finance)

문맹(illiteracy)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금융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이다.  본 교과는 금융이론에 관한 내용과 실제 금융거래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와 

유의사항에 중점을 두어 대학생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현명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에 관

한 기초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용영어청취및말하기(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실생활의 다양한 주제의 지문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어 원어민과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실용영어청취및쓰기(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Writing)

실용적인 내용의 영문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이력서, 비즈니스 편지 등을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 

영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심리학(Psychology)

심리학은 사람의 행동, 인지, 그리고 정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다. 이 과목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의 틀을 넓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강의는 인간

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심리학적 지식, 생물·심리·사회학적 과정 및 현상, 과학적 방법론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행동에 대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

심폐소생술(CPR)

본 과목은 건강의식 확산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심정지 환자 

소생률 증진 및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촉진으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건학이념을 실현한다.

아메리카지리와문화(Geographic and Cultural Understanding in America)

본 교과목은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되는 아메리카 대륙의 지리와 문화적 이해에 교육목표를 둔

다. 세부적으로 아메리카 지역구분(북중미, 남미)과 특징, 역사와 지역경제, 주요 국가(미국, 캐나

다, 멕시코, 브라질 등)의 교통과 여행정보를 사례와 영상콘텐츠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세계

에 대한 관심과 교양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언어의 이해(Understanding Linguistics)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 온 원천이다. 언어학은 언어의 본질, 구

조, 역사, 변동 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본 과목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 

일반 언어학의 하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어의 계통과 역사를 학습하여 전 세계 언어에 대

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인간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함

으로써 언어와 인간 사고력·논리력의 상관관계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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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균형과 맞춤영양(Energy balance and Personalized Nutrition)

현대인의 생활방식이 식생활이나 생활습관등의 환경적 요인을 악화시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체

중을 갖지 못할뿐 아니라 더욱 인체대사의 에너지 균형을 갖지 못해 대사증후군등의 생활습관병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에너지균형에 따른 맞춤영양을 배워 올바른 건강관리를 실천하고자 한다.

영미문학의이해(Understanding of American and British Literature)

본 과목은 영미문학의 작가의 문학사상 및 세계를 이해하고 시, 소설, 에세이 등의 문학작품 읽기를 

통하여 영미문학에 대한 기본소양을 쌓고 문학적 감화를 통하여 인성을 훈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상과 스토리텔링(video storytelling)

영상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적 생산자가 되기 위해, 일상의 이야기들을 영상콘텐츠로 제작

하기 위한 이론을 습득하고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이해를 통해 이야기가 담긴 영상콘텐츠

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영상과캐릭터제작(Images and Character Representation Making)

급변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현황과 흐름을 알아보고, 직접 캐릭터를 제작함으로써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다수의 기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분석하여, 연출감각과 표현력을 익힌다. 이러

한 연구를 토대로 본인의 입체 캐릭터를 제작함으로써 캐릭터 산업의 이해를 돕는다.

영어읽기와쓰기(English Reading and Writing)

기본적인 영어 읽기와 쓰기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학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

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필요

한 기술, 전략, 연습을 통해 영어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영어청취및독해Ⅰ(English Listening and ReadingⅠ)

영어 청취 및 독해력 향상을 목표로 핵심 문법과 기본 어휘, 영어 문장 구조를 학습하고, 토익 문제

를 활용하여 실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기른다.

영어청취및독해Ⅱ(English Listening and ReadingⅡ)

영어청취및독해 II는 영어청취및독해 I의 다음 단계 수준의 교과목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

는 영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영어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집중적인 영어 

청취 및 읽기 훈련을 하고 나아가서 토익 시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온라인토익Ⅰ(Online TOEICⅠ)

취업에 필수적인 TOEIC 시험의 Reading Comprehension과 Listening Comprehension을 공략하기 위한 

기초과정으로 기본적인 영어문법, 어휘, 영어발음, 억양 등을 익히고 영문 독해력과 청취력을 신장

시킨다. 

온라인토익Ⅱ(Online TOEICⅡ)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토익의 기초를 다지고 실전연습을 함으로써 영어 능력을 향상시킨

다.

우주의이해(Understanding the Universe)

우주는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곳이며,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물질들은 장구한 우주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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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이루어 온 별들의 생성과 사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본 교과는 우주의 기원과 역사, 

우주의 미래, 우주 생명체의 가능성 등을 주제로 하여 현대 천문학이 주고 있는 우주의 과학적 진리

를 탐구한다. 

운동과스트레칭(Sports Stretching)

운동 특성에 따른 스트레칭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보다 효율적인 접근을 시도한

다.

웰니스문화의이해(Understanding of Wellness Culture)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은 웰니스 문화는 행복, 건강, 연대감, 자기계발과 자아실현 등 인

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본 과목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며 삶의 의미와 방

향을 설정해 주기 위한 교양교육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과목은 사회과학, 인문학, 스포츠 등 다차

원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융합적 사고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웰니스 문화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웰니스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양능력을 

함양한다. 

유럽의미술관(Museum of the Europe)

본 과목은 영상(동영상, 이미지)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의 대표적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관람

하듯 살펴봄으로써, 서양미술의 태동에서부터 전개, 발전 및 20세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유럽지리와문화(Geographic and Cultural Understanding in Europe)

본 교과목은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되는 유럽지역의 지리와 문화적 이해에 교육목표를 둔다. 세

부적으로 유럽지역구분(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과 특징, 유럽연합(EU)과 지역경제(유로

화), 주요 국가의 교통과 여행정보를 사례와 영상콘텐츠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세계에 대한 

관심과 교양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음악의이해와표현(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Music)

음악이 우리생활의 일부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가라는 소수 특

정인이 창작한 작품을 피상적으로, 극히 제한된 영역 안에서 그 느낌을 향유하며 살아간다. 음악은 

자신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정복을 이룰 수 있으며 음악은 인간

의 내면에서 지식교육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성을 완성한다. 본 강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예술을 접하고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음악을 즐기며,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능

력을 키워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현대인으로의 자질을 갖추는데 의의를 둔다.

의료인공지능활용(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 care )

본 과목에서는 인공지능의 역사, 머신러닝, 딥러닝의 소개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고 엑셀자료

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코딩 없이 메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프로그램을 모르는 학생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에게 해부, 생리, 병리, 조직, 혈액학 등의 기초의학 분야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전문의학용어를 어원학적으로 학습하게 하고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증상, 징후 및 질환명을 교육

하고 다양한 의학영문을 가르침으로써 보건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지식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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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화커뮤니케이션의이해(Understanding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글로벌 시대로 지칭되는 오늘날에는 서로의 문화 전통과 관습이 다른 예절, 즉 그 나라의 에티켓을 

이해하고 지켜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예절에 관련된 각종 

분야의 이론가 사례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자기계발을 위한 셀프리더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행동의이해(Understanding human behavior)

인간이 더욱 행복한 삶의 과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전체 사회의 사회

적 기능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특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총체인 인간행동은 사회환경적 조건에 자신을 맞추어 가기도 하지만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거나 변화시키기도 하는 삶의 능동적 주체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인간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이론

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

다.

인격개발과치유(Character Development and Healing)

교육학 인간발달이론에 근거, 인격개발에는 1) 사랑하고 사랑받기 2) 경계선 3) 수용 및 용서 (도덕 

발달단계) 4) 권위 존중 및 성인이 되는 네 단계가 있다.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네 단계를 완

성하지 못했다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본 강의는 수강자에게 인격개발 단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영적, 정신적인 면이 개발되고 성장하는 

과정 중 어느 영역에서 방해를 받았는가를 알려주며, 치유 및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비기독교인 수강자도 환영하나, 기독교를 선호하는 수강자는 말씀을 통한 치유와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인성개발 및 삶에서 새 힘을 얻는 큰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인류식문화(Human Food Culture & History)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食과 관련된 것이며 食과 관

련된 모든 행위적 문화를 食文化라 하는데, 이는 곧 미래를 내다보는 현대인의 복지와 건강에 직결

되는 인류의 근본적인 식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의 역사 속에

서 식재료와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과 요리의 역사 · 문화를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폭넓게 연

구하며 이해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가 국제적인 이주민 증가에 따른 다문화현상과 최고도로 발전하

고 있는 과학적·사회적인 급속한 변화 및  인공지능으로 대변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

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류의 가장 원

초적인 食行爲와 관련된 식품, 음식, 요리 등에 관한 역사적인 관점과 현대적인 유행성과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서는 현대인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식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식문화속의 삶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인성과대학생활(Personality and Campus Life)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

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맺어지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

들의 학교생활 적응, 대학 생활 기반 확립,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양과 인성 함양 등을 이

루고자 한다. 학교․학과․전공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

학 생활을 이루도록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인성의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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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고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인성과미래설계(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

본 교과목은 5~10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형(師弟同行

型) 수업이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형성되는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

들의 학교생활 적응,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인성 함양과 진로효능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학

업 및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적응하는 것,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것,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

생들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천중심의 인성과 소통,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체의이해(Understanding of Human Body)

본 과목은 현대인의 교양으로 인체에 개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주제를 생리적 기

작으로 이해함으로써 인체를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생

활에서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윤리(Internet Ethics)

오늘날 인터넷이 만들어낸 사이버공간은 사회적 실제감을 저하시켜주므로 나르시시즘적인 퇴행을 부

추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 공간보다 훨씬 강한 윤리의식과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현실 세계와는 달리 타자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함

으로써 진입하게 되는 상호 의존적인 책임의 관계를 거부하기에 일상의 도덕적인 규제가 사실상 어

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타자의 실종, 탈육체화된 정체성, 익명성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부

합하는 윤리규범의 발견 및 실천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일본어청취및독해(Japanese Listening & Reading Comprehension)

일본어 초급수준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일본의 다양한 화제에 관한 짧은 문장을 간단한 문법 설명과 

함께 해석한 후, 청취와 읽기 연습을 병행하는 수업이다.

일본어회화Ⅰ(Japanese ConversationⅠ)

본 교과목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초급일본어 능력 배양을 교육목표로 한다. 우

선은 일본어의 문자 체계를 익히고 점차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히라가나 가타카나 읽기연습을 학습한

다. 기초적인 품사 즉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등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회화를 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자기개발과생애설계(Self Development and Life Planning)

직업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커리어 로드맵을 설계한다.

자연과학의이해(Introduction to Natural Science)

과학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본 과정은 자

연과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핵샘 내용으로는 물질의 종류, 물질의 분리, 원자의 

구조, 궤도함수 이론, 양자이론, 화학결합, 주기율표,  세포이론, 식물생물학, 분자생물학 등이다. 

작가와문학세계(Authors and Literature)

399



본 과목은 동서고금의 작가들을 다루고 또한 문학작품을 통하여 문학세계를 조명한다. 이로써 당대 

작가와 시대, 사상, 사유, 환경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또한 작가가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려는 주지를 

파악하여 작가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동서양의 문학세계를 이해한다.

작문과화법(Korean Writing and Speaking)

본 교과목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

보다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잘 소통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인 글쓰기와 말하기

를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강의에서 우리말 

규범에 맞는 ‘글쓰기’와 표준 화법에 적합한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다.

정신무도택견(Taekkyeon)

택견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닌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이다. 택견은 아름다운 건강 100세시대의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호신과 건강을 

동시에 갖출 수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과목은 건강한 영혼

과 신체를 조화시켜 심신의 조화된 교양인을 양성함에 있다.

정치학(Political Science)

정치의 개념 및 기능과 정치학의 전통 및 연구방법에 대한 선행학습을 토대로, 정치사상, 정치문화, 

정치권력, 국가, 정부제도, 정치과정, 정치발전,국제관계 등 정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

로 탐구해야 할 정치학의 핵심주제들을 다룬다.

중국문학의이해(Introduction to Chinese Literature)

중국문학은 중국문화의 뿌리이자 줄기로 다양한 문화 영역을 통합해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국

의 국가 아이덴티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문학으로써 중국문학은 인류의 보편적 가

치를 담고 있어 교양적 의의가 높으며, 동시에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한국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참조가 된다. 본 과목은 중국 전통시기의 문학 작품을 13가지의 주제를 가

지고 이해하며, 오늘의 사고와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동과아프리카문화(Cultural Understanding in Middle East and Africa)

중동과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 다른 자연과 인문환경 속에서 어떻게 출현하고 발전해 현 모

습으로 성장하였는지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지리와 문화 주제별로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세계 속 인

간(Human)소양과 글로벌 지역성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와축제(Local Culture and Festivals)

최근 관광의 한 형태로서 축제는 축제 방문객이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질적으로 우수한 축제기획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배우고 축제의 개념, 국내외 축제

유형을 알아보고 축제 준비, 이켄트기획, 축제행사계획 등을 학습하고 또한 지역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역학개론(Introduction to Regional Studies)

지역학개론은 지역에 대한 공부이다. 우리 인류는 넓고 복잡한 지구에 살고 있다. 너무 큰 대상은 

어느 것이나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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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지역’이 전통적인 구분 기준이다. 이 강좌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지역을 

연구한다. 여기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외에 신대륙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와 중

국, 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와 지중해를 필두로 한 유럽, 세계의 중심 미국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

이다.

진로탐색의이해(Understanding of Career Search)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질병과세계문화(Diseases and Cultures around the World)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으로 모든 것이 급속도로 융합되는 현 상황에서 질병과 

관련된 주제들은 전 지구적 차원으로 광범위해졌다. 본 교과는 질병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조망해야

하는 것임을 논의한다. 아울러 질병의 역사를 조망함으로써, 질병이 미래 인류의 역사에도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공감하도록 한다.

창업기업가정신론(Venture & Entrepreneurship)

자본주의 특히 20세기말부터 21세기, 세계경제를 리딩하는 IT-BIO 첨단산업의 역사와 그 흐름을 주

도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적 벤처업체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목이다. 70년대

부터 성장, 세계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내며 미국을 세계 IT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

하도록 만든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로부터 그의 라이벌이자 세계 최대의 시각총액 기업 애플

을 일궈낸 스티브 잡스, 그리고 세계 IT의 현재와 미래로써 인정받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

국 핵심 벤처 기업들의 창업자들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동시에 한국 벤처를 대표하는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넥슨의 김정주, NHN의 이해진, 김범수(카카오톡), 셀트리온 서정진회장등 성공한 창업가들

의 창업가 정신, 그리고 한국의 벤처역사를 이해한다. 서구 자본주의, 근대국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이론 틀 내에서 기업가정신론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하며, 특히 막스 베버의 기업가 정신

론과 슘페터 등 기업혁신과 기업가 정신론에 대해 이해한다.

창의적발상과표현(Creative Idea and Expression)

본 교과목은 창의, 융합형 지성인을 배양하고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법으로 널리 알려진 TRIZ

를 활용하는 수업이다. TRIZ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법(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으로 특

정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다. 본 교과목을 통해 수강

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창의적으로 사고하여 그 해결법을 찾고,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채플1(Chapel 1)

진리와 이상을 탐구하고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대학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채플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플2(Chapel 2)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통합적 존재이다. 그런데 대부분 교육은 혼과 육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영의 발전은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인간의 영성 개

발과 성장 및 성숙을 도모함으로써 균형잡힌 인간성을 함양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컴퓨터활용능력(Computer Application)

이 과목은 각 전공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습을 통해 수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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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과목은 전산학개론 과목의 기초지식을 활용한다. 본 과목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모두 수업

을 하되, 엑셀을 위주로 수업한다. 특히 졸업인증제와 관련한 자격증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태권도(Taekwondo)

본 과목은 태권도의 각 분야별 운동을 통한 개인기술 연마와 실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과목이다. 

상황별 운동기능을 훈련하고 태권도의 이론과 실전을 통한 개인 방어와 기술 프로그램을 배움으로써 

태권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고취시킨다. 수업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훈련

을 통한 개인훈련을 하게 되며, 태권도 기초과정과 숙달과정을 단계별로 습득하게 된다. 상황대처와 

현장적응의 프로그램으로 호신술과 품새 배우기가 진행되며, 실전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방향 설정

의 연습을 하고, 발차기 기술습득 프로그램을 통해 태권도 발차기를 배우게 된다. 또한 남녀별 체계

적인 훈련을 하여 개인별 기능 습득이 유용하게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능력(Presentation Skills)

이 과목은 각 전공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영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습을 통해 수

업한다. 본 과목은 전산학개론 과목의 기초지식을 활용한다. 본 과목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모두 

수업을 하되, 파워포인트를 위주로 수업한다. 특히 졸업인증제와 관련한 자격증을 준비한다.

한국문화의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해서 한국어, 한국사, 자연과 사회, 미술, 음악, 문학, 전통문화, 철

학, 정치, 경제 분야 등의 개관을 목적으로 한다. 각 분야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한국문화

의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본 과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과목이다.

한국문화탐구(Exploring Korean Culture)

본 교과목은 한국 문화의 형성과 특성, 그리고 문화재의 특성을 주요 사례와 콘텐츠자료를 중심으로 

학습하는데 목표를 둔다. 특히 본 교과목은 우리 대학 모든 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보편적 성

격을 갖추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문화재 관리 현황, 세계문화유산, 유ㆍ무형문화재 유형별 특징, 전

통과 대중문화 등 문화영역 전반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교양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한국사(History of Korea)

본 과목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시대

별 기본 자료와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한국사의 주요 전개과정을 학습하여 한국사에 대한 심

층적 이해를 돕는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깊이 있는 어휘습득과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 본 과

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과목이다.

한국어독해와작문Ⅰ(Korean listening and writingⅠ)

대학 교양 수준에서 선정된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실제 대학 강의에서 요구되는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단계적 연습을 진행한다.

한국어독해와작문Ⅱ(Korean listening and writingⅡ)

대학 교양 수준에서 선정된 다양한 글을 이해하고, 실제 대학 강의에서 요구되는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단계적 연습을 진행한다.

한국의전통과문화Ⅰ(Korea Trandition and LiteratureⅠ)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관하여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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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 즉 가족과 친족, 관혼상제, 민간신앙, 샤머니즘, 세시풍속 등도 학습한다.

한국의전통과문화Ⅱ(Korea Trandition and LiteratureⅡ)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관하여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 즉 가족과 친족, 관혼상제, 민간신앙, 샤머니즘, 세시풍속 등도 학습한다.

한국현대문학과사상(Modern Korean Literature and Thought)

한국의 근현대문학작품에 투영된 당대의 사상적 흐름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좁게는 문학 

작품의 감상이라는 예술적 성취를 유도하고, 넓게는 민족성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이끌어

낼 것이다.

한시의이해(Understanding of Traditional Chinese Poetry)

본 과목은 고전 등의 명구를 통하여 인문정신을 함양하며 인간적 삶을 지향하도록 하고 동시에 한자 

어휘를 학습하여 의사소통 및 글쓰기 능력을 제고한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인에게 필요한 

한자지식을 배양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해양스포츠(Aquatic Sports)

스쿠버 다이빙의 기본적 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며, 특별한 환경에

서의 활동과 특수 환경에서의 인체적 변화 경험을 통해서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물 속으로의 도전 경험을 바탕으로 스킨,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 능력을 기

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학원론(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응용실천 학문인 행정학원론 과목은 본 수업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정보화와 지방화 및 세계화의 안

목을 키우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길러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

기반을 확고히 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을 통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성과 실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헬스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

본 교과목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

사소통 이론을 의료 현장에 접목시켜 실제 상황을 훈련한다.

현대미술의이해(Understanding of Modern Art)

근·현대 서양 미술을 인상파로부터 팜아트까지 시대별, 작가별 작품을 설명과 분석을 통하여 감상

한다. 이는 대학인의 교양을 육성하고 문화의식을 고취하여 지식인으로서의 정서적 함양을 목표로 

한다.

현대사회와건강관리(Modern Society and Health Care)

공중보건학은 public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건학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에 반하여 건

강관리학은 WHO의 건강의 정의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중 육체적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신체적 특성에 따라 실천방법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비만,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 생활

습관병에 대한 건강관리와 운동방법을 습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와중독(Modern society and Addiction)

본 교과는 물질중독 및 행위중독의 영향에 관한 기본지식에 대해 개관한다.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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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에 관한 핵심 지식은 중독의 정의, 용어, 역학, 범위 및 역사이다. 또한 물질의 종류, 중독모

델, 예방모델, 정신역동 및 치료적 접근법들에 대해 다루어질 것이다.

현대인과체력(Contemporary Peaple and Fitness)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운동의 중요성과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스트레스, 

식습관 등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건강관리법을 습득한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정신

적,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중국의이해(Understand of Modern Chinese)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G2의 반열에 올라섰다. 중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

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본 강좌는 중국과 비즈니스, 무역 등 모든 교류

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중국알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국으로의 진출에 기초지식을 

쌓는데 있다.

호신술(Self Defense)

국민 모두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짧은 시간에 몇 가지 호신술을 익힌

다면 최소한 폭력의 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용기를 얻고, 건강한 체력을 기르며,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을 키운다. 더불어 기술적인 호신술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

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조별 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키운다.

화학(Chemistry)

화학의 입문과정으로 대학의 전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화학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문으로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 

화학 이하 수준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환경과인간(Environments and Human)

21세기를 맞은 인간의 삶은 그 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 교

과목에서는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와 질병 등의 발생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지속가능

한 인간의 삶은 무엇이며, 미래사회에서의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도록 한

다.

회계학원론(Introduction to Accounting)

보건의료 및 서비스 관련 업계에 실무자로 종사하게 될 경우 회계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

의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경영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계실무능력의 기

초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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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artment of 

Liberal Arts

EU Humanities and Sciences Concert(EU인문·과학콘서트)

This course consists of special lectures by notable people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na

tural sciences. Students will learn the convergence between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i

n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 order to foster creativity and overcome an inclination tow

ard one discipline.  

EU Seminar for Humanity(EU인성세미나)

This course offers special lectures by notable people of all social standings and  leads stud

ents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with moral character and constructive human relationships.

Understanding of UCC Production(UCC제작의이해)

Today is the smart age in which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exist. Image can be produced and 

consumed by anyone. Students will learn the trend of the image age in the 21st century and en

hance their understanding through image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is digital smart age. 

They will also learn the directing skills and story expression by viewing and analysing a var

iety of images. Based on this research, students will produce UCC and understand the image in

dustry.

Understanding of Health Information(건강정보의이해)

This coarse is designed to learn about how to improve their dietary life, and to practice des

irable dietary life by acquirement of knowledge about food, nutrient, right food habits and h

ealth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aim of the coarse is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b

y prevention of lifestyle disease depend on food intakes.

Walking History(걸어서역사속으로)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field experience on the historical k

nowledges through the actual surveys of scenic spots and places of historic interest such as 

old palaces and royal tomb, castle and fortress, museum and monuments, old street and villag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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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Trend(경영트렌드)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t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apply the management mind i

n their life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management concept and trend of changing. For the p

urpose of these, student learn how to relate management with living, a fundamental concept an

d change trend of management, management environment system, manager's role and qualificatio

n, various issues, strategies, and innovation technique for the management.

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개론)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about case study of management theory, management trend, man

agement system that are very applicable in these modern company environment.

Introduction to Economics(경제학개론)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cultivate social being.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how to apply economic theory in their economic activity of real life.

Understanding of Performing Arts and Content(공연예술과컨텐츠)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performing 

arts(all forms of performing on stage), and offers a universal nature that can be taken by 

students from all departments. In detail, It contributes to enhancing cultural abilities by 

learning about basic knowledges and types of performing arts, and by studying about all areas 

of art such as plays, movies, musicals, operas, dance, and performing arts.

Science & Fusion(과학과융합)

For the first year students of the Bio-Fusion College, Omnibus lectures on diverse 

disciplines of professors in each field and team projects provide the opportunity to form a 

basic idea of self directed learning of fusion thinking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based scientific knowledge.      

Science and Creativity(과학과창의)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reativity is located in the center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creativity of science is to discover new problems through divergent thinking and critical 

thought processes based on the basic knowledge of science and the process of explorations and 

discover appropriate and new solutions.

In this course, as a health care student, we will learn creative activities related to fusion 

with other fields such as IT, and try to raise the creativity of each person through case 

examples and practical training.

Scientific Technique & Living(과학기술과생활)

The science and technique developed along with the life of the human being that this techniqu

e gives an effect to the society,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of the human being. This subj

ect with change of scientific technique and formation process raises the improvement and adva

ncement of technical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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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Technology & Human being(과학기술과인류)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is introduced to impact on the great revolutio

n of civilization and culture of human being. For enhancing intuition on future, the developm

ent of major promising technology is also predicted to lead change of future home and school 

life, working place, leisure, etc.

Ad and Culture(광고와문화)

This course explores modern Korean advertisements in newspaper during the Japanesecolonial pe

riod from 1900s to 1940s in a cultural historical approach. Also, contemporary digital advert

isements in the 21st century will be explored.

Understanding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국제개발협력의이해)

This course aims to cover the basic concepts, types, and issu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d to understand the history, progress, and role of Official Development 

Aid(ODA) of Korea. It also aims to help university students underst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d contributes to the cultivation of a global civic 

consciousness and search for area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Understanding of Korea's Land and Nature(국토와자연의이해)

This course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our country's territory, learns about its 

location, population and major administrative areas, physical environments. Also The 

educational objective is to foster an integrated view of the nation's land values and 

phenomenal nature through field survey. In particular, It has the universal character of all 

university students, and includes, in detail, important contents(such as mountains, national 

parks, scenic spots, hot springs, caverns, historical sites) and characteristics of major 

regions(Seoul, Gyeonggi, Gangwon,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Provinces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lobal Leadership(글로벌리더십)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manage themselves effectively gaining successful habits and set

ting up their own goals. Students will learn to build active personal relationships and enhan

ce listening skills to become global leaders.

Global Culture and English(글로벌문화영어)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students’ communicative ability in English in the field o

f leisure such as resorts and sport fields through reading and speaking practice.

Global English(글로벌영어)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the English communicative ability in the field of tourism. 

Focus is placed on obtaining tourism-related English vocabulary and information through readi

ng and listening practice.

Global Chinese(글로벌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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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basic of how to speak or pronounce Chinese to s

tructuring complex sentence and conversation skill. They will also learn about the culture, h

istory, tour of Korea.

Global Geographical Information(글로벌지리정보)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ourism geography of the world from the globalizati

onal perspectives. The contents include tourists' travel informations and geographic landscap

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asia, oceania, europe, north/south america and africa).

Global Communication 1(글로벌커뮤니케이션1)

The aim of the course is to help beginners improve their overall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Global Communication 2(글로벌커뮤니케이션2)

This is the second level of the global communication course designed for students to advance 

their glob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through focused practice in speaking, 

listening, writing, and reading. Understand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students are 

provided with an environment where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use English to talk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mainly focus on enhancing students’ speaking skills 

through pair work, group work and whole class discussion.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1(글쓰기의기초와실제1)

It is a subject for developing Korean language literacy and writing skills required for 

university study. Through various text reading in Korean, we understand vocabulary, text 

structure, rhetorical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s. Moreover, it teaches the writing of 

Korean language and academic writing through scholarly writing and writing skills. This 

subject is subject to foreign students.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2(글쓰기의기초와실제2)

It is a subject for developing Korean language literacy and writing skills required for 

university study. Through various text reading in Korean, we understand vocabulary, text 

structure, rhetorical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s. Moreover, it teaches the writing of 

Korean language and academic writing through scholarly writing and writing skills. This 

subject is subject to foreign students.

Christianity Refinement(기독교교양)

There are innumerable communal problem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religious conflict, se

xual discrimination, single mother, and so on. The Bible and Christianity would provide the a

nswer to that.

Basic RussianⅠ(기초러시아어Ⅰ)

This course is for absolute beginners of Russian, and mainly offers basic knowledge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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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lphabet, pronunciation, and grammar. Furthermore, students will learn to understand simple 

sentences and write basic sentences.

Basic Drawing(기초소묘)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express their spirit and outside world in drawing. Students w

ill learn to describe objects through drawing practice.

Basic English Composition(기초영작문)

This course is designed for beginners in written English. Systematic introduction of grammar, 

practice in making sentences are provided.

Basic Medical Japanese(기초의료일본어)

This course offers basic Japanese skills to the professionals in the medical field focusing o

n the expressions frequently used in hospital.

Basic Chinese ConversationⅠ(기초중국어회화Ⅰ)

This course is for Beginners. They will learn about pronunciation of Chinese, basic grammar, 

conversation and so on.

Basic Chinese Character(기초한자)

As being trained for using in a living or taking a job, students can have ability for transla

ting commonly used word or simple Chinese writing in this class. Moreover, students are able 

to study implicit meaning about the orient culture and tradition of Asian culture.

Climate Change and Life(기후변화와생활)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earth, the climate has continuously changed. Humans have adapt

ed to the changing climate thus far, and have built society as we know it today. For this rea

son, this course addresses fundamental and active plans in response to present climate chang

e. This course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issues from social and cultural pe

rspectives, and why climate change leads to changes in our everyday life.

Climate and Civilization(기후와문명)

The aims of this lecture are mainly to understand the rise and fall of civilization and cultu

res in a time series on the basis of climatic determinism, to study how climate changes made 

man in the prehistoric and historical periods together with examples of religions, arts, lite

ratures and historical events, and to enhance the ability of learning, thinking and living wi

th a interdisciplinary knowledges of humans and natures in the Earth.  

Logics and Critical Thinking(논리와비판적사고)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train the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learners. When it co

mes to critical thinking, logic is used as a tool. So it should be understood as 'Critical th

inking through logic'. Critical thinking has emphasized informal elements focusing on content

s rather than the formula of classical logic in thought. Therefore, this lecture, Critical Th

inking and Logic provides great chances to enhance learners’ abilities to clarify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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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f their thoughts and behaviors through theoretical lectures, presentation and debates.

Analects of Confucius and Humanity(논어와인간다움)

This course is to make our life flourish by study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to foster huma

n-centered thinking and knowledge on humanities. Students will be able to establish the value 

of life and identity throughout the course.

Amusement and Spatial Contents(놀이와공간콘텐츠)

This course aims to present an integrated view of the human-being and the world by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space based on the human's play culture and nature necessary in 

contemporary society. In particular, this course offers a universal nature that can be taken 

by students from all departments. In detail, It contributes to enhancing cultural abilities 

by learning about important field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concept of amusement culture, 

traditional plays and arts, recreational parks and experiential activities through outdoor 

field trip.

Understanding of Multiculture(다문화의이해)

In the 21th century, multi-cultural society needs new modes of culture. We, as social beings, 

have to adapt to the changes of

global environments and to the multi-culture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course examines o

ne of the cultural elements, which help lead the new modes of culture to the positive, active 

participation of our society.

Understanding of Popular Culture(대중문화의이해)

This course will explore why pop culture matters by introducing you to the basic theories and 

cases, particularly concentrating on how we view various aspects of pop culture and interpret 

it. For this,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of pop culture, dominant ideology, mass media,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pop culture content.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finally 

will develop ability to comprehend cultural artistic literacy in pop culture. 

Understandings of City(도시의이해)

This course is to learn the essence of ‘city’ for life spaces and city marketing strategies 

as brand goods. In particular, it has the universal character of all university students, and 

includes, in detail, 'city' concepts and types, urban growth, urban regeneration and 

sustainability, and contemporary urban development(such as creative city, cultural city, 

safety city and environment city) and meaningful case studies by using 'city branding'.

Challenging Sports(도전스포츠)

This course emphasizes leading bolted routes and is conducted at our climbing wall. Designed 

for students with little or no climbing experience. Class covers basic climbing skills includ

ing knot tying, belaying, rappelling, top rope anchor systems, and safety procedures.

Winter SportsⅠ(동계스포츠Ⅰ)

This course will promote the proper and safe way to enjoy downhill skiing. Ultimatel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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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will learn the benefits of downhill skiing as a lifetime activity for health and wellness. 

This class will take place for 4 days and 3 nights in early December.

Winter SportsⅡ(동계스포츠Ⅱ)

The main purpose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 fundamental apprehension and acquire basic sk

ill of snowboard which is popularized as one of winter sports with skiing. On those days, peo

ple are enjoying it as a winter extreme sport and it is considering an effective way of incre

asing physical balance ability and muscle power. This basic stage snowboard class would provi

de terminology and the base of theory for snowboard, and inform instruction for safe and prac

tice standard movement. This class would progress as an intensive course in the winter vacati

on.

Eastern and Western Traditional Literature(동서고전문학)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read oriental and western classics throughout literature, histo

ry, and philosophy gaining macroscopic insights and wisdom of human life. 

Culture and Region of East Asia(동아시아문화의이해)

This subject is intended for thos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co-existence 

and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Understanding Eastern Art(동양미술의이해)

This course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the trends of Eastern art that have developed 

through continuous inter-regional and intercultural interactions since prehistoric times on t

he history of Eastern art, and to understand the position and significance of Korean art with

in this context.

Introduction to Oriental History(동양사)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n overview of oriental history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history and to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historical 

facts, not merely lectures or learning. In particular, this course offers a universal nature 

that can be taken by students from all departments. In detail, it includes the process of the 

start of Oriental civilization and formation of ancient kingdoms around the world, the 

development of ancient empires and Oriental cultural zones, the formation of China's main 

dynas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rn Asian conquest dynasty, and the transformation 

of China, East Asia and South Asia.

Review of Orientalism(동양정신의산책)

The lecture is about the soul of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in the Eastern philosophy. The 

lecture not only teaches the wisdom of the Eastern, but also helps university students increa

se their soul of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The lecture contents is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Confucianism and natural science, management, society, multi-cultural.

Comprehension of Design(디자인의이해)

In the Comprehension of Design, students learn to design history and understand design con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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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nd design thinking process by design analysis.

Design Communication(디자인커뮤니케이션)

In the design communication program, students learn to create visual communication and unders

tand information design and technology in the digital design age.

Design Trend(디자인트렌드)

Students will learn the design trend associated with general social issues and consuming patt

erns of customers, and also gain insight on the value and trend of the future society.

Understanding of Digital Media(디지털미디어의이해)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digital photography greatly advanced the media industry and 

thereby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unlocking the era of cutting-edge digital media. A 

deep understanding of digital photography and field training will help students to produce cr

eative media in the industry. The field training focused on the fundamental mechanisms of pho

tography and film will enhance students’ ability to think creatively.

Digital Photo & Media(디지털사진과미디어)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photography advanced the film and advertising industries and 

thereby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unlocking a universal era. Photography carries an 

important role in the media such as the newspapers, broadcasting, and magazines. In particula

r, the inv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photography significantly impacted all differ

ent types of media. For instance, cell phones’ photographing and videotaping capabilities ha

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growth of social media. A thorough understaning of digital phot

ography will lead to a production of creative media in the industry. Students will learn abou

t the mechanism of digital photography from its foundations to different applications of the 

materials through field training.

Theory and practice of speaking1(말하기의 기초와 실제1)

It is a subject for developing Korean language listening skills and speaking skills required 

for university study. By listening to variou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f the Korean 

language, we develop verbal and persuasive speaking and speaking skills in the academic 

context by practicing speech structure, rhetoric, formal and expressions, and practicing 

intensive listening and speaking. This subject is subject to foreign students.

Theory and practice of speaking2(말하기의 기초와 실제2)

It is a subject for developing Korean language listening skills and speaking skills required 

for university study. By listening to variou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f the Korean 

language, we develop verbal and persuasive speaking and speaking skills in the academic 

context by practicing speech structure, rhetoric, formal and expressions, and practicing 

intensive listening and speaking. This subject is subject to foreign students.

Cultural Chinese(문화중국어)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master Chinese pronunciation, daily conversation, and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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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Physics(물리학)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physics. Students will learn basic physics as a basic disci

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

ower than the college-level physics may be taught if necessary.

Media and Modern Society(미디어와현대사회)

Modern society is called the media society. We examine how the development of media affects m

odern society. And we will also think creatively about how to adapt and prepare for this era 

of media revolution.

Media JapaneseⅠ(미디어일본어Ⅰ)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Basic Japanese skills by watching Japanese dramas, animati

ons, cartoons, and children's songs, which leads students to learn daily Japanese conversatio

n.

Fu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미래와인공지능)

We are currently in the forefro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and other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robotics and bioengineering are restructured. In the 

medical sector, Watson helps diagnose cancer, offers treatment plans, reads the flow of 

medical papers published every 21 seconds, and catches up to the latest trends in the medical 

community. In the age,  knowledge is popularized online and advanced technology replaces 

human finesse and technology, profession can not reverse this trend of change. However, what 

is the competence and competitiveness of human experts that can not be done by machines, how 

to collaborate with machines, and how to design for the future in relation to each major.

Crime and Society(범죄와사회)

This course deals with the various crimes of modern society and discuss the role of the relat

ed institutions and the community.

Legal and Social Life(법과생활)

This course covers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and practical legal knowledge an

d legal knowledge of the law. Also this course has a practical method to introduce legislatio

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our life and knowledge necessary to pass the law on life goals. 

In particular, it covers clearly lectures to the students of the contents of the basic law sh

all be happy to know the law as a living master of law.

Introduction of Venture Start-up(벤처창업론)

This subject is designed for th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e founding of new companie

s,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businesses, the incubation of start-ups like venture c

apital, and the learning of creative thinking and activities. The students will experience th

e planning of business, the persuading of investors, the harvesting of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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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exit of business in the failure. -They learn the process of creating wealth and the d

ifficulties in operating by suggesting the feasible ideas. -They make business plan based on 

the discussion related to business ideas. -They analyze and benchmark the success case of ven

tures. 

Fashion and Trends(복식과유행)

Looking through a Form of human accident and life by the costume, develop cultural insight re

garding.

Parenting(부모학)

This course provides university students who are future parents with useful knowledge and inf

ormation about the family and the role of parents.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prepare 

for their role as parents and learn about each step of human development, in order to truly s

ucceed in their future responsibilities. Therefore, this lecture focuses on establishing the 

values of parenting, and acquiring overall knowledge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to widen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parents.

Business English(비즈니스영어)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ability of Business English. Students will learn effective 

English skills such as  writing business e-mails and letters, telephone conversation, negotia

tion, and presentation through a variety of task-based activities.

Community Service(사회봉사)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put the spirit of human respect an

d democracy in practice, and foster moral character by allowing students to foster service mi

nd and recognize social problems through voluntary community service in public and private or

ganizations.

Society and Marketing(사회와마케팅)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to provide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marketing 

and to improve their thinking ability based marketing concept. So students can familiarize 

with the role of marketing in the society, the elements of marketing analysis, and marketing 

mix (product planning, pricing, promotion, distribution) to satisfy customer needs 

profitably.

Introduction to Sociology(사회학개론)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to provide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 for und

erstanding how societies function and how they change over time an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processes such as social construction of groups and identity, 

the evolution of culture, and intergroup relations.

Introduction to Life Science(생명과학의이해)

Students in this course study the biological phenomena at molecular level by investigating th

e origin and evolution of life. The main topics discussed in this course include the origi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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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ife, cell biology, the component materials of organisms, and life chemistry. 

Biology(생물학)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biology. Students will learn basic biology as a basic disci

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ts l

ower than the college-level biology may be taught if necessary.

Sports for all(생활스포츠)

An increase of life level and recreation activities emphasizes the impotance of life physical 

education on national welfare. we teach the composition, guidance and management of life phys

ical education program.

Living Japanese(생활일본어)

This course is designed to teach students how to listen, speak, and write effectively with ba

sic vocabulary and structures in the Japanese language. In this course, the emphasis is on sp

oken Japanese and an understanding of common expressions such as "Thank you" and "I am sorry.

"

Understanding Western Art(서양미술의이해)

Studying human culture by focusing on art. Finding their origin and desire of art and express

ion through cave painting and structure. In ancient art we’ll be researching some of the Gre

ek, Roman, and middle age art. In renaissance looking at the recovery of human nature in the 

social and cultural view and growing the refinement by enjoying the special featuer of baroc

o, rococo art and romanticisms.

Introduction to Western History(서양사)

This course surveys Western history from the ancient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It 

provides a deeper understanding of history by using various materials. In particular, this 

course offers a universal nature that can be taken by students from all departments. The 

instructor will choose important issues from each period and provide students with 

appropriate materials pertaining to those issues. Through critical reading, discussion or 

writing papers, the students will gain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western history.

Understanding of Western Philosophy(서양철학의이해)

Students will gain the philosophical knowledge essential for citizens in the contemporary soc

iety and also learn comprehensive general knowledge which is required to understand philosoph

y.

Sexual and Psychology(성과심리학)

The course aims at helping students develop their own views on love and gender by studying th

eories about sexual distinctions and psychology. It examines various debates regarding modern 

feminism and discusses various topics such as sex, marriage, love, homosexuality and heterose

xuality, sexual perversion and pornograph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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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Heritage of the World(세계의문화와유산)

This course aims to improve knowledge about world culture by studying the types and examples 

of UNESCO World Heritage. In particular, this course offers a universal nature that can be 

taken by students from all departments. The contents also include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the latest lists of heritage(World Heritage, Memory of the World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tal Lists of Korean World Heritage and some case studies by 

six Criteria.

Basic Chinese character communicating with the world(세상과소통하는기초한자)

This course improves communication skills such as speaking, reading and listening through Bas

ic Chinese character learning. It also cultivates the foundation for cultivating each discipl

ine and major. It builds the language ability of the kanji required in society.

Software and Computational Thinking(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Computational thinking refers to thinking processes that include defining and describing a 

problem so that people and machines can perform it effectively. Computational thinking 

involves breaking down the entire decision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associated 

variables and all possible solutions, and taking the corresponding parameters and problem 

limits into account to make the right decisions. In this course, we introduce problem 

decomposition, data representation, generalization, model, and algorithm.

Swimming(수영)

The course for swimming is intended to give lessons on the swimming history, two swimming sty

les, breaststroke and free style, of the four basic swimming styles, knowledge on safety in t

he water and treatment at emergency so that the trainees could qualify for professional coach

es.

Mathematics(수학)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mathematics. Students will learn basic mathematics as a bas

ic disci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

ntents lower than the college-level mathematics may be taught if necessary.

Screen English(스크린영어)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stimulate to comprehend English through the screen midium. Thro

ugh in-depth focus on a contemporary or classic movie, they will have the opportunity not onl

y to sharpen their listening comprehension but also to gain an insight into western culture a

nd society.

Senior Health(시니어헬스)

This course is designed to build a healthy community through being responsible about their ow

n health and a high level of health-care service.

Current Affairs in KoreanⅠ(시사한국어Ⅰ)

To learn Korean skills and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culture in a deeper level by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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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apers and listening to the news. The learners will study vocabulart and practice to logi

cally express their own opinion about various topics such as politics, society, global issue

s, culture, science, education, economy, secunity, and environment after reading or listen to 

some contents about them.

Current Affairs in KoreanⅡ(시사한국어Ⅱ)

To learn Korean skills and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culture in a deeper level by reading 

newspapers and listening to the news. The learners will study vocabulart and practice to logi

cally express their own opinion about various topics such as politics, society, global issue

s, culture, science, education, economy, secunity, and environment after reading or listen to 

some contents about them.

Understanding of Food(식품의이해)

In relation to various foods and human health,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functions and ch

aracteristics, and to survey the safety of their foods during processing, cooking and storag

e.

Discussion and Writing through Newspaper Reading(신문읽기를활용한토론과글쓰기)

Our university emphasizes 'moral character education' and focuses on fostering well-educated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realize this goal, exploring humankind and the world is essenti

al. 'Reading newspaper' and 'using newspaper' may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explore humank

ind and the world. These days, many freshmen tend to get excessive information on-line and mi

ss the core of issues. This course will teach them how to gather information effectively and 

recognize the core of issues accurately using newspaper.

Theory of Silver Industry(실버산업론)

This course overviews the theories and cases of silver industry. In specifics, first, student

s will learn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considering the health and financial ability o

f the consumers in silver industry. Second,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

istics and changes of silver industry and learn the theories and techniques for the applicati

ons of silver marketing focusing on the actual cases. Based on that, the ability to establish 

silver marketing strategies in the workplace will be fostered.

Practical Finance(실용금융)

There is a saying that illiteracy makes living inconvenient, but financial illiteracy makes s

urvival impossible. This emphasizes how important finance is to our lives as we live in this 

modern society. This course addresses on financial theories and the necessary knowledge requi

red for actual financial transactions, focusing on various examples and matters of interest. 

The purpose is to cultivate knowledgeabl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equipped with basic fin

ancial understanding in order to engage in smart economic activities as future members of soc

iety.

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실용영어청취및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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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basic listening ability in English. Intensiv

e listening training and drills of use in spoken English are provided.

Practical English Listening and Writing(실용영어청취및쓰기)

This course is designed to be able to understand practical topics and to write a balanced res

ume, the most current cover letters and business letters, through listening and writing pract

ice.

Psychology(심리학)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physiological differences that are shared by the peo

ple who are living in the cross-cultural areas, considering cultural pluralism of modern soci

ety. Especially this course is to explai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Westerner

s and Asians with dichotomy of the West and the Asia.

CPR(심폐소생술)

This course puts founding ideals in practice educating students to master CPR. This training 

gives students health awareness and the ability of first aid, which contributes to the commun

ity and emergency medical systems.

Geographic and Cultural Understanding in America(아메리카지리와문화)

This course is to learn geographic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Americas from the glob

al perspectives in the 21st century. The contents contain class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urope division(North, Central American and Caribbean Area, South), history and economy, t

raffic and travel informations of major countries(USA, Canada, Mexico, Brazil etc.) We also u

se visual contents to better students' understanding.

Understanding Linguistics(언어의 이해)

Language is the fundamental system and the primary means of human communication. Linguistics 

is the scientific study of language ― the nature, structure, history, and how they evolve 

over time.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bring student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linguistic knowledge through studying structure: phonology, morphology, syntax, and 

semantics. Also, students will acquire basic knowledge of the world's languages through 

exploring systematic nature and history of language. In addition, students will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cor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human logical thinking through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guage and the human nature.

(에너지균형과맞춤영양)

It provides basic theories and activities which effect positively to enhance good living habi

ts and health and fitness. Enables student to manage their own eating pattern to stay in fitn

ess.

Understanding of American and British Literature(영미문학의이해)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understand the literary thought of American and British authors 

and read poetry, novels, and essays to gain basic knowledge of English literature and f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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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character.   

video storytelling(영상과스토리텔링)

We learn the basic theory of how to make everyday life stories into video content to go 

beyond just being a consumer of video content and becom

e a creative video producer.

We also develop the ability to analyze and produce storytelling video content by 

understanding storytelling techniques. 

Images and Character Representation Making(영상과캐릭터제작)

This course is about learning 3D animation character and  Making Doll. Students will learn th

e power of expression and a variety of material. It aims to learn by experience, and is plann

ing various practice process.

English Reading and Writing(영어읽기와쓰기)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basic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English. 

The main goal of the class is to help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academic content and write 

their ideas and opinions about a variety of topics. The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skills, strategies, practice and confidence they ne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ading and 

writing competency.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Ⅰ(영어청취및독해Ⅰ)

Students will learn essential grammar, basic vocabulary, and sentence structure to enhance En

glish listen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TOEIC materials will be used to gain Englis

h skills for real life and business.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Ⅱ(영어청취및독해Ⅱ)

This course is a continuation of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I. It designed to provide stud

ents with intensive training and drills in spoken English with a various real life situation 

and also to help students score higher on the TOEIC test by improving their ability to unders

tand spoken English.

Online TOEICⅠ(온라인토익Ⅰ)

This course aim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basics of the TOEIC and develop their English v

ocabulary and grammar abilities, sharpening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skills.

Online TOEICⅡ(온라인토익Ⅱ)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TOEIC and the skills to improve their TOEIC scores through onli

ne practice.

Understanding the Universe(우주의이해)

The universe is the place of our birth, and the materials that form our bodies were engendere

d in the processes of creation and death of star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vast history 

of the universe. This course investigates the origin and history of the universe, it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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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ossibility of extra-terrestrial life, and explores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

he universe gained via modern astronomy. 

Sports Stretching(운동과스트레칭)

This course offers students effective approaches of stretching methods according to various s

ports.

Understanding of Wellness Culture(웰니스문화의이해)

Wellness culture have been considered as a part of our lives and they pertains a variety of v

alues including happiness, health, companion, and personal development for human community. T

he course is designed to assist students to enrich their lives and to set a direction and goa

l in life. For this, the course explores the values of wellness culture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science, humanities, and sport. Students will build knowledge and learn relevant th

eories of wellness culture activities and further enhance the ability to plan, perform, and a

ct. 

Museum of the Europe(유럽의미술관)

This course examines the origins, development, and trends of western modern arts  in the 20th 

century focusing on museums and galleries in Europe.

Geographic and Cultural Understanding in Europe(유럽지리와문화)

This course is to learn geographic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region from t

he global perspectives in the 21st century. The contents contain classifications and characte

ristics of Europe division(North, West, East and South), EU and EURO, traffic and travel info

rmations of major countries. We also use visual contents to better students' understanding.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Music(음악의이해와표현)

No one denies that music is the part of our life. But many people nowadays enjoy and shallowl

y participate in music that is highly limited in a sense that we are only exposed to music th

at are composed by a few certain artists. Individuals were born with some musical talents, an

d they are free to enjoy music. Though, one can master enjoyment of music once he/she directl

y participates in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and becomes able to express music on his own a

nd music completes the humanity, which knowledge education cannot perfect,  in one's inner co

re. This course has its significance on meeting many different types of music art, enjoying m

usic with ease in our life through theories and practices, developing then combining a way to 

express with a diversity and insight, and finally being qualified as modern  interacting peop

le.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 care (의료인공지능활용)

This course introduces the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

g and algorithms, and exploits Excel data. And Statistical analysis, algorithms used in super

visor learning and Unsupervisor learning can be selected by using menu without coding, so stu

dents who do not know the program can use it conven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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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erminology(의학용어)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acquire medical terminology including symptoms and the names of 

diseases to study basic medicine.

Understanding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문화커뮤니케이션의이해)

Over 1 billion people around the globe travel constantly and make business relationship among 

them. This kind of trend will continue and is regarded as inevitable as needs and wants of hu

man being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multi dimensional. What need to be focused on in the b

usiness world these days are globalized citizenship and nurturing those talented to lead the 

business. This course will stress on those issues such as basic manner, international busines

s etiquette, multi cultural communication, analysis in global trend, role of global leaders a

nd so on. Lecture, class discussion and invited guest speakers are methods to be used in enha

ncing the content of this course.

Understanding human behavior(인간행동의이해)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is essential in order for humans to be able to lead a happier 

life process. In particular,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individuals, 

families, groups, and communities should be promoted to improve social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whole society. Dynamically changing human behavior is an active subject of 

life that adapts itself to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but also modifies or changes 

the environment to suit oneself.

Therefore, this course can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theories that understand 

the various human behaviors of the modern society that are needed for the university 

students, and it can cultivate the knowledge about the interaction of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Character Development and Healing(인격개발과치유)

Based on the human development theory of education, there are four steps in character develop

ment. These are 1) loving and being loved, 2) border line, 3) embracement and forgiveness (mo

rality development stage), and 4) respect of authority and becoming an adult. If we have not 

completed these four steps until becoming an adult, there can be disturbance in growing up as 

a holistic human. This course helps get students to find out in which areas they have got dis

turbed in the process of their mental and spiritual development and growth looking at the abo

ve four steps of character development. It also provides the way to heal and get rid of the d

isturbance. Non-Christians are welcomed while those in favor of Christianity will get healed 

and restore the order of their inner side through the Bible. Furthermore, they will be able t

o develop their character and get life-changing experience rejuvenating themselves.

Human Food Culture & History(인류식문화)

No matter where we grow up and live, eating is one of the most personal experiences of life. 

We all find pleasure and comfort in eating foods associated with our childhood and heritage, 

but personal perspective on eating and what is good to eat are only part of th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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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With the remarkable increase in diversity within the korean population, we all need 

to learn more about the cultural backgrounds, geographic parameters, and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at have shaped other nations and the people who have emigrated from them to the 

korea. Better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within schools, and throughout communities 

and the nation begin with people learning about each other, what they value, and what they 

seek. Food preferences and eating habits provide a fascinating and very approachable avenue 

for promoting understanding between all of us. As you explore the world and its foods in 

these subject, new images and a spirit of adventure about the world of food will develop. 

Knowledge of cultural food preference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dietitians, 

nutritionists, and food technologists so they will succeed in meeting the challenges of 

helping people from cultures other than their own achieve healthy and satisfying food 

patterns in this country. 

Personality and Campus Life(인성과대학생활)

This course is taught for first-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i

ng in-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I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adjust to campus life, making necessary preparations, and acquiring the knowledge and persona

lities required to college students. It is based on form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vario

us activities jointly engaged in by the professor in charge and the students. It allows the s

tudents to realize successful campus life with guidance for easy adaptation to college throug

h introductions to the college, departments, and major courses. In addition, students partici

pate in extra-curricular personality training programs to help them develop the personality n

ecessary to be global citizens and to nurture an appropriate set of values regarding global i

ssues.

Personality and Future Planning(인성과미래설계)

This course is taught for second-year students as a small group of five to ten students offer

ing in-depth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s.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

e to promote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cultivate their personality as future soci

ety members, and enhance their career efficacy by creating close relationships through activi

ties among the students and also between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s. This process include

s adjusting to study and to various human relations, achieving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

m parents, and exploring and determining personal career paths. Of these items, the most impo

rtant developmental task for university students who must prepare to advance in the workplace 

is choosing and preparing for a job. In addition,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develop into 

leaders prepared with resourceful and enterprising characters, communications, and leadership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an extra-curricular program of personality education.

Understanding of Human Body(인체의이해)

This course is designed for non-biology major students to improve human health and human rela

tionship by understanding the biological principles of the human body. Topics include basic p

rinciples of human sciences, dermatology, aging, nervous system, exercise, hormones, blood ci

rculation, immunity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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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Ethics(인터넷윤리)

This course is the basic liberal art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ra. It discusses Int

ernet ethics, computer virus, securit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information 

society. Through the course, students will learn basic knowledge and enhance their ability fo

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ra.

Japanese Listening & Reading Comprehension(일본어청취및독해)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students at the beginner’s level in Japanese. In the lectur

e, after short Japanese sentences in various topics about Japan are translated with brief exp

lanation of grammar, both listening and reading exercises will be provided to students.

Japanese ConversationⅠ(일본어회화Ⅰ)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basic Japanese knowledge including nouns, pronouns, verbs, 

and particles to master basic Japanese conversation.

Self Development and Life Planning(자기개발과생애설계)

This subject is aimed at practical education for career, which guides students to enable to w

rite an application form through the individual oriented- social debut and career strategies; 

moreover, it provides training opportunities for an interview and coaches a simulated job int

erview as well.

Introduction to Natural Science(자연과학의이해)

What is the goal of science ? What methods do scientists use to achieve it ? This course desi

gned to promot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atural sciences. The key topic include materi

als, separation of materials, structure of atom, orbital theory, quantum theory, chemical bon

ding, periodic table, cell theory, plant biology, molecular biology, etc.

Authors and Literature(작가와문학세계)

This course explores the literary work and authors of oriental and western literature of all 

ages. Students will learn how the authors relate their work to the time period, their though

t, speculation, and background.  

Korean Writing and Speaking(작문과화법)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basic communicative competence in 

Korean. Modern society is in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ors because communication plays a 

crucial role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The main goal of the course is to educate a 

well-rounded speaker and writer. We will use both theory and practice approaches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writing and speaking skills, which are the core functions to communicate.

Taekkyeon(정신무도택견)

Taekkyeo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76 and a UNESCO Masterpiece of the Oral an

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s Korea’s valuable cultural asset that has a long tradit

ion and history. As one of the most appropriate sports in the era of a 100-year life expectan

cy, it helps protect oneself and improve health, thereby living a healthier and safer lif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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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subject aims to foster polished persons with sound balance of the body and soul.

Political Science(정치학)

Based on prior learning about the concepts and functions of politics and the traditional and 

research methods of politics, it covers the key topics of political science that must be 

explored in order to understand political phenomena, such as political thought, political 

culture, political power, national, government system, political process, political 

development,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ion to Chinese Literature(중국문학의이해)

This course explores Chinese literary works with 13 themes, and how to apply these to current 

life and thinking.

Cultural Understanding in Middle East and Africa(중동과아프리카문화)

In this lectu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various civilizations in th

e Middle East and Africa are formed to exit and developed through different socio-physical en

vironmental conditions in a different time series. This study is leading students to improve 

the reading ability for the human natures and global regional features in the world.  

Local Culture and Festivals(지역문화와축제)

This course explores how to plan and improve regional festivals and events with basic theorie

s.

Introduction to Regional Studies(지역학개론)

This course is a study of the region. From a spatial standpoint, 'region' is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standard. In this lecture, We will study not only Korea but also all regions o

f the world. This includes the New World, aside from Asia, Africa and Europe. Among them, we 

will focus on East Asia, which includes the Korean Peninsula, China and Japan, Europe with th

e Mediterranean,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world.

Understanding of Career Search(진로탐색의이해)

This course leads the third and fourth year students to learn how to writ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to cope with various types of interviews, and imagemaking.

Diseases and Cultures around the World(질병과세계문화)

In the modern day where everything is being rapidly converged culturally, socially, and racia

lly in the name of globalization, disease-related topics have expanded worldwide. This course 

discusses how diseases should be viewed from a global perspective. By exploring disease histo

ry,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that diseases will remain important in the future o

f humankind.

Venture & Entrepreneurship(창업기업가정신론)

■ Understanding and analyzing entrepreneurship of founders of world-economy leading ventures 

and the history on the IT-BIO Hi-tech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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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and analyzing American venture founders , Especially Bill Gates who founded 

Microsoft “the standard of world software”, His eternal rival Steeve Jobs the founder of Ap

ple the world No.1 company in Market Value, and the founders of Google, Facebook, Amazon and 

so on.

■ Analyzing Korean venture founders like as Kim, Taekjin of NCsoft, Kim, Jeongjoo of Nexon, 

Lee, Haejin of NHN and Kim, Beomsoo of Cacaotalk and so on.

■ Theoretical approach on Max Weber’s thought,  Schumpeter and so on.

Creative Idea and Expression(창의적발상과표현)

The aim of this class is to develop the creative convergence human resource using TRIZ(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Student can better understand how to approach to the problems 

creatively and scientifically through TRIZ. In addition, students can learn how to effectivel

y express the creative solution process for problems before others as well.

Chapel 1(채플1)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study Christian values and world view with a goal of exploring 

the truth and ideal and serving the community.

Chapel 2(채플2)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develop their spirit and foster balanced humanity.

Computer Application(컴퓨터활용능력)

This course provides practice the overall content of the spreadsheet areas that can benefit a 

lot from each major. It takes advantage of the introductory courses from basic knowledge of c

omputer science classes. This course is for all Excel and Powerpoint, but Excel classes focus

ed more. In particular, it supports to prepare the certification of graduation.

Taekwondo(태권도)

Taekwondo which is an art of self-defense without weapons, requires both mental and physical 

training. It gives students physical and mental balance to cope with difficult situations. In 

this class, beginners can learn to sit up, turn over, and kick high. Advanced learners can be 

able to break boards with only a fist. Highly skilled students of Taekwondo can use their han

ds and fists to keep their attackers from attacking. Highly skilled students can spend a lot 

of time in quiet thinking to train their minds. This training helps increase the student's se

lf-confidenc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Presentation Skills(프레젠테이션능력)

This course provides practice the overall content of the presentation areas that can benefit 

a lot from each major. It takes advantage of the introductory courses from basic knowledge of 

computer science classes. This course is for all Excel and PowerPoint, but PowerPoint oriente

d classes. In particular, it supports to prepare the certification of graduation.

Korean Culture and Heritage(한국문화의이해)

To understand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Korean language, Korean history,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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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music, literature, traditional culture,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economics are all aimed at survey. A chapter of the center of Korean culture will be 

organized in central areas of each area. This subject is subject to a foreign students.

Exploring Korean Culture(한국문화탐구)

This course aims to learn about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ssets. In particular, this course offers a universal nature that 

can be taken by students from all departments. In detail, It contributes to enhancing 

cultural abilities by learning about management of cultural assets, Korean World Cultural 

Heritage, characteristics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traditional 

and popular culture.

Korean History(한국사)

Centered on the cultural aspect of Korean history, we plan to approach korean history from po

litics, economics, and social phenomenon of each time period.

The study material consists of various types of mass media that pictures Korean History and o

f relics of the time.

History of Korea(한국사)

The subject aims to provide foreign students with a general knowledge of Korean history. In 

addition, the school learns basic historical data by period and major developments in Korean 

history from ancient history to modern history to help in-depth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This enables foreign students to learn Korean vocabulary in depth and learn more. 

This subject is subject to a foreign students.

Korean listening and writingⅠ(한국어독해와작문Ⅱ)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each students to understand various college-level texts. Th

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practice step-by-step how to write university stand

ard essays.

Korean listening and writingⅡ(한국어독해와작문Ⅱ)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each students to understand various college-level texts. Th

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practice step-by-step how to write university stand

ard essays.

Korea Trandition and LiteratureⅠ(한국의전통과문화Ⅰ)

This course aims students to understand Korean tradition and literature. Students will gain o

verall knowledg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on the topics of family, marriage, folk religi

ons and shamanism, and seasonal customs.

Korea Trandition and LiteratureⅡ(한국의전통과문화Ⅱ)

This course aims students to understand Korean tradition and literature. Students will gain o

verall knowledg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on the topics of family, marriage, folk religi

ons and shamanism, and seasonal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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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Korean Literature and Thought(한국현대문학과사상)

Navigate the ideological flow at the time, which is projected on the literary works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strictly speaking, was induced to achieve artistic of appreciation o

f literary works in the course of the study, depth of history and ethnicity is widely I bring 

the discussion with.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Chinese Poetry(한시의이해)  

This course explores Chinese characters for cultural communication for the global leaders in 

the 21st century.

Aquatic Sports(해양스포츠)

Students will learn teamwork and organizational skills through doing scuba diving in pairs. T

hey can also enjoy safe leisure sports and improve safety awareness.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원론)

The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application and practice studies. In this class, the student

s bring up the perspective of global organization,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and localizat

ion. The students train the qualification in the global era, either. All of us study a system

atic and comprehensive learning for public life.

Health Communication(헬스커뮤니케이션)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foster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for the medical field.

Understanding of creative fusion in healthcare field(헬스케어창의융합의이해)

Understanding of creative fusion in healthcare field, the subject makes promote to doing the 

experience created a worth by oneself, since creating design mixed the fusional idea utilized 

the health care service field and Internet of Things area and trying to develop the creative 

fusional type of human resource.

Understanding of Modern Art(현대미술의이해)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njoy modern art from impressionist to pop art by explanations a

nd analyses of the artist’s works. This course will enhance the student’s refinement, and b

ring cultural awareness as an intellectual.

Modern Society and Health Care(현대사회와건강관리)

Lately, the interest in Healthy life has grown up. In this study, the goal is to learn 

scientific and systematic exercise prescription by theory and practice of necessary knowledge 

for various exercising, effect of exercise and concept of health. Also, through thi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hich is needed to form educational personality can be learned.

Modern society and Addiction(현대사회와중독)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basic knowledge in substance and behavioral addictions. S

tudents will learn and become familiar with various issues pertaining to addiction, such a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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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ls, theories, terms and definitions, historical backgrounds, and intervention methods in p

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ontemporary Peaple and Fitness(현대인과체력)

It is well known that the social economy and co-ops are very strong against the economic cris

is and inequality. That is the reason why they are emerging as a new trend of the world econo

my including Korea. This class is prepared for the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e basic c

oncepts, principles and histories of social economy and co-ops.

Understand of Modern Chinese(현대중국의이해)

This course explores Chin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focusing primarily on Chinese Socie

ty and Culture. The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experience a historical tradition, to 

introduc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study of history. Lectures and readings will try to bal

ance with the rich particulars of biography, scenes from daily life and films.

Self Defense(호신술)

In this course, students can learn to be protected themselves by using simple self defence. I

t helps to develop not only physical strength but also ability to react in real-life situatio

ns. Through the Self Defense students acquire their self-confidence, physical and mental bala

nce to cope with difficult situations.

Chemistry(화학)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chemistry. Students will learn basic chemistry as a basic d

iscipline for natural sciences 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to their own majors. The conten

ts lower than the college-level chemistry may be taught if necessary.

Environments and Human(환경과인간)

Human life of 21 century is focused to promote the quality in real life. The aim of this lect

ure is of wide understanding what is the sustainable human life and the role of an intellectu

al for the future society by the enlargement of knowledge on climate change and health accord

ing to human activities.

Introduction to Accounting(회계학원론)

Principle of accounting is designed to provide undergraduate student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s and issues in accounting. The course will discuss the accounting procedures, und

erlying theories, problem solving techniques and the interpretation of corporate financial st

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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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학과별 교육과정표 

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간호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기초

1 1 113023 A1 여성생애주기 GRADE 1 1 0
1 1 113495 A2 상담이론과 실제 GRADE 2 2 0
1 1 112225 A3 해부학 GRADE 3 3 0
1 2 112140 A4 인간발달 GRADE 2 2 0
1 2 114410 A5 병태생리학 GRADE 3 3 0
1 2 114411 A6 미생물과 감염 GRADE 2 2 0
1 2 113977 A14 보건통계 GRADE 2 2 0
2 1 112222 A12 기초건강과학 GRADE 2 2 0
2 1 112243 A7 약리학 GRADE 2 2 0
2 1 000619 A8 건강사정 및 실습 GRADE 2 1 2
2 1 400308 A13　 다문화 사회와 정책 GRADE 1 1 0
2 2 112428 A9 비판과 창의적 사고 GRADE 2 2 0
2 2 113218 A10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GRADE 2 2 0
2 2 114412 A11 보건교육학 GRADE 2 2 0

전공기초 소계 28 27 2

전공
필수

1 2 000126 B1 간호학개론 GRADE 1 1 0
2 1 113029 B2 간호윤리와 전문직 GRADE 2 2 0
2 1 113491 B3 기본간호학Ⅰ GRADE 3 3 0
2 1 113492 B5 기본간호학실습Ⅰ(소) GRADE 1 0 2
2 1 112423 B9 성인간호학Ⅰ GRADE 2 2 0
2 2 000586 B4 기본간호학Ⅱ GRADE 2 2 0
2 2 000588 B6 기본간호학실습Ⅱ(소) GRADE 1 0 2
2 2 112302 B10 성인간호학Ⅱ GRADE 2 2 0
2 2 113707 B8 조사방법론 GRADE 2 2 0
3 1 114601 B15 임상기초간호실습(소) GRADE 1 0 3
3 1 112309 B11 성인간호학Ⅲ GRADE 2 2 0
3 1 112303 B16 성인간호학실습Ⅰ(소) GRADE 2 0 6
3 1 112313 B20 모성간호학Ⅰ GRADE 2 2 0
3 1 112314 B23 모성간호학실습Ⅰ(소) GRADE 2 0 6
3 1 112304 B25 아동간호학Ⅰ GRADE 2 2 0
3 1 112305 B28 아동간호학실습Ⅰ(소) GRADE 1 0 3
3 1 112315 B34 지역사회간호학Ⅰ GRADE 2 2 0
3 1 112306 B30 정신간호학Ⅰ GRADE 3 3 0
3 2 112401 B12 성인간호학Ⅳ GRADE 2 2 0
3 2 112310 B17 성인간호학실습Ⅱ(소) GRADE 2 0 6
3 2 112321 B21 모성간호학Ⅱ GRADE 2 2 0
3 2 112322 B24 모성간호학실습Ⅱ(소) GRADE 1 0 3
3 2 112311 B26 아동간호학Ⅱ GRADE 2 2 0
3 2 112312 B29 아동간호학실습Ⅱ(소) GRADE 2 0 6
3 2 112406 B35 지역사회간호학Ⅱ GRADE 2 2 0
3 2 112316 B31 정신간호학Ⅱ GRADE 2 2 0
3 2 112307 B32 정신간호학실습Ⅰ(소) GRADE 2 0 6
4 1 400609 B39 간호관리학 GRADE 3 3 0
4 1 113490 B13 성인간호학Ⅴ GRADE 2 2 0
4 1 112402 B18 성인간호학실습Ⅲ(소) GRADE 2 0 6
4 1 112403 B27 아동과 가족간호 GRADE 2 2 0
4 1 112415 B36 지역사회간호학Ⅲ GRADE 2 2 0

4 1 000853 B37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GRADE 2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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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12317 B33 정신간호학실습Ⅱ(소) GRADE 2 0 6
4 1 113745 B41 간호관리학실습Ⅰ(소) GRADE 2 0 6
4 1 000898 B7 종합실습(소) P/F 1 0 2
4 2 114237 B14 성인간호학Ⅵ GRADE 2 2 0
4 2 000889 B38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소) GRADE 1 0 3
4 2 113391 B42 간호관리학실습Ⅱ(소) GRADE 1 0 3
4 2 113417 B49 간호정보와 질관리 GRADE 2 2 0
4 2 112436 B50 노인간호학 GRADE 2 2 0
4 2 112432 B22 여성건강간호학 GRADE 2 2 0
4 2 000458 B43 보건의료법규 GRADE 2 2 0
4 2 113404 B44 간호학서브인턴쉽(소) GRADE 1 0 3
4 2 114619 B19 성인시뮬레이션실습(소) GRADE 1 0 2
4 2 114228 B45 졸업종합시험 P/F 0 0 0

전공필수 소계 82 54 80

전공
선택

3 1 400606 B49 글로벌건강과 간호 GRADE 1 1 0
3 1 400607 B50 건강증진 GRADE 1 1 0
3 1 400608 B51 재난간호 GRADE 1 1 0
4 1 000718 B47 진로설계 P/F 1 1 0
4 2 000633 B48 한방간호학 GRADE 2 2 0

전공선택 소계 6 6 0

교양
필수

1 1 114085 N 인성과대학생활(소) P/F 1 1 0
1 1 112108 M 생물학(학과선택) GRADE 2 2 0
1 2 400590 M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 GRADE 2 2 0
2 2 114618 H 인성과미래설계(소) P/F 1 1 0
2 2 000263 M 심폐소생술(BLS) P/F 1 1 0
4 1 113060 A 사회봉사(소) P/F 1 0 2
1 1 400589 N 작문과 화법 GRADE 2 2 0

1 1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기본
(하위 40%대상 필수 이수) GRADE 2 2 0

1 2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중급
(상위 10%제외 필수 이수) GRADE 2 2 0

1 1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고급
(상위10%대상 필수 이수) GRADE 2 2 0

2 1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1(글로벌
커뮤니케이션2 선이수과목) GRADE 2 2 0

2 2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핵심교양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

핵심교양I 언어와 문학

8
이상　

8
이상

핵심교양II 역사와 철학
핵심교양III 사회와 경제
핵심교양IV 생명과 과학
핵심교양V 예술과 체육

교양필수 소계(교양 25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25이상 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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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임상병리학과                                                                      성남캠퍼스

과정구

분
학년 학기

교과목

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102224 A3 인체해부학 GRADE 3 3 0
1 2 102107 A4 임상병리학개론 GRADE 2 2 0
2 2 000161 A6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 l GRADE 3 2 2
2 2 000461 B1 임상분자생물학 GRADE 3 3 0
2 2 000182 A5 임상혈액학 및 실험 l GRADE 3 2 2
2 2 000360 A7 임상화학및실험l GRADE 3 2 2
3 1 102215 B5 면역학 GRADE 3 3 0
3 1 000380 B2 임상미생물학 및 실험 ll GRADE 3 2 2
3 1 000174 A9 임상생리학 및 실험 l GRADE 3 2 2
3 1 000385 A8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 l GRADE 3 2 2
3 1 000413 B3 임상혈액학 및 실험 ll GRADE 3 2 2
3 1 000448 B4 임상화학및실험ll GRADE 3 2 2
3 2 113498 A11 수혈학및실험 GRADE 2 1 2
3 2 113088 A12 요화학 및 실험 GRADE 3 2 2
3 2 000399 B7 임상생리학 및 실험 ll GRADE 3 2 2
3 2 000439 B6 임상조직검사학 및 실험 ll GRADE 3 2 2
3 2 113497 A10 임상혈청학및실험 GRADE 2 1 2
4 1 103207 A13 공중보건학 GRADE 3 3 0
4 1 000476 B9 병원임상실습(소) P/NP 3 0 20
4 1 000455 B8 진단세포학 GRADE 2 2 0
4 2 000415 A14 의료관계법규 GRADE 2 2 0
4 2 400625 B13 임상기기및시료분석학 GRADE 2 2 0
4 2 114228 A27 종합졸업시험 P/NP 0 0 0

전공필수 소계 60 44 46

전공

선택

1 2 113499 A17 실험동물학(소) GRADE 2 2 0
1 2 113008 A16 의학용어 GRADE 2 2 0
2 1 000148 A22 기생충학 및 실험 GRADE 3 2 2
2 1 000133 A19 미생물학 GRADE 3 3 0
2 1 102212 A20 생화학 GRADE 3 3 0
2 1 102205 B12 세포생물학 GRADE 2 2 0
2 1 107007 A18 유기화학 GRADE 2 2 0
2 1 000004 A21 조직학 GRADE 3 3 0
2 2 112244 A23 병리학 GRADE 3 3 0
2 2 113006 A24 생리학 GRADE 3 3 0
2 2 400816 통합보건IPE기초 GRADE 2 2 0
3 1 000118 B14 임상유전학 GRADE 3 3 0
3 2 114613 B22 나노바이오체외진단학 GRADE 2 2 0
3 2 102314 B16 바이러스학 GRADE 2 2 0
3 2 400815 통합보건IPE심화 GRADE 2 1 2
4 1 113500 A25 감염관리및안전관리학 GRADE 2 2 0
4 1 400626 B19 세포배양학 및 체외수정론 GRADE 2 2 0
4 1 400624 B23 임상병리학특론 GRADE 2 2 0
4 1 000469 B17 진균학 GRADE 2 2 0
4 1 400457 B24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소)(캡) GRADE 2 1 2
4 2 110016 B25 법의학 GRADE 2 2 0
4 2 000506 B21 생명공학기법 및 실험 GRADE 2 1 2
4 2 114139 A26 의생명정보학 GRADE 2 2 0
4 2 000551 B22 정도관리학 GRADE 2 2 0
4 2 113092 B20 핵의학검사학 GRADE 2 2 0

전공선택 소계 57 53 8

교양

필수
1 1 112108 A2 생물학 GRAD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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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기본, 고급) GRADE 2 2 0
1 1 400461 H 인성과대학생활(소) P/NP 1 1 0
1 1 400589 U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1 113295 A1 화학 GRADE 3 3 0
1 2 400318 B11 생물학 ll GRADE 3 3 0
1 2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중급) GRADE 2 2 0
1 2 400316 B10 화학 ll GRADE 3 3 0
1 2 400590 N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2 000263 A 심폐소생술 P/NP 1 1 0
2 1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1 114633 N 보건통계학및통계(R) GRADE 2 2 0
2 1 113060 A 사회봉사(소) P/NP 1 0 2
2 2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2 2 400462 N 인성과미래설계(소) P/NP 1 1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30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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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안경광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

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113947 A1 옵토메트리개론 GRADE 2 2 0
1 1 114279 A6 안경조제 가공학실습(Ⅰ) GRADE 2 0 4
1 2 400458 A29 물리광학(Ⅰ) GRADE 2 2 0
1 2 000123 A8 기하광학(Ⅰ) GRADE 2 2 0
1 2 113501 A9 시기해부학 GRADE 3 3 0
1 2 114443 A10 광학실험 GRADE 1 0 2
2 1 400459 A30 물리광학(Ⅱ) GRADE 2 2 0
2 1 114316 A13 안경조제 가공학실습(Ⅱ) GRADE 2 0 4
2 1 000197 A14 기하광학(Ⅱ) GRADE 3 3 0
2 1 000223 A15 시기생리학 GRADE 3 3 0
2 1 400568 A16 기본시기능검사및실습 GRADE 2 1 2
2 2 000149 A17 안광학기기 GRADE 2 2 0
2 2 114317 A18 안경조제 가공학실습(Ⅲ) GRADE 2 0 4
2 2 000297 A19 안경광학(Ⅰ) GRADE 3 3 0
2 2 000317 A20 안질환(Ⅰ) GRADE 3 3 0
2 2 400569 A22 굴절검사및실습(Ⅰ) GRADE 2 0 4
2 2 102308 A23 약리학 GRADE 2 2 0
3 1 114656 B3 콘택트렌즈(Ⅰ) GRADE 3 2 2
3 1 000401 B1 안경광학(Ⅱ) GRADE 3 3 0
3 1 000435 B2 안질환(Ⅱ) GRADE 3 3 0
3 1 400570 B4 굴절검사및실습(Ⅱ) GRADE 2 0 4
3 2 114657 B6 콘택트렌즈(Ⅱ) GRADE 3 3 0
3 2 000459 B5 안경재료학 GRADE 3 3 0
3 2 000765 B8 양안시 GRADE 2 2 0
4 1 000810 B11 양안시검사및실습 GRADE 2 1 2
4 1 114658 B14 산학캡스톤디자인(캡) P/F 4 0 8
4 1 103311 B16 의료관계법규 GRADE 2 2 0
4 2 114444 B21 옵토메트리특강 P/F 1 1 0
4 2 114072 B12 옵토메트리특론 P/F 1 1 0
4 2 114228 졸업종합시험 0 0 0

전공필수 소계 67 49 36

전공

선택

1 1 114234 A3 해부조직학 GRADE 2 2 0
2 1 102212 A11 생화학 GRADE 2 2 0
2 1 113296 A12 경영학개론 GRADE 2 2 0
2 2 000407 A24 마케팅 GRADE 2 2 0
2 2 000570 A21 안광학기기실습 GRADE 2 0 4
3 1 400457 B23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 GRADE 2 1 2
3 1 114659 B10 안경산업마케팅세미나 GRADE 2 2 0
3 1 400623 B24 옵토메트리연구 P/F 1 0 2
3 2 000138 A25 소비자행동론(소) GRADE 2 2 0
3 2 112150 A26 임상심리학(소) GRADE 2 2 0
3 2 114070 B9 안경조제광학 GRADE 3 2 2
3 2 114071 B7 옵토메트리세미나 GRADE 2 2 0
4 1 000821 B17 임상굴절검사 GRADE 3 3 0
4 1 114074 B15 시각인지학 GRADE 2 2 0
4 1 114073 B13 안경광학특론(소) GRADE 2 2 0
4 1 113682 B18 특수안경처방 GRADE 3 3 0
4 2 114075 B22 노년시과학 GRADE 3 3 0
4 2 000826 B20 임상콘택트렌즈 GRADE 3 3 0
4 2 114445 A27 시기능훈련및실습 GRADE 3 2 2
4 2 113883 B19 특수안경조제 GRADE 3 2 2

전공선택 소계 46 3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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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필수

1 1 114074 H 인성과대학생활(소) P/F 1 1 0

1 1 113294 A5 물리학 GRADE 3 3 0

1 1 114589 A2 수학 GRADE 2 2 0
1 1 112108 A4 생물학 GRADE 2 2 0
1 1-2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GRADE 2 2 0
1 1 400589 U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2 400590 M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2 000263 A 심폐소생술 P/F 1 1 0
2 1 113060 A 사회봉사(소) P/F 1 0 2
2 1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462 H 인성과미래설계(소) P/F 1 1 0
2 2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3 1 113977 M 보건통계 GRADE 2 2 0
3 2 113258 U 실용중국어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27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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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응급구조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이론시수-실습시수

전공

필수

1 1 000070 A1 해부학 GRADE 3 3 0
1 1 000263 B5 심폐소생술PBL (소) GRADE 2 2 0
1 1 000969 A8 응급환자관리학 GRADE 2 2 0
1 2 113006 A2 생리학 GRADE 3 3 0
1 2 000065 A9 응급환자관리실습 (소) GRADE 2 1 2
2 1 112244 A3 병리학 GRADE 3 3 0
2 1 000273 A12 기본응급처치학 GRADE 2 2 0
2 1 000970 A11 응급처치실습 (소) GRADE 3 0 6
2 2 000035 A7 응급처치총론 GRADE 2 2 0
2 2 000186 A6 응급환자평가 GRADE 2 2 0
2 2 000429 B3 재해응급의료 (소) GRADE 2 2 0
2 2 114124 A10 심전도측정과판독 GRADE 2 2 0
2 2 114123 A14 내과전문응급처치학 GRADE 3 3 0
2 2 000971 A13 외상처치학 GRADE 3 3 0
3 1 000354 A6 전문심장소생술 I GRADE 2 2 0
3 1 000573 A5 중독학 GRADE 2 2 0
3 1 000334 B1 전문소아소생술 GRADE 2 1 2
3 1 114125 A15 전문손상응급처치학 GRADE 3 3 0
3 1 114126 B7 특수상황응급처치학 I GRADE 3 3 0
3 2 000372 A6 전문심장소생술 II GRADE 2 2 0
3 2 000578 A16 응급의료장비운영 (소) GRADE 1 0 2
3 2 000325 B2 전문외상소생술 GRADE 2 1 2
3 2 114127 B24 특수상황응급처치학II GRADE 2 2 0
4 1 000157 B10 응급의료관련법규 GRADE 3 3 0
4 1 000388 B6 전문심장소생술 III GRADE 2 2 0

4 2 114130 B11
전문심장소생술시뮬레이션PBL 

(소)
GRADE 3 3 0

4 2 114228 졸업종합시험 P/NP
전공필수 소계 61 54 14

전공

선택

1 1 000645 A17 수상인명구조 (소) GRADE 3 3 0
1 2 000014 A19 의학용어 GRADE 2 2 0
1 2 000655 A18 구조및이송 (소) GRADE 2 2 0
2 1 102308 A4 약리학 GRADE 2 2 0
2 1 000688 B8 스포츠의학 GRADE 2 2 0
2 2 113322 B16 외과진료보조학 GRADE 3 3 0
2 2 400816 통합보건IPE기초 GRADE 2 2 0
3 1 000697 B17 연구방법론 GRADE 2 2 0
3 2 400457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 GRADE 2 1 2
3 2 400815 B15 통합보건IPE심화 GRADE 2 1 2
3 2 113311 B18 소방학개론 GRADE 3 3 0
3 2 113323 B19 내과진료보조학 GRADE 3 3 0
3 2 114638 B23 재난안전관리학 GRADE 2 2 0
4 1 114128 B12 외상학시뮬레이션PBL (소) GRADE 3 3 0
4 1 000629 A21 응급통신학 GRADE 2 2 0
4 1 000635 A20 소방법규및실무 GRADE 2 2 0
4 1 000616 B20 실기교육방법론 (소) GRADE 3 3 0
4 2 000587 B22 종합응급처치술평가 (소) GRADE 3 3 0
4 2 000591 B21 기초의학특론 GRADE 3 3 0
3 1 000463 B13 응급의학임상실습 I (소) P/NP 3 0 9
3 2 000485 B13 응급의학임상실습 II (소) P/NP 3 0 9
4 1 000501 B13 응급의학임상실습 III (소) P/NP 4 0 12
4 2 000554 B14 구급차동승실습 (소) P/NP 5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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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소계 61 44 49

교양

필수

1 1 400461 M 인성과대학생활 (소) P/NP 1 1 0
1 1 400589 N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2 400590 M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2 2 400462 M 인성과미래설계 (소) P/NP 1 1 0
2 2 113060 A 사회봉사 (소) P/NP 1 0 2
1 1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기본 GRADE 2 2 0
1 1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고급 GRADE 2 2 0
1 2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중급 GRADE 2 2 0
2 1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 GRADE 2 2 0
2 2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Ⅱ GRADE 2 2 0

5개 영역 중 

4개 영역 교양필수 각 

1과목 이상 선택수강

H

핵심교양Ⅰ(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핵심교양Ⅱ(역사와 철학)
핵심교양Ⅲ(사회와 경제)
핵심교양Ⅳ(과학과 자연)
핵심교양Ⅴ(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25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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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방사선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102224 A1 인체해부학 GRADE 2 2 0
1 2 113394 A4 방사선기술학개론 GRADE 2 2 0
1 2 113569 A5 방사선물리학 GRADE 3 3 0
1 2 102223 A6 인체생리학 GRADE 2 2 0

2 1 114602 A9
PACS 및 

디지털의료영상처리학
GRADE 2 2 0

2 1 113698 A10 근골격계영상학 GRADE 2 2 0
2 1 113530 A11 방사선계측학 GRADE 3 3 0
2 1 114430 B1 방사선영상정보학및실험 GRADE 3 2 2
2 1 113873 A12 전기전자공학 GRADE 3 3 0

2 2 114651 B2
PACS및디지털의료영상처리학

실습
GRADE 2 1 2

2 2 114057 A14 방사선기기학 GRADE 3 3 0
2 2 113483 A15 방사선생물학 GRADE 3 3 0
2 2 113247 A16 흉복부영상학 GRADE 2 2 0
3 1 000509 A20 방사선관리학 GRADE 2 2 0
3 1 113699 A21 전산화단층영상학 GRADE 2 2 0
3 1 113390 A22 투시조영영상학 GRADE 2 2 0
3 2 114427 B4 방사선치료학및실습 GRADE 3 2 2
3 2 114426 B5 자기공명영상응용 GRADE 2 2 0
3 2 114062 B6 전산화단층영상응용 GRADE 2 2 0
3 2 114063 B7 핵의학이론및실습 GRADE 2 1 2
3 2 400482 A28 혈관조영 및 중재적시술 GRADE 2 2 0
4 1 103207 A30 공중보건학 GRADE 3 3 0
4 1 103311 A31 의료관계법규 GRADE 3 3 0
4 2 103404 B14 병원현장실습(소) P/NP 8 0 16
4 2 114228 B15 졸업종합시험 P/NP 0

전공필수 소계 63 51 24

전공

선택

1 1 400483 A2 방사선의학용어 GRADE 2 2 0
1 1 114056 A3 방사선환자관리 GRADE 2 2 0
1 2 113410 A7 방사선응용수학 GRADE 2 2 0
1 2 103208 A8 보건통계학 GRADE 2 2 0
2 1 000292 A13 영상해부학 GRADE 3 3 0
2 1 113884 A17 방사선관계법규 GRADE 2 2 0
2 2 400821 A18 방사선융합캡스톤디자인(소)(캡) GRADE 2 1 2
2 2 114059 A19 치과방사선학 GRADE 2 2 0
2 2 400816 통합보건IPE기초 GRADE 2 2 0
3 1 114432 B3 방사선기기정도관리및실험 GRADE 2 1 2
3 1 400389 A23 방사선학임상연계연구Ⅰ(소) P/NP 2 2 0
3 1 000583 A24 자기공명영상학 GRADE 2 2 0
3 1 400822 A25 창의적방사선과학(소)(캡) GRADE 2 1 2
3 1 113062 A26 핵의학기술학 GRADE 3 3 0
3 1 400457 A27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소) GRADE 2 1 2
3 2 400390 B8 방사선학임상연계연구Ⅱ(소) P/NP 2 2 0
3 2 114431 B9 엑스선영상학및실습 GRADE 2 1 2
3 2 113702 A29 초음파영상학 GRADE 2 2 0
3 2 400815 통합보건IPE심화 GRADE 2 1 2
4 1 400820 B11 복부및심혈관초음파및실습 GRADE 3 2 2
4 1 400728 B12 의료영상처리학 특론 GRADE 2 2 0
4 1 400727 B13 임상의학용어 GRADE 2 2 0

4 2 114653 B16 방사선영상특론 GRAD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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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114433 B17 영상품질관리학 GRADE 3 3 0
4 2 400409 B18 임상실습특론(소) GRADE 2 2 0

전공선택 소계 55 48 14

교양

필수

1 1 113294 M 물리학 GRADE 2 2 0
1 1 114589 M 수학 GRADE 2 2 0
1 1/2 400621 N 영어읽기와쓰기 GRADE 2 2 0
1 1 400461 A 인성과대학생활(소) P/NP 1 1 0
1 1 400589 N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2 400590 M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2 1 400591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2 2 113060 A 사회봉사 P/NP 1 0 2
2 2 000263 A 심폐소생술 P/NP 1 1 0
2 2 400462 A 인성과미래설계(소) P/NP 1 1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8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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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치위생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2 000225 A4 두경부해부학및실습 GRADE 3 2 2
2 1 400643 B40 구강조직발생학및실습 GRADE 3 2 2
2 1 400642 B43 예방치과학 GRADE 2 2 0
2 1 113454 B13 치주학 II GRADE 2 2 0
2 2 113453 A5 구강생리학 GRADE 2 2 0
2 2 400673 B47 임상치과학(치과보철과정) GRADE 2 2 0
2 2 400658 B48 구강보건교육학 GRADE 2 2 0
2 2 400645 B49 구강영상학실습(소) GRADE 1 0 2
3 1 400660 B52 사회치위생학 I GRADE 2 2 0
3 1 000961 B16 임상치과학(소아치과과정) GRADE 2 2 0
3 1 400648 B50 임상치위생학 II GRADE 2 2 0
3 1 400649 B51 임상치위생관리 II(소) GRADE 2 0 4
3 2 113350 A6 구강미생물학 GRADE 2 2 0
3 2 400662 A12 구강병리학및실습 GRADE 3 2 2
3 2 114648 B67 임상실습 I(소) P/F 4 0 12
3 2 400650 B53 임상치위생학 III GRADE 2 2 0
3 2 400651 B54 임상치위생관리 III(소) GRADE 2 0 4
3 2 400663 B56 치위생연구 I GRADE 2 2 0
4 1 114649 B68 임상실습 II(소) P/F 4 0 12
4 1 400653 B58 임상치위생관리 IV(소) GRADE 2 0 4
4 1 400668 B61 지역사회치위생학실습 GRADE 3 0 6
4 1 000978 A10 치과약리학 GRADE 2 2 0
4 1 400664 B60 치위생연구 II(소) P/F 1 1 0
4 1 400443 B23 치위생윤리 GRADE 2 2 0
4 2 000458 B31 보건의료법규 GRADE 2 2 0
4 2 400652 B57 임상치위생학 IV GRADE 2 2 0
4 2 400655 B62 임상치위생관리 V(소) GRADE 2 0 4
4 2 114228 B34 졸업종합시험 P/F - - -
4 2 400667 B65 통합치위생학(소) GRADE 2 2 0
4 2 400696 B69 관리치위생학 GRADE 2 2 0

전공필수 소계 64 41 54

전공

선택

1 1 000125 A3 치아형태학및실습 GRADE 3 2 2
1 1 000934 B1 치위생학개론 GRADE 2 2 0
1 1 400640 B39 의치학용어 GRADE 2 2 0
1 2 113455 B9 치주학 I GRADE 2 2 0
1 2 400675 B66 치과재료학및실습 GRADE 3 2 2
1 2 400641 A13 치과영양생화학 GRADE 2 2 0
1 2 114647 B37 치과감염관리학 GRADE 2 2 0
2 1 400672 B41 임상치과학(치과보존과정) GRADE 2 2 0

2 1 400674 B44 임상치과학(구강악안면외과과정
) GRADE 2 2 0

2 1 400644 B42 구강영상학 GRADE 2 2 0
2 2 400647 B46 임상치위생관리 I(소) GRADE 2 0 4
2 2 400646 B45 임상치위생학 I GRADE 2 2 0
2 2 000961 B16 임상치과학(치과교정과정) GRADE 2 2 0
2 2 400671 B70 임상치과과정및실습(소) GRADE 2 0 4
3 1 113456 B21 치과임플란트학 GRADE 2 2 0
3 1 400457 B38 헬스케어창의융합의 심화 GRADE 2 1 2
3 1 000983 B22 구강내과학 GRADE 2 2 0
3 1 400659 B55 구강보건교육매체론 GRADE 2 0 4

03 2 400661 B59 사회치위생학 II GRADE 2 2
4 1 400665 B63 전자현미경학개론 GRADE 2 2 0
4 1 400666 B64 치위생기초실험론 GRADE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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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000753 A9 진로인턴쉽(소) P/F 1 1 0
4 2 113459 B3 건강보험및실습 GRADE 2 1 2
4 2 114646 B36 노인치과학 GRADE 2 2 0

전공선택 소계 49 39 20

교양

필수

1 1 112108 U 생물학 GRADE 2 2 0
1 1 113295 U 화학 GRADE 2 2 0
1 1 400461 U 인성과대학생활(소) P/F 1 1 0
1 1 000263 U 심폐소생술 P/F 1 1 0
1 2 400590 U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1 400589 U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1,2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GRADE 2 2 0
1 2 113060 U 사회봉사(소) P/F 1 0 2
2 1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462 U 인성과미래설계(소) P/F 1 1 0
2 2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3 1 102216 U 보건통계학 GRADE 3 3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21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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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물리치료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000082 A1 물리치료학개론 GRADE 3 3 0
1 2 000103 A3 병리학 GRADE 2 2 0
1 2 000070 A4 해부학 GRADE 3 3 0
1 2 113006 A5 생리학 GRADE 3 3 0
2 1 000141 B1 기능해부학 GRADE 3 3 0
2 1 113033 B2 신경해부생리학 GRADE 3 3 0
2 1 114420 A6 전기치료학 GRADE 3 3 0
2 1 114039 A7 피부물리치료학 GRADE 2 2 0
2 2 000797 B3 노인물리치료학 GRADE 2 2 0
2 2 113330 B4 정형물리치료학 GRADE 3 3 0
2 2 114421 B5 광선치료학및실습 GRADE 2 1 2
2 2 114302 A8 측정및평가학 GRADE 3 3 0
2 2 113753 B6 임상운동학 GRADE 3 3 0
3 1 113329 B7 운동조절론 GRADE 3 3 0
3 1 113755 A9 운동치료학개론 GRADE 3 3 0
3 1 000211 B8 수치료학및실습 GRADE 2 1 2
3 1 113328 B9 소아물리치료학 GRADE 3 3 0
3 1 113534 B10 보장구의지학및실습 GRADE 2 1 2
3 1 114298 B11 물리치료진단학 GRADE 3 3 0
3 2 113326 B12 근골격계운동치료학 GRADE 3 3 0
3 2 114297 B13 근골격계물리치료중재학 GRADE 3 3 0
3 2 114299 B14 신경계물리치료중재학 GRADE 3 3 0
4 2 113331 B15 임상물리치료학(소) GRADE 3 3 0
4 2 000819 B16 심폐물리치료학 GRADE 3 3 0
4 2 103405 B17 졸업논문(소) P/F 1 0 2

전공필수 소계 67 63 8

전공

선택

1 1 000014 A2 의학용어 GRADE 2 2 0
1 1 400512 A10 물리치료약리학 GRADE 2 2 0
1 2 106004 A11 한의학개론 GRADE 2 2 0
1 2 113215 A12 치료적마사지 GRADE 2 2 0
1 2 400722 A13 동물물리치료 GRADE 2 2 0
2 1 400764 A15 장애아동의이해 GRADE 3 3 0
2 1 000564 A14 정형외과학 GRADE 2 2 0
2 1 113462 B18 지역사회물리치료학 GRADE 2 2 0
2 2 113754 B19 스포츠물리치료학및실습 GRADE 2 1 2
2 2 400816 통합보건IPE기초 GRADE 2 2 0
3 1 400457 B20 헬스케어창의융합의심화 GRADE 2 1 2
3 1 113327 B21 신경계운동치료학 GRADE 3 3 0
3 2 000724 B22 일상생활기능훈련 GRADE 2 1 2

3 2 114041 B23
연구방법론및물리치료세미나

(소)
GRADE 2 1 2

3 2 400815 통합보건IPE심화 GRADE 2 1 2
3 2 000804 B25 영상진단학 GRADE 2 2 0

4 1 400400 A16
기본(Basic)물리치료

임상실습(소)
GRADE 3 0 9

4 1 400401 B26
심화(Advance)물리치료

임상실습Ⅰ(소)
GRADE 3 0 9

4 1 400402 B27
심화(Advance)물리치료

임상실습Ⅱ(소)
P/F 3 0 9

4 1 400403 B28
심화(Advance)물리치료

임상실습Ⅲ(소)
P/F 3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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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00410 B29 임상물리치료인턴쉽(소) P/F 3 0 9
4 2 103311 A17 의료관계법규 GRADE 3 3 0
4 2 000045 A18 공중보건학 GRADE 3 3 0
4 2 400721 B30 임상의사결정 GRADE 2 2 0

전공선택 소계 57 37 55

교양

필수

1 1 400278 생물학및실습 GRADE 2 1 2
1 1 400276 화학및실습 GRADE 2 1 2
1 1 400461 인성과대학생활(소) P/F 1 1 0
1 1 400589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1 400621 영어읽기와쓰기(기본, 고급) GRADE 2 2 0
1 2 400621 영어읽기와쓰기(중급) GRADE 2 2 0
1 2 400590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2 400277 물리학및실습 GRADE 2 1 2
2 1 000263 심폐소생술 P/F 1 1 0
2 1 400591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2 2 400462 인성과미래설계(소) P/F 1 1 0
2 2 113060 사회봉사(소) P/F 1 0 2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22 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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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식품영양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2 1 112216 A6 기초영양학 GRADE 3 3 0
2 1 000151 A7 식품학 GRADE 3 3 0
2 1 000252 A8 영양생리학 GRADE 3 3 0
2 2 000121 A10 조리원리 및 실습 GRADE 3 2 2
2 2 000364 B1 식품위생학 GRADE 3 3 0
2 2 400826 B31 기능성식품과맞춤영양 GRADE 3 3 0
3 1 000903 B11 지역사회영양학 GRADE 3 3 0
3 1 000675 A11 단체급식 및 실습 GRADE 3 2 2
3 1 113166 A13 영양생화학 GRADE 3 3 0
3 1 400827 B32 식품품질관리 및 평가 GRADE 3 3 0
3 2 000825 B12 임상영양학 GRADE 3 3 0
3 2 000663 B5 고급생화학 GRADE 3 3 0
3 2 000693 B7 영양사 현장실습(소) P/F 2 0 4
3 2 113058 A9 식사요법 및 실습 GRADE 3 2 2
4 1 114053 A15 급식경영학 GRADE 3 3 0
4 1 114437 B4 만성질환 및 영양관리 GRADE 3 3 0
4 1 000203 B3 생애주기영양학 GRADE 3 3 0
4 2 000686 B8 영양판정 및 실습 GRADE 3 2 2
4 2 000814 A16 식품위생관계법규 GRADE 3 3 0
4 2 000852 B18 식품가공 및 저장학 GRADE 3 3 0
4 2 114228 B30 졸업시험 P/F

전공필수 소계 59 53 12

전공

선택

1 1 000916 A1 영양과 건강 GRADE 3 3 0
1 1 00072 A17 식품재료학 GRADE 3 3 0
1 1 000907 A20 한국조리 및 실습 GRADE 3 2 2
1 2 10211 A4 유기화학 GRADE 2 2 0
1 2 103207 A18 공중보건학 GRADE 3 3 0
1 2 400447 A22 서양조리 및 실습 GRADE 3 2 2
2 1 000091 A5 식품미생물학 GRADE 3 3 0
2 2 400828 B33 다이어트와 맞춤영양 GRADE 3 3 0
2 2 113231 A19 식생활관리 GRADE 3 3 0
2 2 400446 B20 고급영양학 및 실험 GRADE 3 2 2
3 1 000538 A12 식품구매 GRADE 3 3 0
3 1 400450 B23 외식융합산업의 이해 GRADE 3 3 0
3 2 113345 A14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GRADE 3 2 2
3 2 400829 B34 글로벌식문화 GRADE 3 3 0
3 2 114543 B36 위생사특론 GRADE 3 3 0
4 1 000324 B6 식품화학 GRADE 3 3 0
4 1 000844 A24 식품분석실험 GRADE 2 0 4
4 1 400421 B28 캡스톤디자인(캡) GRADE 3 3 0

4 1 400452 B26
바이오푸드 관능검사 및 

실습(소)
GRADE 3 2 2

4 2 000839 B17 HACCP(소) GRADE 2 2 0
4 2 400830 B35 외식마케팅과 메뉴개발 GRADE 3 3 0
4 2 114699 B14 바이오 융합산업 및 기기분석 GRADE 2 1 2

전공선택 소계 62 54 16

교양

필수

1 1 400590 N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1 400461 H 인성과 대학생활(소) P/F 1 1 0
1 1 113060 A 사회봉사(소) P/F 1 0 2
1 1/2 400621 U 영어읽기와 쓰기 GRADE 2 2 0
1 2 400589 A 작문과 화법 GRADE 2 2 0

2 1 00263 A0 심폐소생술 P/F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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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00462 H 인성과 미래설계(소) P/F 1 1 0

2 1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4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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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식품산업외식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113910 A1  식품과학 GRADE 3 3 0
1 1 113909 A22  경제학 GRADE 3 3 0
1 2 113296 A23  경영학개론 GRADE 3 3 0
1 2 113171 A2  조리과학 GRADE 3 3 0
1 2 114639 A3  한국조리학 및 실습 GRADE 3 2 2
2 1 114640 A4  서양조리학 및 실습 GRADE 3 2 2
2 1 000063 A21  통계학 GRADE 3 3 0
2 1 113809 A8  식품분석화학 및 실험 GRADE 3 2 2
2 2 114389 A11  농산가공학 및 실험 GRADE 3 2 2
2 2 000076 A5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GRADE 3 2 2
2 2 000324 A6  식품화학 GRADE 3 3 0
3 1 000373 B10  기능성식품학 GRADE 3 3 0
3 1 114641 A7  동물성식품학 GRADE 3 3 0
3 1 113911 B2  식품공학 및 실험 GRADE 3 2 2
3 2 000093 A9  식품위생학 GRADE 3 3 0
3 2 400274 B9  외식메뉴학 및 실습 GRADE 3 2 2
4 1 113858 B3  단체급식 GRADE 3 3 0
4 2 000742 A17  식품구매론 GRADE 3 3 0
4 2 103405 B5  졸업논문 (소) P/F 1 0 2

전공필수 소계 55 47 16

전공

선택

1 1 000072 A10  식품재료학 GRADE 3 3 0
1 2 400316 A26  화학 II GRADE 3 3 0
2 1 102212 A24  생화학 GRADE 3 3 0
2 1 102111 A25  유기화학 GRADE 3 3 0
2 2 113861 B6  식음료 및 조주학 GRADE 3 3 0
2 2 114644 A13  제과제빵학 및 실습 GRADE 3 2 2
2 2 114388 A12  외식재무 및 인사관리 GRADE 3 3 0
2 2 114710 A18  식생활관리론 (소) GRADE 3 3 0
3 1 113338 A19  식품문화사 GRADE 3 3 0
3 1 000737 B1  외식마케팅 GRADE 3 3 0
3 1 114642 B7  한국전통조리학 및 실습 GRADE 3 2 2
3 2 000558 B8  식품저장학 GRADE 3 3 0
3 2 114068 B12  외국조리학 및 실습 GRADE 3 2 2
3 2 114390 A16  천연물식품학 (소) GRADE 3 3 0
3 2 114699 B11  바이오 융합산업 및 기기분석 GRADE 2 1 2
4 1 000599 A15  식품독성학 (소) GRADE 3 3 0
4 1 114645 B15  식품조미 및 관능평가 GRADE 3 3 0
4 1 000128 A14  영양학 (소) GRADE 3 3 0
4 1 400421 B14  캡스톤디자인 (캡) GRADE 3 3 0
4 1 000703 B4  푸드코디네이션 GRADE 3 3 0
4 2 113341 B13  발효식품학 (소) GRADE 3 3 0
4 2 113999 B16  외식창업 및 프랜차이징 (소) GRADE 3 3 0
4 2 000790 A20  현장실습 (소) P/F 1 0 2

전공선택 소계 66 61 10

교양

필수

1 1 400461 A  인성과 대학생활 (소) P/F 1 1 0
1 1 400590 M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1 113295 M  화학 GRADE 3 3 0
1 1 400621 N  영어읽기와쓰기 (기본, 고급) GRADE 2 2 0
1 2 400621 N  영어읽기와쓰기 (중급) GRADE 2 2 0
1 2 400589 N  작문과화법 GRADE 2 2 0
2 1 113060 A  사회봉사 (소) P/F 1 0 2

2 1 000263 A  심폐소생술 P/F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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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400591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2 2 400462 A  인성과 미래설계 (소) P/F 1 1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9 17 2

과정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이론시수-실습시수

학교기업
교육과정

4 1 114393 B17  학교기업 창업실습 (소) P/F 3 0 6

3 2 114392 B18  학교기업 현장실습 (소) P/F 3 0 6

학교기업 교육과정 소계 6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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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보건환경안전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이론시수-실습시수

전공필

수

1 2 000130 A1 열유체역학 GRADE 3 3 0
2 1 000039 A2 산업위생학 GRADE 3 3 0
2 1 113875 A3 인간공학및실험 GRADE 2 1 2
2 1 400424 A4 작업환경측정분석 GRADE 2 1 2
2 1 113990 A5 수질오염공정시험법 GRADE 2 1 2
2 1 000221 A6 재료역학 GRADE 3 3 0
2 2 000106 A7 안전보건관리학 GRADE 3 3 0
2 2 000077 A8 물리화학적수처리 GRADE 3 3 0
2 2 400425 A9 집진제어공학 GRADE 3 3 0
3 1 000352 B1 기계안전공학 GRADE 3 3 0
3 1 000374 B2 건설안전공학 GRADE 3 3 0
3 1 400426 B3 유해가스처리공학 GRADE 3 3 0
3 1 000098 B4 생물학적하수처리 GRADE 3 3 0
3 1 113918 B5 산업환기 GRADE 3 3 0
3 2 000569 B6 시스템안전공학 GRADE 3 3 0
3 2 113916 B7 상하수도계획및실습 GRADE 2 1 2
3 2 000536 B8 기계안전공학실험 GRADE 2 1 2
3 2 000579 B9 구조물안전진단실험 GRADE 2 1 2
3 2 000222 B10 기기분석및실험 GRADE 2 1 2
3 2 000491 B11 화학안전공학 GRADE 3 3 0
3 2 400286 B12 HSE현장실습(소) P/F 2 0 4
4 1 103405 B13 논문세미나(소) GRADE 1 0 2
4 2 000181 B14 악취방지기술(소) GRADE 3 3 0
4 2 103405 B15 졸업논문(소) P/F 1 0 2

전공필수 소계 60 49 22

전공선

택

1 1 113677 A10 안전보건심리학 GRADE 3 3 0
1 1 000055 A11 대기환경학 GRADE 3 3 0
1 2 112213 A12 미생물학및실습 GRADE 2 1 2
1 2 113767 A13 환경안전설비제도 GRADE 2 1 2
1 2 103207 A14 공중보건학 GRADE 3 3 0
2 1 000068 A15 수질관리학 GRADE 3 3 0
2 1 400797 A16 실내공기질관리 및 실습 GRADE 2 1 2
2 1 113812 M 환경안전CAD GRADE 2 1 2
2 2 113873 A17 전기전자공학(소) GRADE 3 3 0
2 2 400287 A18 산업독성학(소) GRADE 3 3 0
3 1 000470 B16 전기안전공학 GRADE 3 3 0
3 1 000104 B17 연소공학및실습 GRADE 2 1 2

3 2 400798 B18
생물학적유해인자 관리 및 

제어
GRADE 3 3 0

3 2 114638 B19 재난안전관리학(소) GRADE 3 3 0
4 1 000088 B20 대기오염공정시험법 GRADE 2 1 2
4 1 000139 B21 건설시공학 GRADE 3 3 0
4 1 113993 B22 캡스톤디자인 GRADE 3 3 0
4 1 000283 B23 소방설비(소) GRADE 3 3 0
4 1 114037 B24 하천복원학(소) GRADE 3 3 0
4 1 000762 B25 안전관리실무(소) GRADE 3 3 0
4 2 400799 B2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소) GRADE 3 3 0
4 2 400430 B27 바이오에너지(소) GRADE 3 3 0
4 2 400431 B28 건설관리학(소) GRADE 3 3 0
4 2 400288 B29 HSE인턴십Ⅰ(소) GRADE 3 0 6
4 2 400289 B30 HSE인턴십Ⅱ(소) GRADE 3 0 6
4 2 400290 B31 HSE인턴십Ⅲ(소) GRADE 3 0 6

전공선택 소계 72 5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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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필수

1 1 000263 A 심폐소생술 P/F 1 1 0
1 1 400461 H 인성과대학생활(소) P/F 1 1 0
1 1 400590 H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1 112108 M 생물학 GRADE 3 3 0
1 1 113294 M 물리학 GRADE 3 3 0
1 2 114589 M 수학 GRADE 3 3 0
1 2 113295 M 화학 GRADE 3 3 0
2 2 113060 A 사회봉사(소) P/F 1 0 2
2 2 400462 N 인성과미래설계(소) P/F 1 1 0

1 1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기본),(고급) GRADE 2 2 0
1 2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중급) GRADE 2 2 0
1 2 400589 U 작문과화법 GRADE 2 2 0
2 1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 GRADE 2 2 0
2 2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Ⅱ GRADE 2 2 0

핵심교양 H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28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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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의료IT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400613 A3 IT기업과 경영 GRADE 3 3 0
1 2 400487 A8 객체지향프로그래밍 GRADE 3 3 0
1 2 400488 A9 의료정보학개론 GRADE 3 3 0
1 2 400489 A10 논리회로 GRADE 3 3 0
2 1 400490 A11 객체모델링 GRADE 2 1 2
2 1 000047 A12 자료구조 GRADE 3 3 0
2 1 113750 A13 전자계산기구조 GRADE 3 3 0
2 1 000205 A14 데이터통신 GRADE 3 3 0
2 2 400491 A18 U-healthcare개론 GRADE 3 3 0
2 2 000369 A19 의료영상처리 GRADE 3 3 0
2 2 400492 A20 IoT실무 GRADE 2 1 2
2 2 400493 A21 파일처리 GRADE 3 3 0
2 2 113707 A22 조사방법론 GRADE 3 3 0
3 1 000284 B1 데이터베이스 GRADE 3 3 0
3 1 000219 B2 운영체제 GRADE 3 3 0
3 1 400494 B3 데이터분석실무 GRADE 2 1 2
3 2 000340 B7 소프트웨어공학 GRADE 3 3 0
3 2 400495 B8 IT제품개발 GRADE 3 3 0
3 2 114012 B9 임상데이터마이닝 GRADE 3 3 0
3 2 114002 B10 의료전문가시스템 GRADE 3 3 0
4 1 400496 B15 컴퓨터알고리즘 GRADE 3 3 0
4 1 400486 B14 취∙창업실무 GRADE 2 1 2
4 2 400497 B21 병원ERP GRADE 2 1 2
4 2 000792 B22 졸업논문 P/F 1 1 0

전공필수 소계 65 60 10

전공

선택

1 1 113712 A4 의료IT산업론 GRADE 3 3 0
1 1 103208 A5 보건통계학 GRADE 3 3 0
1 1 400484 A1 웹프로그래밍 GRADE 2 1 2
1 1 200213 A2 의학용어 GRADE 2 2 0
1 2 400485 A6 디지털경제 GRADE 3 3 0
1 2 000036 A7 마케팅원론 GRADE 3 3 0
2 1 400498 A15 컨텐츠유통 GRADE 3 3 0
2 1 400499 A16 C/S시스템 GRADE 2 1 2
2 1 400500 A17 C언어 GRADE 3 3 0
2 2 400501 A23 CRM GRADE 3 3 0
3 1 400502 B4 기계학습 GRADE 3 3 0
3 1 400503 B5 U-healthcare실무 GRADE 3 3 0
3 1 400504 B6 PACS GRADE 3 3 0
3 2 400505 B11 의료DB실무 GRADE 3 3 0
3 2 114707 B12 창의적IT의료기기 GRADE 2 2 0
3 2 400506 B13 모바일프로그래밍 GRADE 2 1 2
4 1 400507 B16 IT비즈니스실무(소) GRADE 2 1 2
4 1 400508 B17 빅데이터활용 GRADE 3 3 0
4 1 400509 B18 HIS개발 GRADE 3 3 0
4 1 400510 B19 센서네트워크응용 GRADE 3 3 0
4 1 400421 B20 캡스톤디자인(캡) GRADE 3 3 0
4 2 000418 B23 휴먼인터페이스 GRADE 2 1 2
4 2 400511 B24 전자의무기록 GRADE 3 3 0
4 2 114712 B25 현장실무(인턴쉽) P/F 5 0 15

전공선택 소계 67 57 25

교양

필수

1 1 400461 H 인성과대학생활(소) P/F 1 1 0

2 2 400462 H 인성과미래설계(소) P/F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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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13060 A 사회봉사 P/F 1 0 2
1 1 000263 A 심폐소생술 P/F 1 1 0
1 2 400589 N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1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기본, 고급) GRADE 2 2 0
1 2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중급) GRADE 2 2 0
2 1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1 1 400590 M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2 114589 M 수학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6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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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의료공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

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400280 A2 공학물리 GRADE 3 3 0
1 2 400729 A3 공학수학 GRADE 3 3 0
1 2 102224 A1 인체해부학 GRADE 3 3 0
2 1 000512 B22 생체전기 GRADE 3 3 0
2 1 114150　 B3 방사선학개론 GRADE 3 3 0
2 1 114209 B4 디지털 생체 신호 처리 GRADE 3 3 0
2 1 000367 B1 기초전자공학 GRADE 3 3 0
2 1 000387 B2 기초전자공학 실험 GRADE 1 0 2
2 2 000652 B9 생체역학 GRADE 3 3 0
2 2 000472　 B5 컴퓨터프로그래밍C/C++ GRADE 2 1 2
2 2 000715 B6 생체계측 GRADE 3 3 0
2 2 000524 B7 생체재료 GRADE 3 3 0
2 2 114208 B8 생체계측실습 GRADE 1 0 2
3 1 000799　 B10 의료계측기기 GRADE 3 3 0
3 1 000730 B11 재활공학 GRADE 3 3 0
3 1 114210 B12 방사선기기 GRADE 3 3 0
3 1 114211 B13 방사선기기실험 GRADE 1 0 2
3 1 114212 B14 마이크로프로세서공학 및 실험 GRADE 3 2 2
3 2 114219 B15 의용 마이크로컴퓨터 및 실험 GRADE 3 2 2
4 1 000746 B16 임상의공학 GRADE 3 3 0
4 1 114268 B17 의료기기인허가 GRADE 3 3 0
4 1 103405　 - 졸업논문(소) P/F 1 1 0
4 2 000339 B19 현장실습(소) P/F 3 0 6

전공필수 소계 60 51 18

전공

선택

1 1 113946 A4 디지털 공학 및 실험 GRADE 3 2 2
1 1 400670 A20 의공학개론 GRADE 3 3 0
1 1 113008 M 의학용어 GRADE 2 2 0
1 2 114007 B15 회로이론 및 실험 GRADE 3 2 2
1 2 102223 M 인체생리학 GRADE 2 2 0
2 1 114148 B16 레이저의료기기(소) GRADE 3 3 0
2 2 113568 B19 의용전자회로 GRADE 3 3 0
2 2 114217 B20 의용전자회로 실험 GRADE 1 0 2
2 2 114216 B18 생체 신호 및 시스템 GRADE 3 3 0
2 2 400816 통합보건IPE기초 GRADE 2 2 0
3 1 000639 B21 의료기기안전 GRADE 3 3 0
3 1 400282 B37 의료재료와 인허가 GRADE 3 3 0
3 2 114218 B24 의료기기제작실무 GRADE 2 0 4
3 2 000766 B26 통합보건IPE심화 GRADE 2 1 2
3 2 114008 B27 생체시스템모델링 GRADE 3 3 0
3 2 114220 B28 초음파공학(소) GRADE 3 3 0
3 2 000781 B29 디지탈 영상 신호 처리 GRADE 3 3 0
3 2 114213 B30 방사선치료(소) GRADE 3 3 0

3 2 114707 B31 창의적IT의료기기(소)
(창의적 인재육성 교과목) GRADE 2 2 0

4 1 400333 B41 로봇공학 (소) GRADE 3 3 0
4 1 000756 B32 의료정보통신 GRADE 3 3 0
4 1 114221 B33 방사선MR영상(소) GRADE 2 2 0
4 1 400421 B34 캡스톤 디자인(캡) GRADE 3 3 0
4 1 400730 B37 의료기기 실무 영어 GRADE 2 2 0
4 2 400731 B38 병원의료기기 실무이론 GRADE 3 3 0
4 2 000908 B40 의료영상시스템 GRADE 3 3 0

전공선택 소계 68 62 12
교양 1 1 400461 N 인성과 대학생활(소) P/F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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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1 1 114589 M 수학 GRADE 3 3 0
1 1 400590 N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2 400589 M 작문과 화법 GRAED 2 2 0
1 2 000263 A 심폐소생술 P/F 1 1 0
2 2 400462 N 인성과 미래설계(소) P/F 1 1 0
2 2 113060 A 사회봉사(소) P/F 1 0 2

1 1 400621 U
영어읽기와 쓰기 - 기본반

(하위 30% 대상 필수 이수)
GRADE 2 2 0

1 1 400621 U
영어읽기와 쓰기 - 고급반

(상위 10% 대상 필수 이수)
GRADE 2 2 0

1 2 400621 U
영어읽기와 쓰기 - 중급반

(상위 10% 제외 필수 이수)
GRADE 2 2 0

2 1 400591 U
글로벌 

커뮤니케이션Ⅰ(영어회화Ⅰ)
GRADE 2 2 0

2 2 400592 U
글로벌 커뮤니케이션Ⅱ 

(영어회화 Ⅱ)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21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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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미용화장품과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000180 A2 기초헤어 GRADE 2 1 2
1 1 114347 A1 피부생리학 GRADE 3 3 0
1 1 400610 A61 화장품생명과학 GRADE 2 2 0
1 1 400739 화장품이론및실습 GRADE 2 1 2
1 2 400787 이너뷰티학 GRADE 3 3 0
1 2 114349 A5 드라이및아이론실습 GRADE 2 1 2
2 1 000454 A4 기초피부관리 GRADE 3 2 2
2 1 114352 A8 기초퍼머넌트 GRADE 3 2 2
2 1 113929 A9 생체유기화학 GRADE 3 3 0
2 2 114353 A10 전신피부관리 GRADE 3 2 2
2 2 114355 A12 계면화학 GRADE 2 2 0
2 2 114354 A11 기초헤어컬러링 GRADE 2 1 2
2 2 102205 세포생물학 GRADE 3 3 0
3 1 000752 A18 미용색채학 GRADE 3 3 0
3 1 113481 B57 화장품제조학 GRADE 3 2 2
3 1 400788 면역학개론 GRADE 3 3 0
3 2 114370 A26 기능성화장품학 GRADE 3 3 0
3 2 400611 B52 미용화장품융합마케팅 GRADE 3 3 0
3 2 114356 B1 메디컬스킨케어 GRADE 2 1 2
4 1 114351 A7 비만과 체형관리 GRADE 3 3 0
4 1 103405 B7 졸업논문“(소)” P/F 1 1 0
4 2 114043 A62 공중보건및법규 GRADE 3 3 0
4 2 400789 맞춤형병원화장품학및실습 GRADE 3 2 2
4 2 400404 B9 미용화장품실무인턴과정“(소)” P/F 5 0 10

전공필수 소계 65 50 30

전공

선택

1 1 114348 A3 뷰티메이크업 GRADE 2 1 2
1 1 400790 뷰티코스메틱중국어 GRADE 2 2 0
1 1 114364 A19 미용원서강독 GRADE 3 3 0
1 2 114361 A14 기초네일 GRADE 3 2 2
1 2 114092 A16 응용메이크업 GRADE 3 2 2
1 2 114373 B11 근육학 GRADE 2 2 0
1 2 114350 피부약리학 GRADE 3 3 0
1 2 400321 A56 피부미용학 GRADE 2 2 0
2 1 400791 TV와영화분장 GRADE 2 1 2
2 1 000499 A55 한방미용학 GRADE 3 2 2
2 1 114367 A22 네일케어실습 GRADE 3 2 2
2 1 000926 A23 모발과학 GRADE 2 2 0
2 1 400322 A58 코디네이트미학 GRADE 3 3 0
2 1 400323 A59 미용학개론 GRADE 3 3 0
2 2 114369 A25 환타지메이크업 GRADE 3 2 2
2 2 103106 A27 해부생리학 GRADE 2 2 0
2 2 400792 유전분자생물학 GRADE 3 3 0
2 2 114362 A17 화장품성분학 GRADE 3 3 0
3 1 400793 아토피피부염의이해 GRADE 3 3 0
3 1 114372 B10 임상헤어“(소)” GRADE 3 2 2
3 1 400419 B56 화장품융합기기학 GRADE 3 3 0
3 1 114375 B13 경락미용 GRADE 3 3 0
3 1 400326 B48 무대문장 GRADE 3 2 2
3 1 114377 B15 모발및두피관리“(소)” GRADE 2 1 2
3 1 400325 B47 세팅실습“(소)” GRADE 3 2 2
3 2 400324 B46 응용커트실습“(소)” GRADE 2 1 2

3 2 114378 B16 응용피부관리 GRAD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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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14047 B17 화장품미생물학 GRADE 2 2 0
3 2 114384 B26 화장품제조판매학“(소)” GRADE 3 3 0
3 2 114380 B19 복식문화 GRADE 3 3 0
3 2 400794 화장품조제관리학 GRADE 2 1 2
3 2 400795 특수분장실습 GRADE 3 2 2
3 2 400796 헤어스타일링 GRADE 2 1 2
4 1 114376 B14 미용문화사 GRADE 3 3 0
4 1 400320 B45 미용림프마사지 GRADE 3 2 2
4 1 114048 B24 병원코디네이션“(소)” GRADE 3 3 0
4 1 113472 B23 아로마테라피 GRADE 2 2 0
4 1 400421 B51 캡스톤디자인“(캡)” GRADE 3 3 0
4 1 000923 A57 발관리학 GRADE 3 3 0
4 1 114050 B8 문제성피부관리 GRADE 3 3 0
4 2 114371 A28 일러스트레이션실습 GRADE 3 2 2
4 2 114383 B25 미용세미나“(소)” GRADE 3 3 0
4 2 114385 B27 에스테틱살롱트리트먼트“(소)” GRADE 3 2 2
4 2 400328 B50 응용업스타일 GRADE 3 2 2
4 2 000674 B53 포트폴리오“(소)” GRADE 3 3 0

전공선택 소계 122 103 38

교양

필수

1 1 400461 N 인성과대학생활“(소)“ P/F 1 1 0
1 1 400590 N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1/2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 GRADE 2 2 0
1 2 400589 U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2 113295 N 화학 GRADE 3 3 0
2 1 113060 A 사회봉사“(소)” P/F 1 0 2
2 1 400591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U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2 2 000263 A 심폐소생술 P/F 1 1 0
2 2 400462 N 인성과미래설계“(소)” P/F 1 1 0

핵심교양

1영역(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교양필수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2영역(역사와 철학)
3영역(사회와 경제)
4영역(과학과 자연)
5영역(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7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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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의료경영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000244 A1 보건행정학 GRADE 3 3 0
1 1 000021 A2 해부생리학 GRADE 3 3 0
1 2 112244 A3 병리학 GRADE 3 3 0
1 2 103104 A4 병원경영학I GRADE 3 3 0
1 2 103105 A5 의학용어I GRADE 3 3 0
2 1 000269 A6 병원회계 GRADE 3 3 0
2 1 400801 A7 보건의료정보관리학 GRADE 3 3 0
2 1 103113 B1 병원경영학II GRADE 3 3 0
2 1 113820 B5 병원전산학 GRADE 3 3 0
2 2 400802 B2 의료정보기술 GRADE 3 3 0
2 2 000336 B3 병원재무관리학 GRADE 3 3 0
2 2 000116 B4 병원인적자원관리 GRADE 3 3 0
3 1 400803 B6 보건의료조직관리 GRADE 3 3 0
3 1 000028 B7 원무관리 GRADE 3 3 0
3 1 113351 B8 병원기획 및 전략경영 GRADE 3 3 0
3 2 113054 B9 보험과 손해사정 GRADE 3 3 0
3 2 000302 B10 보건경제학 GRADE 3 3 0
3 2 000271 B11 병원마케팅 GRADE 3 3 0
4 1 000381 B12 병원전산통계분석 GRADE 3 3 0
4 1 000503 B13 현장실습(소) P/NP 2 0 6
4 2 000415 B14 의료관계법규 GRADE 3 3 0
4 2 113355 B15 병원경영연구 GRADE 3 3 0
4 2 114228 B16 졸업종합시험 P/NP

전공필수 소계 65 63 6

전공

선택

1 1 103108 A8 사회보장론 GRADE 3 3 0
1 2 114241 A9 의료산업론 GRADE 3 3 0
1 2 400805 A10 보건의료통계학 GRADE 3 3 0
2 1 103114 B17 의학용어II GRADE 3 3 0
2 1 000307 A11 보건사회학 GRADE 3 3 0
2 1 114242 B18 질병분류 및 의료행위분류I GRADE 2 1 2
2 2 114243 B19 질병분류 및 의료행위분류II GRADE 2 1 2
2 2 400806 B20 의료의질관리 GRADE 3 3 0
3 1 400807 B21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GRADE 2 0 4
3 1 000193 B22 암등록 GRADE 3 3 0
3 1 400808 B23 건강정보보호 GRADE 3 3 0
3 2 400809 B24 보건의료데이터관리 GRADE 3 3 0
3 2 400810 B25 건강보험이론 및 실무 GRADE 3 2 2
3 2 400800 B26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GRADE 2 1 2
3 2 400455　 B27 바이오헬스케어플래닝 GRADE 3 3 0
4 1 400454 B28 의료관광행정론 GRADE 3 3 0
4 1 400811 B29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GRADE 2 0 4
4 1 114661 B30 글로벌헬스케어산업론(소) GRADE 3 3 0
4 1 103207 B31 공중보건학 GRADE 3 3 0
4 1 400421　 B32 캡스톤디자인(캡) GRADE 3 3 0
4 2 400574　 B33 헬스케어서비스디자인 GRADE 3 3 0
4 2 114346 B34 의무기록정보관리특수과제 GRADE 3 3 0
4 2 400456 B35 바이오헬스케어의사결정론 GRADE 3 3 0

전공선택 소계 64 56 16

교양

필수

1 1 400461　 A 인성과대학생활(소) P/NP 1 1 0
1 1 400590 M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1 400621 N 영어읽기와쓰기(고급반 대상) GRADE 2 2 0

1 1 400621 N 영어읽기와쓰기(기본반 대상) GRADE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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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00621 N 영어읽기와쓰기(중급반 대상) GRADE 2 2 0
1 2 400589 N 작문과화법 GRADE 2 2 0
2 1 400591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1 000263 A 심폐소생술 P/NP 1 1 0
2 2 113060 A 사회봉사(소) P/NP 1 0 2
2 2 400462 A 인성과미래설계(소) P/NP 1 1 0
2 2 400592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8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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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

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400547 A1 시각디자인론 GRADE 2 2 0
1 1 113093 A2 P.R.론 GRADE 3 3 0
1 1 400765 A3 디자인표현 GRADE 2 1 2
1 1 000375 A4 컴퓨터그래픽스 I GRADE 2 1 2
1 2 400757 A5 기초디자인 I GRADE 3 3 0
1 2 113320 A6 위기관리PR론 GRADE 3 3 0
2 1 400758 A7 기초디자인 II GRADE 3 2 2
2 1 000624 A8 타이포그래피 I GRADE 2 1 2
2 1 113360 A9 PR매체론 GRADE 3 3 0
2 2 000634 A10 타이포그래피 II GRADE 2 1 2
2 2 113369 A11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론 GRADE 3 3 0
2 2 400773 A12 크리에이티브와 매체 GRADE 3 3 0
3 1 400759 B1 디자인 프로젝트 I GRADE 2 1 2
3 1 113108 B2 광고커뮤니케이션제작 I GRADE 3 2 2
3 1 400614 B3 디지털비주얼디자인 I GRADE 3 2 2
3 1 113321 B4 이미지론 GRADE 3 3 0
3 2 113113 B5 광고커뮤니케이션제작 II GRADE 3 2 2
3 2 400615 B6 디지털비주얼디자인 II GRADE 3 2 2
4 1 400771 B7 웰빙 패키지 실습 I GRADE 3 2 2
4 1 400767 B8 브랜드 디자인 I GRADE 3 2 2
4 1 113362 B9 PR기획실습 GRADE 2 1 2
4 2 400768 B10 브랜드 디자인 II GRADE 3 2 2
4 2 113364 B11 광고 PR조사론 GRADE 3 3 0
4 2 400549 B12 포트폴리오제작 P/F 2 1 2
4 2 114236 B13 졸업작품 GRADE 1 0 2

전공필수 소계 65 49 32

전공

선택

1 1 000064 A13 서양미술사 GRADE 2 2 0
1 1 400550 A14 크리에이티브 발상 GRADE 3 3 0
1 1 000841 A15 디자인과 색채 GRADE 2 1 2
1 2 000502 A16 디지털드로잉 GRADE 2 1 2
1 2 000414 A17 컴퓨터그래픽스 II P/F 2 1 2
1 2 400551 A18 환경디자인론 GRADE 3 3 0
2 1 400769 A19 영상디자인 I GRADE 2 1 2
2 1 113100 A20 크리에이티브 전략 GRADE 3 3 0
2 2 400617 A21 디지털그래픽 GRADE 2 1 2
2 2 400619 A22 스토리텔링 GRADE 3 3 0
2 2 400770 A23 영상디자인 II GRADE 2 1 2
3 1 113111 B14 유니버셜 디자인 GRADE 2 1 2
3 2 113361 B15 헬스커뮤니케이션 GRADE 3 3 0
3 2 113109 B16 프로모션디자인 I GRADE 2 1 2
3 2 400553 B17 편집디자인 I GRADE 2 1 2
3 2 400760 B18 디자인 프로젝트 II GRADE 3 2 2
4 1 400756 B19 광고디자인 GRADE 3 2 2
4 1 400554 B20 편집디자인 II GRADE 2 1 2
4 1 113466 B21 헬스 커뮤니케이션 산업론 GRADE 3 3 0
4 1 400421 B22 캡스톤 디자인 (캡) GRADE 3 3 0
4 2 400772 B23 웰빙 패키지 실습 II GRADE 3 2 2

전공선택 소계 52 39 26

교양

2 1 113060 A 사회봉사(소) P/F 1 0 2
2 2 000263 A 심폐소생술 P/F 1 1 0
1 1 400461 A 인성과대학생활(소) P/F 1 1 0

2 2 400462 A 인성과미래설계(소) P/F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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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1 2 400589 N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1 400621 N 영어읽기와쓰기(기본, 고급) GRADE 2 2 0
1 2 400621 N 영어읽기와쓰기(중급) GRADE 2 2 0
2 1 400591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1 1 400590 M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6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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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400520 A1 스포츠아웃도어이해 GRADE 3 3 0
1 1 102224 A2 인체해부학 GRADE 3 3 0
1 1 400523 A5 하계아웃도어스포츠I GRADE 2 1 2
1 1 114263 A6 수상스포츠I GRADE 2 1 2
1 1 114205 A7 스포츠사회학 GRADE 3 3 0
1 2 400521 A8 산악스포츠I GRADE 2 1 2
1 2 400525 A9 동계아웃도어스포츠I GRADE 2 1 2
1 2 114400 A10 운동생리학 GRADE 3 3 0
1 2 114676 A11 스포츠교육학 GRADE 3 3 0
2 1 400531 A12 스포츠아웃도어경영론 GRADE 3 3 0
2 1 114188 A13 트레이닝방법론 GRADE 3 3 0
2 1 114312 A14 수상스포츠II GRADE 2 1 2
2 1 400524 A15 하계아웃도어스포츠II GRADE 2 1 2
2 1 114595 A16 스포츠심리학 GRADE 3 3 0
2 2 114186 A17 스포츠아웃도어마케팅 GRADE 3 3 0
2 2 114176 A18 운동역학 GRADE 3 3 0
2 2 400522 B1  산악스포츠II GRADE 2 1 2
2 2 400526 A19 동계아웃도어스포츠II GRADE 2 1 2
3 1 114575 A20 스포츠클라이밍 GRADE 2 1 2
3 1 400532 A21 스포츠아웃도어시설론 GRADE 3 3 0
3 2 114194 B2 운동처방 GRADE 3 3 0
4 1 400534 A22 스포츠아웃도어이벤트론 GRADE 3 3 0
4 2 400518 B3 스포츠아웃도어코칭론 GRADE 3 3 0
4 2 400529 B4 스포츠아웃도어인턴십 P/NP 2 0 4
4 2 졸업종합시험 P/F

전공필수 소계 62 51 22

전공

선택

1 1 400530 A3 스포츠아웃도어산업론 GRADE 3 3 0
1 2 400537 B5 글로벌스포츠아웃도어리더십 GRADE 3 3 0
1 2 114167 B6 운동과영양(소) GRADE 3 3 0
1 2 400540 B7 스포츠아웃도어문화의이해 GRADE 3 3 0
2 1 114174 A23 레저학개론 GRADE 3 3 0
2 1 400517 A4 아웃도어안전및응급처치 GRADE 3 3 0

2 2 400538 B8
글로벌스포츠아웃도어환경의이

해
GRADE 3 3 0

2 2 114598 A24 운동측정평가 GRADE 3 3 0
3 1 400516 B9 스포츠의생물학적이해 GRADE 2 2 0

3 1 400535 B10
스포츠아웃도어서비스경영론(소

)
GRADE 3 3 0

3 1 400539 B11 스포츠아웃도어경제론 GRADE 3 3 0
3 1 400527 B12 하계아웃도어스포츠실습 GRADE 2 1 2
3 1 114678 B13 스포츠상해및재활(소) GRADE 3 3 0
3 1 113599 B14 스킨스쿠버(소) GRADE 2 1 2
3 2 400533 B15 스포츠아웃도어미디어론(소) GRADE 3 3 0
3 2 400514 B16 운동치료법(소) GRADE 3 3 0
3 2 400542 B17 바이오산업과스포츠 GRADE 3 3 0
3 2 400536 B18 스포츠관광상품기획론(소) GRADE 3 3 0
3 2 400528 B19 동계아웃도어스포츠실습 GRADE 2 1 2
3 2 114708 B20 아동과스포츠웰빙 GRADE 2 2 0
4 1 400519 B21 유아및노인스포츠 GRADE 3 3 0
4 1 400513 B22 운동생화학(소) GRADE 3 3 0
4 1 400421 B23 캡스톤디자인(캡)(소) GRADE 3 3 0

4 2 400515 B24 스포츠와생체신호 GRAD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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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00541 B25 바이오아웃도어상품론 GRADE 3 3 0
전공선택 소계 70 67 6

교양

필수

1 1 400461 A 인성과대학생활(소) P/F 1 1 0
2 2 400462 A 인성과미래설계(소) P/F 1 1 0
2 2 113060 A 사회봉사 P/F 1 0 2
2 2 000263 A 심폐소생술 P/F 1 1 0
1 2 400589 N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1/2 400621 N 영어읽기와쓰기 GRADE 2 2 0
2 1 400591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1 1 400590 M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4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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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장례지도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

가
학점-이론시수-실습시수

전공

필수

1 1 000009 A 장례학개론 GRADE 3 3 0
1 1 000031 A 생사학 GRADE 3 3 0
1 1 103207 A 공중보건학 GRADE 3 3 0
1 2 000262 B 장사법규 GRADE 3 3 0
1 2 000764 A 한국민속학 GRADE 3 3 0
1 2 113008 A 의학용어 GRADE 2 2 0
2 1 113068 A 상장례학 GRADE 3 3 0
2 1 000778 B 장사행정학 GRADE 3 3 0
2 1 000813 A 사회복지개론 GRADE 3 3 0
2 2 000384 A 염습실습 P/F 2 0 4
2 2 000095 A 장례경영학 GRADE 3 3 0
2 2 000108 A 보건통계학 GRADE 3 3 0
2 2 400559 B 현대장례와 종교의례 GRADE 3 3 0
3 1 113332 B 제의례학 GRADE 3 3 0
3 2 000851 B 장례세미나 P/F 3 3 0
3 2 400560 B 장례상담학 이론 및 실습 GRADE 3 2 2
4 1 400627 B 장법론 GRADE 3 3 0
4 1 000858 B 호스피스 GRADE 3 3 0
4 2 000156 B 장례 심리학 GRADE 3 3 0
4 2 000842 B 장례서비스 현장실습 P/F 3 0 6
4 2 103405 B 졸업논문 P/F 1 0 2

전공필수 소계 59 52 14

전공

선택

3 1 113934 B 해부생리학 이론 및 실습 GRADE 3 2 2
3 1 000046 A 장례사회학 GRADE 3 3 0
3 1 000656 B 시신위생처리학 GRADE 3 3 0
3 1 000960 B 장사시설관리론 GRADE 3 3 0
3 1 000572 A 장례기획론 GRADE 3 3 0
3 1 000483 A 서예 GRADE 2 0 4
3 1 000192 B 사회복지실천론 GRADE 3 3 0
3 1 000842 A 장례서비스산업론 GRADE 3 3 0
3 2 112244 B 병리학 GRADE 3 3 0
2 2 000834 B 장사제도론 GRADE 3 3 0
3 2 113221 B 장사시설 운영 및 실습 GRADE 3 1 2
3 2 000671 B 시신위생처리학 실습 GRADE 1 0 2
3 2 000738 B 회복기술학이론 및 실습 GRADE 3 2 2
3 2 000751 B 사체화학 GRADE 2 2 0
3 2 000817 B 전염병 관리학 GRADE 3 3 0
3 2 400562 B 행정론 GRADE 3 3 0
4 1 000830 B 집단사망자관리 GRADE 3 3 0
4 1 000545 B 분장학이론 및 실습 GRADE 3 2 2
4 1 4000561 A 염습실습2 P/F 2 0 4
4 1 400563 B 행정법론 GRADE 3 3 0
4 1 000805 A 대화방법론 GRADE 3 3 0
4 1 400421 B 캡스톤디자인 GRADE 3 3 0
4 1 000232 B 노인복지론 GRADE 3 3 0
4 2 110016 B 법의학이론 및 실습 GRADE 2 1 2
4 2 400565 B 접견장례의식 GRADE 3 3 0
4 2 400566 A 경영분석론 GRADE 3 3 0
4 2 400567 A 상조기업운영분석 GRADE 3 3 0

전공선택 소계 75 64 20

교양

필수

1 1 400461 N 인성과 대학생활 P/F 1 1 0

1 1 400590 M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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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00621 A 영어읽기와쓰기(기본,고급) GRADE 2 2 0
1 2 400621 A 영어읽기와쓰기(중급) GRADE 2 2 0
2 1 400591 A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A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2 1 112108 A 생물학 GRADE 3 3 0
2 2 113060 A 사회봉사 P/F 1 0 2
2 2 400462 A 인성과 미래설계 P/F 1 1 0
2 2 000263 A 심폐소생술 P/F 1 1 0
1 2 400589 A 작문과화법 GRADE 2 2 0

영역 내 과목 중

자율선택수강
H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9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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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중독재활복지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113025 A1 중독학개론 GRADE 3 3 0
1 1 000187 B9 사회복지개론 GRADE 3 3 0
1 2 102123 C1 심리학개론 GRADE 3 3 0
1 2 113077 A2 중독예방론 GRADE 3 3 0
1 2 000213 B10 지역사회복지론 GRADE 3 3 0
1 2 000206 B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GRADE 3 3 0
2 1 000192 B7 사회복지실천론 GRADE 3 3 0
2 1 113075 A5 정신병리학 GRADE 3 3 0
2 2 000274 B1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GRADE 3 3 0
2 2 113072 A4 신경생물학 GRADE 3 3 0
2 2 000218 B2 사회복지조사론 GRADE 3 3 0
3 1 000235 B12 사회복지행정론 GRADE 3 3 0
3 1 000290 B3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GRADE 3 3 0
3 2 113079 A7 행위중독 GRADE 3 3 0
3 2 000531 B13 사회복지현장실습(소) P/N 3 0 6
4 1 113073 A8 인지행동치료 GRADE 3 3 0
4 1 400762 A9 물질중독론 GRADE 3 3 0
4 1 113081 A10 중독재활현장실습(소) P/N 2 0 6
4 2 000280 B14 사회복지정책론 GRADE 3 3 0
4 2 113083 B15 사회복지법제론 GRADE 3 3 0
4 2 113405 D3 졸업논문(소) P/N 1 1 0

전공필수 소계 60 55 12

전공

선택

1 1 113943 B8 자원봉사론 GRADE 3 3 0
1 1 000328 A6 정신건강론 GRADE 3 3 0
1 2 113495 C4 상담이론과 실제 GRADE 3 3 0
1 2 400761 A3 중독 약물학 GRADE 2 2 0
2 1 000251 B4 장애인복지론(소) GRADE 3 3 0
2 1 000341 B16 사회보장론 GRADE 3 3 0
2 1 113071 A11 동기강화상담 GRADE 2 2 0
2 2 000256 B5 정신보건사회복지론 GRADE 3 3 0
2 2 113037 C2 집단상담(소) GRADE 3 3 0
3 1 000295 B17 사회복지지도감독론 GRADE 3 3 0
3 1 000246 B18 아동복지론(소) GRADE 3 3 0
3 1 113074 A14 심리평가(소) GRADE 3 3 0
3 1 114249 C5 청소년상담 GRADE 3 3 0
3 1 000396 B19 의료사회사업론(소) GRADE 3 3 0
3 2 113076 B6 사례관리(소) GRADE 3 3 0
3 2 000232 B21 노인복지론 GRADE 3 3 0
3 2 113086 B23 사회복지윤리와철학(소) GRADE 3 3 0
3 2 400763 C3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GRADE 3 3 0
3 2 114708 D4 아동과 스포츠 웰빙(소) GRADE 2 2 0
3 2 400460 D1 ASP 융합개론 P/N 2 2 0
4 1 114655 A12 재활과 재발예방 GRADE 2 2 0
4 1 114252 A15 중독상담실무 GRADE 2 2 0
4 1 400421 D2 캡스톤디자인(캡) GRADE 3 3 0
4 1 000494 B22 사회복지자료분석 GRADE 3 3 0
4 2 400379 A13 중독재활세미나(소) GRADE 2 2 0
4 2 114253 B20 학교사회복지론 GRADE 3 3 0

전공선택 소계 71 71 0

교양

필수

1 1 400590 M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 GRADE 2 2 0

1 1 400461 A 인성과 대학생활(소) P/N 1 1 0

1 1 400621 N 영어읽기와 쓰기 GRADE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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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00621 N 영어읽기와 쓰기 GRADE 2 2 0

1 2 400589 N 작문과 화법 GRADE 2 2 0
2 1 113060 A 사회봉사(소) P/N 1 0 2
2 1 000263 A 심폐소생술 P/N 1 1 0
2 1 400591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1(소) GRADE 2 2 0
2 2 400462 A 인성과 미래설계(소) P/N 1 1 0
2 2 400592 N 글로벌커뮤니케이션2(소)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6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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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유아교육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000092 A2 유아교육론 GRADE 3 3 0
1 1 400437 A4 영유아발달 GRADE 3 3 0
1 1 000590 B8 유아미술교육 GRADE 3 3 0
1 2 000122 A1 논리및논술 GRADE 2 2 0
1 2 000597 B11 유아동작교육 GRADE 3 3 0
2 1 400436 B2 아동상담론 GRADE 3 3 0
3 2 400445 B7 언어지도 GRADE 3 3 0
2 2 000299 A3 유아교육과정 GRADE 3 3 0
2 2 000733 B15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GRADE 3 3 0
2 2 000677 A7 유아관찰및실습 GRADE 3 2 2
3 1 400432 B1 보육교사론 GRADE 3 3 0
3 1 000330 B9 유아수학교육 GRADE 3 3 0
3 1 400435 B10 아동과학지도 GRADE 3 3 0
3 1 000389 B12 유아음악교육 GRADE 3 3 0
3 2 000428 B6 놀이지도 GRADE 3 3 0
3 2 000416 B13 유아사회교육 GRADE 3 3 0
3 2 400434 B3 영유아교수방법론 GRADE 3 3 0
4 1 000561 B14 아동관찰및행동연구 GRADE 3 3 0
4 1 400433 A5 아동안전관리 GRADE 3 3 0
4 2 400440 B5 부모교육론 GRADE 3 3 0
4 2 112326 B16 교과교육론 GRADE 3 3 0
4 2 000575 B17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GRADE 3 3 0
4 2 졸업종합시험 P/F 0 0 0

전공필수 소계 65 64 2

전공

선택

1 1 000612 A8 기악1(소) GRADE 2 0 4
1 2 000623 A9 기악2(소) GRADE 2 0 4
1 2 000038 A11 예술치료개론 GRADE 2 2 0
1 2 114245 A14 다문화의이해교육(소) GRADE 2 2 0
2 1 000665 A10 유아국악교육(소) GRADE 3 3 0
2 1 400438 B18 아동문학교육(소) GRADE 3 3 0
2 1 000701 A12 음악치료이론과 실제(소) GRADE 2 2 0
2 2 114419 B19 아동음악(소) GRADE 3 3 0
3 1 000722 B20 아동및청소년음악치료(소) GRADE 2 2 0
3 1 400441 A15 바이오생태교육 GRADE 2 2 0
2 1 400439 A6 아동권리와복지 GRADE 3 3 0
3 2 114708 B24 아동과스포츠웰빙(소) GRADE 2 2 0
4 1 000206 B33 인간행동과사회환경(소) GRADE 3 3 0
4 2 000760 B22 음악치료기법연구(소) GRADE 2 2 0
4 1 112433 B4 보육실습(소) GRADE 3 0 6
4 1 400421 B34 캡스톤디자인(캡) GRADE 3 3 0
4 2 000328 A20 정신건강론 GRADE 3 3 0

전공선택 소계 42 35 14

교직

1 1 400442 A17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GRADE 2 2 0
2 1 112229 A16 교육학개론 GRADE 2 2 0
2 1 000637 B25 교육심리 GRADE 2 2 0
2 2 000557 B26 교육철학및교육사 GRADE 2 2 0
2 2 112247 B27 교육사회 GRADE 2 2 0
3 1 000829 B28 교육과정 GRADE 2 2 0
3 1 000868 B29 교육방법및교육공학 GRADE 2 2 0
3 2 000824 B30 교육평가 GRADE 2 2 0
3 2 114009 A18 특수교육학개론 GRADE 2 2 0

4 1 113451 B31 교직실무 GRADE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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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000855 A19 교육봉사활동(소) P/F 2 0 4
4 2 000899 B32 교육실습(소) GRADE 2 0 4

교직 소계 24 20 8

교양

필수

1 1 400461
A

인성과 대학생활 (소) P/F 1 1 0
2 2 400462 인성과 미래설계 (소) P/F 1 1 0
2 2 000263 심폐소생술 P/F 1 1 0
1 1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기본/고급) GRADE 2 2 0
1 2 400621 영어읽기와쓰기(중급) GRADE 2 2 0
2 1 400591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1 1 400589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2 400590 N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5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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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과정표

학과명 :  아동학과                                                                   성남캠퍼스

과정

구분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수준 교과목명

성적

평가
학점

이론

시수

실습

시수

전공

필수

1 1 400437 A1 영유아발달 GRADE 3 3 0
1 1 000386 A2 보육학개론 GRADE 3 3 0
1 1 000328 A3 정신건강론 GRADE 3 3 0
1 1 000187 A4 사회복지개론 GRADE 3 3 0
1 2 000379 A5 아동미술 GRADE 3 3 0
1 2 400628　 A6 아동동작 GRADE 3 3 0
1 2 000206 A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GRADE 3 3 0
2 1 400436 A8 아동상담론 GRADE 3 3 0
2 1 400445 B1 언어지도 GRADE 3 3 0
2 2 000422 B2 보육과정 GRADE 3 3 0
3 1 400439 A9 아동권리와 복지 GRADE 3 3 0
3 1 400432 B3 보육교사론 GRADE 3 3 0
3 1 400629　 B4 아동수학지도 GRADE 3 3 0
3 1 400435 B5 아동과학지도 GRADE 3 3 0
3 1 114419 B6 아동음악 GRADE 3 3 0
3 2 000428 B7 놀이지도 GRADE 3 3 0
3 2 400434 B8 영유아교수방법론 GRADE 3 3 0
4 1 000561 B9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GRADE 3 3 0
4 1 400433 A10 아동안전관리 GRADE 3 3 0
4 1 400630　 B10 어린이집 운영관리 GRADE 3 3 0
4 2 400440 B11 부모교육론 GRADE 3 3 0
4 2 졸업시험 P/F 0 0 0

전공필수 소계 63 63 0

전공

선택

1 1 000612 A11-1 기악 1 GRADE 2 0 4
1 2 000623 A11-2 기악 2 GRADE 2 0 4
1 2 000038 A12 예술치료개론 GRADE 2 2 0
1 2 114009 A13 특수교육학개론 GRADE 3 3 0
1 2 000213 B12 지역사회복지론 GRADE 3 3 0
2 1 400631 B13 아동국악 GRADE 3 3 0
2 1 400632 B14 학습장애아교육 GRADE 3 3 0
2 1 000192 B15 사회복지실천론 GRADE 3 3 0
2 2 400633 B16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GRADE 2 2 0
2 2 400634 B17 정서장애아교육 GRADE 3 3 0
2 2 000218 B18 사회복지조사론 GRADE 3 3 0
2 2 000274 B19 사회복지실천기술론 GRADE 3 3 0
3 1 000235 B20 사회복지행정론 GRADE 3 3 0
3 1 000290 B21 프로그램개발과평가 GRADE 3 3 0
3 2 000743 B22 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 GRADE 2 2 0
3 2 400635　 B23 개별화 교육계획 GRADE 3 3 0
3 2 400636　 B24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GRADE 3 3 0
3 2 000224 B25 가족복지론 GRADE 3 3 0
4 1 112433 B26 보육실습 GRADE 3 0 6
4 1 400637 B27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GRADE 3 3 0
4 1 400421 B28 캡스톤디자인(캡) GRADE 3 3 0
4 2 400638 B29 장애아 보육실습 GRADE 3 0 6
4 2 000531 B30 사회복지 현장실습 GRADE 3 0 6
4 2 000784 B31 미술치료기법연구 GRADE 2 2 0
4 2 114244 B32 놀이치료 GRADE 2 2 0
4 2 400639 B33 모래놀이치료 GRADE 2 2 0
4 2 000280 B34 사회복지정책론 GRADE 3 3 0
4 2 113083 B35 사회복지법제론 GRADE 3 3 0

전공선택 소계 76 6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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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필수

1 1 400461

A

인성과 대학생활 (소) P/F 1 1 0
2 2 400462 인성과 미래설계 (소) P/F 1 1 0
2 1 113060 사회봉사 P/F 1 0 2
2 2 000263 심폐소생술 P/F 1 1 0
1 1 400621

U

영어읽기와쓰기(기본/고급) GRADE 2 2 0
1 2 400621 영어읽기와쓰기(중급) GRADE 2 2 0
2 1 400591 글로벌커뮤니케이션1 GRADE 2 2 0
2 2 400592 글로벌커뮤니케이션2 GRADE 2 2 0
1 1 400589 작문과화법 GRADE 2 2 0
1 2 400590 N 소프트웨어와컴퓨팅사고 GRADE 2 2 0

핵심교양

언어와 문학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자율선택수강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과학과 자연
예술과 문화

교양필수 소계 16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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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학과사무실 교내전화번호

 대표전화 : 1899-0001         FAX : 031-740-7195        국번 : 031-740-내선번호

단과대학명 학과명 학과사무실 내선번호 비고

간호대학 간호학과 뉴밀레니엄센터 403-2호 7237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범석관 B144호 7268

안경광학과 범석관 102호 7242

응급구조학과 범석관 B169호 7236

방사선학과 범석관 B158호 7245

치위생학과 범석관 201호 7247

물리치료학과 범석관 301호 7244

바이오

융합대학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부

식품영양학과 박애관 208호 7266

식품산업외식학과 박애관 209호 7271

보건환경안전학과 지천관 B134호 7230

의료IT학과 박애관 505호 7435

의료공학과 박애관 410호 7239

미용화장품과학과 박애관 222호 7243

보건복지

융합학부

의료경영학과 박애관 211호 7235

의료홍보디자인학과 박애관 506호 7238

스포츠아웃도어학과 박애관 508호 7240

장례지도학과 박애관 616호 7133

유아교육학과 창의관 605호 7344

중독재활복지학과 박애관 318호 7387

종합서비스센터 본관 102호 7300

교양학부 을지관 201호 7515

교무지원팀 본관 102호 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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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절차안내 
신(편) 입생 학생증 발급방법  
   
* 발급방법  
   1. 신청시기 : 2019.03.06. ~ 03.20. 을지대학교(출)장소 교내지점에서 신청  
   2.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신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접속하여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신청 후 은행 방문하여 처리  
   3. 발급기간 : 은행 방문 후 약 4주정도 소요 (4~5월 중순 이후 교부예정)   
   4. 교부기간 및 장소 :  4~5월경 소속 학과사무실 에서 교부 
   
* 발급절차  
   1. 학교홈페이지 또는 신한은행 홈페이지 접속 하여 예약신청  
   2. 신한은행 홈페이지 에서 신청방법 
     우측상단(금융서비스)기타서비스 → 인터넷예약서비스 클릭 → 서비스 신청바로가기 클릭  
   3. 금융신청관련 필수정보내역입력  ( 화면에서 진행 하는데로 접수진행)  
   4. 본인이 신청한 정보 조회 및 수정은  은행 접수 처리 전 수정 가능  
   5. 반드시 인터넷 접수 후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 방문하셔야  
       발급진행가능하오니 꼭 주의하세요  
   6. 인터넷 신청 후  방문점포(신분증 필수)    
      성남캠퍼스 :  을지대학교 (출)장소 지점  
      대전캠퍼스 :  대전지점 또는 을지대학병원 출장소 지점  
   7. 방문하여 신청내용 확인 및 학생증겸용 체크카드비밀번호 입력하여 발급신청 후 통장수령  
   8.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신청 완료    
   

  * 학생증용 반명함사진(3*4) 1매 및 파일( jpg)을 은행 방문전에 소속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제출 / 파일명 : 학번.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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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별 방문일자에 내점 당부.  
 방문하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발급 예약하셔야 발급진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일정 학과 일정 학과 

2019. 3. 6(수) 물리치료학과 2019. 3. 14(목) 
미용화장품과학과, 

유아교육학과 

2019. 3. 7(목) 치위생학과, 안경광학과 2019. 3. 15(금) 
의료 IT 학과, 

방사선학과 

2019. 3. 8(금) 임상병리학과 2019. 3. 18(월) 
장례지도학과,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아동학과 

2019. 3. 11(월) 간호학과 2019. 3. 19(화) 
식품영양학과,  

의료홍보디자인학과 

2019. 3. 12(화) 
응급구조학과,  

의료경영학과 
2019. 3. 20(수) 

식품산업외식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  

2019. 3. 13(수)  
중독재활복지학과, 

의료경영학과 

* 학과별 은행방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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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체크카드 인터넷예약신청진행방법 

      신한 은행 홈페이지 (http://www.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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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유 

    가.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의거)에 따라 학생증체크카드  

        인터넷 예약 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수집 불가 

    나. 주민번호 대신 예약자 본인 확인을 위한 대체수단(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뒤 4자리)) 마련 및 

        시스템 변경 

 

2. 일정 

    가. 2014. 7. 15 :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 및 대응개발방안 수립 

    나. 2014. 7. 17 : 학생증체크카드 취급영업점 대상 관련 안내 

    다. 2014. 7. 17 ~ 8. 18 : 전산개발 

    라. 2014. 8. 1 ~ 8.17 : 인터넷 예약 서비스 일시 중단 

    라. 2014. 8. 19 : 인터넷 예약서비스 Open  

학생증체크카드 인터넷예약신청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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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체크카드 인터넷예약신청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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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기존 : 정보제공 관련 안내 

변경 : 정보제공 관련 동의 요청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음) 

학생증 체크카드 인터넷예약 프로세스 변경 안내 : 인터넷 예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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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기존 : 주민번호 입력 

변경 :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뒤 4자리) 

         입력 

※ 사진 업로드 하는 학교는 학번입력 추가 

학생증 체크카드 인터넷예약 프로세스 변경 안내 : 인터넷 예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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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변경사항 없음 

학생증 체크카드 인터넷예약 프로세스 변경 안내 : 인터넷 예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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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설명 

기존 : SMS 관련 내용 없었음 

변경 : SMS유료서비스 신청여부 및 SMS 

        내에 잔액표시여부 선택 받도록  

        수정 

※ 통합단말 8001 화면-’SMS구분’ 항목에 

    학생 예약정보 자동 Setting 

※ E-MAIL(보안,영문,일반) 선택시, SMS 서비스 무료 

학생증 체크카드 인터넷예약 프로세스 변경 안내 : 인터넷 예약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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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후배간 악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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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후배간 악습이란 
- 대학 선·후배간 얼차려  및  구타 행위 / 음주강요 

- 욕설, 인신공격, 외모비하 등 언어적 가해행위 

- 언어적, 신체적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해행위 

- 동아리가입  및  회비납부 강요 

-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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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고 
- 학생집단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은 

  학생지원팀으로 신고 접수 

- 본관 1층 학생지원팀 031) 740-7154 

※ 가해 학생은 징계 처리 / 경찰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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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중캠페인 2016년 연중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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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회조사결과(통계청), 2014 장애인 실태조사(복지부) 

대한민국 전체 인구대비 4.8%(249만명)가 장애인 249만명의 장애인 중 88.9%가 후천성 장애인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1/7가구에 장애인 거주 

| 249만명 4.8 % 

7가구 중 1가구 

88.9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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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66.8% 

65.8% 47.2 % 

* 2번째로 많은 응답 

* 2015 사회조사결과(통계청), 2014 장애인 실태조사(복지부)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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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실습기구 취급요령

유리관에고무마개삽입시사고유형

유리기구안전수칙

유리기구를사용하기전깨지거나금이간곳이없는지꼭확인하고사용한다. 

실험에 사용할 화합물이 유리와 반응하는지 항상 염두하고 실험한다. 예를 들면, HF,

NaOH 등은유리와반응한다. 

오븐등에서말린유리기구는뜨겁기때문에가죽장갑등을착용하고만진다.

유리기구를세척할때는씻기전에금이가거나깨졌는지확인하고, 세척시적당한솔을사

용하며너무무리한힘을가하지말아야한다.

진공을가하는유리기구는보통유리와달리두꺼운진공용유리를사용한다.

고온으로가열한후차가운실험대위에올려놓으면유리가깨져내용물이흘러나오므로주

의한다.

깨진유리는절대맨손으로만지지말고, 장갑을끼고만져야한다. 

유리관을호스나고무마개등에끼울때는다음사항에유의하여야한다.

–고무마개, 고무관의지름과유리봉의지름이서로잘맞는지확인한다. 

–유리를물이나글리세롤등으로윤활한다.

–두꺼운장갑을끼고천천히돌려가며조심스럽게끼운다.

–너무무리한힘을가하지말아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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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전유리기구점검모습유리관에고무마개삽입시올바른자세

먼저 이물질이나 유리에 주의하여 멸균된 거즈나 깨끗한

천등으로두툼하게접어서상처부위전체를덮도록댄다

음에손바닥으로세게지속적으로압박한다.

TIP 출혈에따른지혈방법(압박법)

만약피가천밖까지스며나오면천을떼고다시하려하

지말고, 그위에새로운거즈나천을대고처음보다더세

게, 더넓은부위를압박해준다.

팔, 다리에서출혈이있을때는출혈부위를환자의심장보

다높이올려주어야한다. 이때팔, 다리에골절등이있을

경우에는팔, 다리를움직이면안된다.

피가멎으면붕대나긴천으로상처부위를누르고있는거

즈나천을그자리에고정시킨다. 이때 너무세게묶지않

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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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기기안전수칙

공작기계, 측정기기등을사용할때에는반드시정해진규격의공구를사용한다.

장갑은거친작업물을다룰때착용하고, 기계운전시에는착용하지않는다.

기계가운행중인상태에서는기계곁을떠나지말아야한다.

기계를점검, 수리할때에는반드시기계를정지시킨상태에서수행한다.

기계장치는실험전사용지침서를충분히숙지한후에운전한다.

기계사용전점검모습 기계사용후점검모습

1단계 : 기계장치를정지시킨다.

2단계: 부상자에대하여응급처치를실시한다.

3단계: 관계자에게알린다.

4단계: 병원에후송한다.

TIP 긴급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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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화학물질 취급요령

유해화학물질안전수칙

유독성화합물을취급할경우반드시후드안에서다루도록한다. 

실험중배기후드의문은최소(1/3 이하)로열려진상태를유지하도록한다. 

각연구실당가연성액체의보유용량은15리터를초과하지않도록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항시숙지한다. 

모든시약의용기에는표식을전면부에부착한다. 

시약은성상별로시약장에보관하고, 시약용기는사용후항상원래의보관장소에놓아보

관한다. 

발열반응화학실험은특히주의를기울여실험에임한다. 

시약저장소에서연구실로시약을옮길경우안전한운반장비를사용한다. 

유기/무기물질은시약장에분리보관하고증기를흡기할수있는덕트시설이연결되어야한다.

유독성화합물은식료품, 의약품, 시료등과의혼합저장을금한다. 

MSDS 강의모습(MSDS란?) 화학물질성상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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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눈에들어갔을경우에는신속히물로세척한다. 

손상된 부위를 물로 씻어주며 옷은 제거하고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10분 이상 씻어

준다.

눈손상은짧은시간의노출로영구적인실명을초래할수도있으므로빨리물로씻어

준다.

눈꺼풀을벌려세척이잘되도록하고, 다른 눈으로오염물질이들어가지않도록주의

한다.

옷을입은채화상피해를입었을때는찬물로충분히옷을식힌후벗긴다.

물집이생겼으면터뜨리지말고그냥두어자연스럽게벗겨지도록한다.

TIP 화학물질응급처치

아이샤워요령 비상샤워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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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폐액 관리요령

실험폐액은절대로배수구에곧바로투입하지않도록한다. 

실험폐액중과반응성물질은실험자가안정화처리후에정해진처리절차에의하여배출해

야한다. 

유기계, 산계, 알칼리계, 무기계등의폐액은별도보관하여서로섞이지않도록한다. 

실험폐액은절대로반응성, 폭발성물질과의혼합을금한다. 

폐액은반드시기준에적합한용기를사용하고폐액성분을명확히확인할수있도록명

시한다. 

폐액저장용기에기타이물질이함유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연구활동종사자가폐액저장용기운반시에는가급적2인이상이개인보호장구를착용하고

운반한다.

분리보관 운반시안전보호구, 장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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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에허리를중심으로가벼운운동을실시하여근육을풀어준다.

작업전에통로상의장애요소(노면패임, 돌, 못튀어나옴, 미끄럼등)를제거한다.

작업할때는규정에맞는작업복및보호구를몸에밀착되게착용한다.

운반중량은작업조건, 화물의형상, 성별, 연령등제반조건에따라다르므로무리

하지않는범위내에서작업한다.

중량물을운반하기전에반드시대상물체를가볍게움직여본후운반한다.

화물의특성(유해·위험성, 무게중심, 유동성)을사전에파악하여대비한다.

화물을쥐는방법등운반하는자세및순서를충분히훈련한다.

혼자운반하기어려운경우2인이상이나운반보조기구를활용한다.

여러명이협동운반할경우에는작업환경에알맞은신호방법을정한다.

TIP 중량물인력운반의안전작업수칙

4. 중량물취급요령

중량물을사람이직접옮겨야할경우에는허리굽혀들기가아닌무릎을굽혀들어야한다.

TIP 운반요령

중량물들어올리는요령 가스용기운반요령–카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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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재단 소개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 굴지의 교육, 의료재단 “ 을지재단 ”

「인간사랑, 생명존중」을 이념으로 지난 60년간 의학발전과 후학양성의 외길을 걸어온 을지재단은 설

립자인 故 범석 박영하 박사께서 1956년 서울 을지로에 산부인과를 개설한 것이 시초입니다.

 올해 설립 61주년을 맞는 을지재단은 현재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 성남캠퍼스)와 대전에 위치한 을지

대학교병원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서울 강남에 특성화전문병원인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으로 구성된 을지대학교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교육, 의료재단입니다.

 이밖에도 의학인재양성과 의료연구발전을 위해 설립된 범석학술장학재단, 교육연수기관인 을지인력개발원, 

의학연구기관인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 등을 설립, 진료와 의학교육, 연구활동이 조화를 이뤄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의정부 캠퍼스·병원 설립추진으로 제3의 도약 “ 을지대학교 ”

“취업과 국가고시에 강한 대학, 2015년 취업률 전국 1위·2018년 간호사 국가시험 18년 연속 100% 합격!”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이 2006년 12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폐합 승인을 얻게 됨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4년제 을지대학교로 출범하여 보건·의료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의정부캠퍼스 개교와 부속병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 대한민국 보건․의료 교육의 성공모델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 의료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보건·의료인재 양성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는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및 대학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완벽한 임상실습 환경을 구축, 

해마다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취업률 기록

하며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는 간호대학과 보건과

학대학, 바이오융합대학 등 3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단 교육환경 속에서 의료

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보건·의료인재를 양성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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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병원 - 한반도의 중심, 세계 의료문화의 중심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요람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으로 제3의 도약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 중독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1981년 대전에서 문을 연 이래 중부권 암치료

를 선도해온 을지대학교병원은 암센터 건립으

로 지역 암 관리 및 암 연구를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를 구축했고, 대전지역 권역외상센터를 

열어 체계적인 외상진료 서비스에 나서는 등 

지역의 선진의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을지병원은 1956년 설립된 박영하 산부인과에

서 출발해 반세기 이상 ‘인간사랑, 생명존중’을  

실천하고 있는 을지대학교의료원의 모(母)병원

으로, 각종 첨단시설과 우수한 의료진,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토대로 고객을 위한 최상의 진

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을지병원은 인터넷 게임, 도박, 알코올, 

약물 등 다양한 중독을 치료하는 중독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센터와 연계한 특화된 치료법과 재활복지 솔

루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하는 토털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독치료에 대한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을지재단이 경기도 의정부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합니다. 의정부 캠퍼스 개교와 경기북부 

최대 규모로 건립 될 부속병원 개원을 통해 

교육과 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제3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11



범석학술장학재단 -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실천 선도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을지재단 설립자이자 평

생을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

해 온 故범석 박영하 박사의 숭고한 뜻을 기

리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학술논문 공모사

업 연구비와 우수 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

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을지인력개발원 - 천혜의 자연이 함께하는 인재양성의 요람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 - 인간의 생명과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

을지인력개발원은 설악산을 뒤로하고 동해 

바다를 바라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을지재단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한 재도약,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가능한 연수원입니다.

질병에 대한 꾸준한 연구활동과 신기술 개발, 

생명공학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난소동결 및 

이식, 자궁근종, 발현기전 연구, 줄기세포, 유

전학 등 인간의 생명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대

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첨단 연구소입니다.

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