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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20140186 Practice Reading
실용영어 중에서 토익(Toeic)의 독해(Reading Comprehension)를 다루고, 기초교양교육을 활성화한다.
20140185 Practice Listening
실용영어 중에서 토익(Toeic)의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를 다루고, 기초교양교육을 활성화한다.
20110558 글쓰기 Writing
문장의 여러 가지 유형을 숙지하고, 시사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그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며, 실제
글쓰기 연습을 통해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문장 표현력을 갖게 한다.
20140207 진로설계1 Career Path Designing1
신입생들이 우리 대학과 학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적성을 비롯한 환경적인 상황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졸업 후의 진로를 설정하고, 대학생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대학 재학 기간 중에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40208 진로설계2(창업⦁취업) Career Path Designing 2 (Business Startup and Job)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진로설계 심화과정을 교육하며, 특히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도록 한다.
20110559 발표와 토론 Presentation and Discussion
현대사회에서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의 방식을 숙지하여
좋은 표현과 나쁜 표현을 판별하는 능력을 기르며, 프리젠테이션 기법의 숙지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술
을 확보한다.
20110560 독서와 토론 Reading and Discussion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의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고 저자의 생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자
신의 견해를 비판적,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0070025 언어와 사회 Language and Society
사회 공동체 생활에 필수적 요소인 언어에 대해 그 본질을 파악케 하고, 언어와 사회의 상관성을 폭넓게 이해하
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생활의 원활한 적응,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 언어에 대한 효과적 활
용에 기틀을 마련한다.
20110531 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on Literature
동서양의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접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도모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함양하며 이
에 기반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0070008 교양한문 Chinese Composition
고사(故事) 속 선인들의 지혜를 배워서 지성인다운 정서를 함양시키며, 한자ㆍ한문의 의미와 구조를 학습하여 국
어의 다양한 활용 능력과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20110532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Digital Storytelling and Culture Industry Contents
디지털 사회 문화 환경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이해하고 광고, 게임,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구현된 스토리
텔링을 분석하는 동시에 21세기 문화 산업에 적합한 콘텐츠를 기획해 봄으로써 서사적 표현력과 창의력을 신장한다.
20110533 한국 민속의 이해 Understanding of Folklore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을 우리의 뿌리 깊은 전통문화를 다각도로 접해봄으로써 한민족의 근원을 올바
로 인식함은 물론, 우리 선인들이 남긴 삶의 방식과 정서, 미의식과 사상 등을 통해 한국문학이 내보이는 진정한
맛을 찾아본다.
20140189 고전읽기 The Reading Classic
고전이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말하는데, 본 강좌에서는
한국은 물론 동서양의 고전을 널리 읽고 이해함으로써 온고이지신의 덕을 밝히고, 급변하는 시대에 더욱 요구되
는 창의적인 사고에 바탕을 마련하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정립한다.

20070023 한국사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 변혁기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0070002 한국문화사 History of Korean Culture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통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판능력을 함양하고 보다 나
은 미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20070022 역사와 문화 History and Culture
한국사의 전개과정 중에서 형성된 전통문화를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각 시대의 정치구조와 제도·사회경제·사
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20140196 서양사의 이해 Understanding Western History
서양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및 세부주제를 검토함으로서 글로벌 인재로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한다.
20110513 동북아시아사 History of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지역 역사, 문화의 형성배경, 전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한다. 동북아시아사의 고찰과 이해를 통해 동북아의 미래를 전망하고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해한다.
20070001 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직업의 본질과 변화를 이해하고, 현대산업사회에서 테크놀로지스트로서 지녀야 할 직업윤리
와 현대 한국의 산업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전달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인이 되도록 태도와 능력을 기
르고, 현대한국의 산업사회에서 기술인으로써 지녀야할 바람직스러운 직업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원만
하게 수립토록 하는데 있다.
20160277 공학 윤리 Engineering Ethics
공학윤리는 과거에는 직업윤리와 한 부류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대사회처럼 생명공학, 인공지능, 예술공학 등 융합적 분야가 득
세하는 시대에는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 이 과목은 트랜스휴머니즘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그리고 일반 공학과 관련
된 대표적인 윤리적 사례들을 보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공학이 사용되는 보다 넓은 분야와 역할에서 만나게 되
는 윤리적 상황에서의 대처방식을 탐구하고 연습한다.

20160278 논어와 현대사회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Modern Society
현대사회의 인간은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영역마다 요구하는 역량을 충족시
켜야 하며, 나아가 그 역량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논어는 동양적 지
혜의 보고로서 인문학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고전이다. 대학생들은 논어에 보이는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현
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관계망의 법칙을 배우고, 나아가 인생을 기획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20160279 텍스트로 배우는 동양의 지혜 Wisdom in Eastern Classics
최근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의 중심에 동양고전이 자리잡고 있다. 동양고전은 동양적 사유와 행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들의 현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표를 제공해줄 수 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명심보감, 격몽요결, 사기
등의 대표적인 동양고전의 핵심 내용에 담긴 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현대적 의미를 토론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방향
성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160280 동양철학과 인문적 사고 Oriental Philosophy and Humanistic Thinking
동양철학은 현재를 살아가는 동아시아인들의 의식과 행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공통의 문화이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우리 삶
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난해함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다. 먼저 동양철학의 뿌리이자 동양 인문학의 토대가
되는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묵자, 한비자 등 제자백가의 사상을 그 시대의 역사와 함께 읽음으로써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나아가 그것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문화와 정치, 교육 등에서 살아 숨쉬는 동양철학의 현
재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본다.

20160274 과학기술과 철학의 하이브리드 Hybrid of Science, Technology, and Philosophy
“산소는 왜 O2인가?” “빨간 장미는 실제로 빨간색 인가?” “기계는 생각할 수 없는가?” 처럼 이미 의심불가능하다
고 믿는 지식을 의심해보는 데에서 과학철학은 출발한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동력은 기존의 정답을 의심하는 데
에 있으며, 이 점에서 과학기술은 철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의식, 인지와 관련된 혁명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학, 기술, 문

화 전반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강좌는 학생들이 과학기술의 본성과 추론,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고 토론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도록 한다.
20160275 합리적 문제해결과 논리 Rational Problem Solving and Logic
이 강좌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식이며,
추리를 통해 주장의 근거를 성찰하는 논리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의 핵심은 말이나 글을 분석하는 능력과 평가하는 능
력이다. 비판적 사고를 학습하기 위해, 대중매체의 글이나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평가하며, 형식적·비형식적 논리적 오류를 찾고,
논증을 분석해본다. 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 시킬 수 있다.

20160276 텍스트로 배우는 서양의 지혜 Wisdom in Western Classics
고전은 특정 시대의 특정 문제들에 직면할 때 인간의 해결방식을 보여주는 지혜의 산물이다. 시대가 달라도 근본적인 질문들은
유효하다. 혁신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는 대학 시절 수많은 동서양 고전과 철학을 접했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다. 이 강좌는 플라톤의 [향연]와 같은 고대철학 고전으로부터 푸코나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과 같은 현대
철학 고전까지, 선별된 철학고전들을 해석하고 현대 우리 사회의 쟁점 사항과 연결해 본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존재 의미
와 가치를 발견하고 인문적 담론을 실제상황에 응용하는 능력을 기른다.(이 과목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마일리지를 얻는
데 활용가능하다.)

20110529 생활체육과 건강 Sport for All and Health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의 개념과 중요성, 운동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학습한 후에 여가시간이 확대되는 사회
에 있어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학습하여 평생체육활동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0070031 레저스포츠와 건강 Leisure Sports and Health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의 개념과 중요성, 운동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학습한 후에 다양한 레저스포츠 종목(서
바이벌, 래프팅, 캠핑 및 등산, 산악오토바이, 구기운동 등)을 선택하여 자연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수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인이 되게 한다.
20110530 웰빙시대의 건강관리 Health Care of Well-being Age
2000년대부터 등장한 웰빙의 열풍에 진단하고 현대사회와 웰빙의 상호관련성과 전망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건
강의 개념과 중요성,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 및 생활습관병의 개요와 운동의 방법 등을 학습하여 심신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20110522 테니스와 건강 Tennis and Health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의 개념과 중요성, 운동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학습한 후에 실기 수업을 하게 된다. 테
니스의 이론, 장비, 그립 잡는 법 등의 기초적 지식을 학습하고 서비스, 스트로크, 발리, 로브, 스매시 등의 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테니스 경기의 규칙을 학습하여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건강을 도모하게 한다.
20110523 골프와 건강 Golf and Health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의 개념과 중요성, 운동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학습한 후에 골프 실습수업을 하게 된다.
골프의 역사와 문화, 다양한 장비 등에 대해 학습하고 기초기술부터 배우게 되며 상호간의 예절과 배려가 중요
하므로 에티켓을 익히며 기량향상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20110524 마제스틱승마리더십 Majestic Equestrian Leadership
리더십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학습하고 승마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승마의 기원과 역사,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말에 대한 이해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이 완료된 후에 기승준비를 하고 상마하여 승마의 기본자세와
기본보법을 배우게 되며 인마일체의 교감과 피드백이 오가면서 강인한 체력, 관대한 포용력, 냉철한 판단력, 신
속한 대응력 등의 마제스틱 승마리더십을 함양하게 된다.
20110526 볼링과 건강 Bowling and Health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의 개념과 중요성, 운동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학습한 후에 볼링 실습수업을 하게 된다.
볼링의 역사와 장비, 볼링장에서의 에티켓 등에 대해 학습하고 기초기술인 어프로치, 스윙, 릴리즈, 피니쉬 동작
을 익히고 스페어 처리 방법까지 배우며 점차적으로 볼링의 기량을 향상시켜 성취감과 자신감을 함양한다.
20110527 수상스포츠와 건강 Water Sports and Health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의 개념과 중요성, 운동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학습한 후에 시원한 강가에서 2박3일동안 집중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수상에서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고 수상스키의 기본동작을 연습하고 수상스키를 타면서 응용동작까지

배우게 된다. 또한, 수상스포츠를 배우면서 자연과 함께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20110528 스키와건강 Ski and Health
현대사외에 있어 건강의 개념과 중요성, 운동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학습한 후에 스키 시즌이 시작되면 스키의 전반적인 이
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스키장에서 2박3일동안 집중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스키의 안전교육과 기본동작, 응용동작을 학
습하고 팀별로 스키를 타게 된다. 또한, 자연 속에서 단체생활과 스키교육을 받으며 상호간의 이해와 함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20160281 신체리듬과 체형교정 Physical Rhythm and Body Shaping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게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신체리듬의 개념과 중요성을 파악하고
체형교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자신의 체형을 교정할 수 있는 요가, 필라테스를 바탕으로 한 실습교육을 통
해 건강한 다이어트 및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다.

20070033 음악의 이해 Understanding of Music
음악의 탄생에서부터 20세기까지의 음악발달의 자취를 각 시대별로 연구함으로써 역사의 흐름과 음악의 흐름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20070032 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of Art
미술사의 흐름을 통해 각 시대별 특성과 대표작가의 작품들을 미술사조와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미술 계통 흐
름의 다양한 생각과 개념을 정립해 보고, 기초적인 Terminology 등을 익혀 미술 전반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고
양시키는데 있다.
20110536 디자인과 생활 Design and Lifestyle
디자인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익히고 이를 통해 산업사회에서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방법론을 익히며 나아가 디자인을 통한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또한, 디자인 트랜드를 조사하
고 분석하는 방법을 습득해 빠르게 변하는 디자인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0140193 문학과 영화 Literature and Pictures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관심사를 시청각적 미디어의 형태로 재현한 영화들을 감상하고 분석함으로써 영화
속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과 문학성에 대하여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자기만의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현 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른다.
20140206 인성교육과 영화 Personality Education and Movie
인성교육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교육으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및 품성을 형
성하기 위해서 몸(body)과 마음(mind)과 정신(sprit)을 단련시키는 제반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간으로서
의 품격을 배양하기 위해서 영화라는 매체와 토론이라는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본 교과
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 내용이 포함된 영화를 엄선하여 감상하게 한 후, 교수와 학생
및 학생과 학생들이 자신이 느낀 점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덕성, 사회성 및 정서를 함양 바람직
한 민주시민의 덕목을 제고시키는 것이 본 교과목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20140202 영화로 배우는 스포츠 사회학 The Sociology of Sports Learning from Movie
스포츠와 관련된 영화에서 표현되는 국가, 개인, 조직, 팀워크, 정치, 마케팅, 역사, 장애인, 여성, 남북교류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 문제점,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접근하여 사회
심리학적인 해석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수업이다.
20140199 영문독해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훌륭한 작가들의 영문을 통해서, 영문독해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공과정에 필요한 원서 독해능력
을 키우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세계문화와 글로벌 마인드 형성의 소양을 갖춘다.
20140200 영문독해와 청해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and Listening
실용적인 영문독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청해 능력도 동시에 향상시키면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용적인 구
문, 어휘 등을 숙지하여 영어실력 향상을 통해서, 세계문화와 글로벌 마인드 형성의 소양을 함양하고, 합리적 사
고를 기른다.
20140201 영어글쓰기 English Writing
영어로 글쓰는 능력을 통하여, 합리적,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고, 더 나아가서 대학 전공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영

어 작문실력을 향상시키고, 교양 있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세계화에 합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20110546 영어회화Ⅰ English ConversationⅠ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회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습득하고 실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회화 표
현을 연습하여 영어를 이용한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인사법을 비롯하여 실제생활에 필요한 다양
한 주제들을 쉽고 흥미롭게 학습하여,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양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다진다.
20110547 영어회화Ⅱ English ConversationⅡ
이미 기본적인 영어 회화 실력을 갖춘 학생들로 하여금 중급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
고 다양한 회화 표현 및 영어권 문화를 익힌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영어로 자연스럽게 의사 전달
할 수 있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 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20150282 입문 일본어
일본어의 문자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 간판 및 일본 음식 이름 알기, 간단한 메뉴 읽기 등을 통
해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한다. 일본 여행, 연수, 출장 등에 필요한 기초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0150279 글로벌일본어
일본 여행, 연수, 출장 등에 있어서 항공기내 및 공항, 식당, 쇼핑, 호텔, 관광지 등 상황별 필수 일본어 표현 및
일본 언어문화를 학습하여 글로벌 감각을 익힌다.
20150280 일본문화의 이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생활 습관과 언어 습관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점, 각자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4컷 만화와 영상을 통해 학습한다. 일본 연수, 유학, 출장 등 방문 전후 혹은 강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하고 글로벌 감각을 익힌다. 나아가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20150281 일본사회의 이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일본 사회를 이해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폭넓은 시각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한다. 포장, 광고, 건축 등 분야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한∙일 비교 문화론적 관점에서 분석∙토론하고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하여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110552 중국어Ⅰ ChineseⅠ
교양 1학년 1학기 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중국어를 정확하게 읽고 말할 수 있도록 중국어의 발음부호 및
성조를 익히고 기본어휘와 문형을 익힌다.
20110553 중국어Ⅱ ChineseⅡ
교양 1학년 2학기 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중국어의 기본 어휘와 문형을 학습하여 독해능력 및 작문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0110554 중국어Ⅲ ChineseⅢ
교양 1학년 1학기 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중국어 발음과 성조를 익힌 학습자들이 중국어 말하기․듣기․쓰기․
읽기를 중심으로 독해 및 작문능력을 신장시킨다.
20110555 중국어Ⅳ ChineseⅣ
교양 1학년 2학기 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중국어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중심으로 독해 및 작문능력을 갖
추도록 한다.
20150283 중국인의 언어와 문화 Language and Culture of the Chinese
본 교과목은 문화의 시각 속에서 중국의 언어를 조망하고 중국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소개한다. 중국인과의 성공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올바른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인 공손 화법을 비롯한 문화 상식과 규범 제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0556 프랑스어 French
세계 속의 프랑스 문화 및 프랑스어의 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초·중급 수준의 프랑스어 문법과 독
해력을 습득한다.
20140198 스페인어 Spanish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어인 영어이외의 중요한 외국어인 스페인어의 문법,구문, 어휘등을 숙지하고, 기본

적인 소양을 갖춘다.
20140197 세계문화기행 The World Culture Trip
지구촌을 누비고 활동하게 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를 생생한 기록과 영상으로
체험해보고,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예술작품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지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안목을 기른다.
20160282 현대사회의 대중문화:중국 그리고 세계 Contemporary Mass Culture: China and the World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대중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미 고급문화(본격문화)의 그것을 넘어선 지 오래
다. 이제 대중문화의 영역은 문학, 영화, 연극, 무용, 음악, 스포츠, 패션 등을 총망라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대중문화의 특성, 대중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대 세계를 관통하는
대중문화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적 경향으로 변화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국의 대중문화
의 특성과 경향은 세계 대중문화의 특성과 경향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그렇게 형성된 세계 대중문화의 특성과 경향은 다시 일
국의 대중문화의 특성과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목에서는 현대 사회를 거론할 때 피할 수 없는 대국이 되어버린 중국의
대중문화를 먼저 살피고, 여기서 관점을 확장하여, 중국 대중문화의 세계성과 일국성을 토론하고 이해하며, 마침내는 세계 대중
문화를 바라보는 데까지 시야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 과목의 시선을 동양과 서양의 비교를 통하여 세계를 향하고, 과거와 현재
의 비교를 통하여 미래를 향한다.

20140195 미래사회와 글로벌리더십 Future Society & Global Leadership
미래의 사회구성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그 속에서의 인간상호간 정치적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은 무엇인지를
강의하며 구체적 내용으로 1. 미래사회의 정치적 구조 2. 행정가치로서의 리더쉽 유형 3.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기구 4. 리더로서 요구되는 국제규범적 지식 등을 강의한다.
20110521 리더십과 팀워크 Leadership and Teamwork
조직을 이끌며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 능력을 향상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수-학습은 강의, 토론, 발표
학습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특히, 본 강좌는 단순한 리더십 프로그램과 달리 팀워크 훈련을 비즈니스
에 융합하는 수업 진행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익히며 완벽한 팀워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0070041 기술과 법률 Technology and Law
공학도가 경제체계 내의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 사회적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영에 대상이 되는 조직의 생존과 성공을 위한 전략에 대한 식견을 갖추어 자기계발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미래를 설계하고 기회의 활용을 위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도록 강의한다. 21세기에는 기
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기술을 통한 수익창출 및 기업성장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되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공학도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능력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사례를 학습한다.
20070035 생활과 법률 Life and Law
민주시민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각종 법률 문제를 영역별로 설정하여 사례중심으로 생활법률에
대한 기초지식과 소양을 길러주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20110520 국가행정의 이해 Understanding of Public Administration
정부의 인사, 조직, 재무, 정보체계 등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제도 및 현상을 이해하며.
동시에 행정가치, 민주주의와 관료제, 전자정부, 뉴거버넌스 등의 개념적 이해와 다양한 행정사례의 학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정책 결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20070014 여성학 The Education of Women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여성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여성학은 과거와 현재의
성불평등의 성격을 규명하고, 가부장적 질서의 형성 및 유지기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순수학문인 동시
에 그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여성 현실문제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을 목표
로 하는 학문으로서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학문적(Multidisciplinary) 성격을 갖는다.
20140212 현대정치사 History of Modern Politics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과 변천과정을 역사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강의로서 여기에는 1. 현대정치의 특징
2. 현대사회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구조 3. 정치적 문제로서의 소통 4. 역사적 과정에서 고찰한 정치의 역할 등
을 포함한다.

20140191 뉴미디어와 현대사회 New Media & Modern Society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수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방식이 현대사회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강의로서 여기에는 1. 미디어기술의 전개과정 2. 뉴미디어가 기능적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3. 뉴미디어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분쟁의 유형 4.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국가적 개입 등을 포함한다.
20150284 심리분석 Psychological Analysis
심리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심리분석의 실제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한다. 아
울러 심리분석 결과에 기초해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방식을 탐색하고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개선된 대인기술을 갖도록 한다.
20140205 융합인문교육 Convergence of Humanities Education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철학 심리학, 교육학,
문학 및 사학이 융합적으로 아우러진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교육, 철학 및 심리학에 대한 전
반적인 고찰과 더불어, 고대 희랍의 철학사상을 기초로 르네상스시대와 더불어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실학주의
를 거치는 동안의 수많은 학자들과 교육자, 그리고 이들이 쌓아올린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서 무지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함과 더불어, 인간다움을 바로알고
사고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본교과목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강의방법은 혼합수업(blended
learning)을 바탕으로 토의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140022 인간심리의 이해 Psychology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강의를 통하여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자신
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계속 복잡해져가는 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상담의 정의에서부터 상담이론, 상담기법, 상담과정, 상담윤리 등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지
식을 다룬다.
20140025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ship in the Modern Society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인간 소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소외와 자살 현상은 인간관계의 부족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 본
교과는 일부는 심리학적 기초를 중심으로 인간행동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일부는 사회
학적 접근으로 사회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생활,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이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본 교과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토론과 현장 조사 및 역할
극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이타심을 기르고 더불어 사는 인성을 배양하게 된다.
20110518 평생교육과 창의성 Life-long Education and Creativity
평생학습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 사회에
서 전개되는 평생교육의 실태와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이해하여,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고,
평생학습참여의 필요성을 인식, 미래 전공분야 직업인으로서 도덕성 윤리성이 높은 민주시민을 양성함을 목적으
로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두뇌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세계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인재로 탈바
꿈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창의성을, 창의성에 대한 개념,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
발 등에 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전개, 머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
으로 한다.
20110519 창의적 사고 Creative Thinking
앞으로 미래 사회의 특성과 그에 따른 창의성의 필요성, 창의성에 대한 개념,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창의적인 자료개발 방법 등에 대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21세
기 두뇌 생산성 경쟁시대를 살아갈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 노동이나 생산적인 지식을 육체가 아니라, 창의적 아
이디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050159 과학사 History of Science
자연과학의 중요 개념의 형성과정과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을 현대 과학적 시각으로 이해를
높임으로써 현대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과학, 주로 서양 과학의 변
화를 그리스 이전의 자연철학에서부터 고대와 중세, 그리고 과학혁명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룬다.

20110541 자연과학개론 Introduction to Natural Science
공학도로 또는 자연인으로 현대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의 주요 발전 과정을 과학사적 관점에서 개괄하며, 각 과
정에서 나타난 자연과학의 주요 개념들을 다룬다. 이러한 자연관과 현대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이해되는 각종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융합과학의 새로운 과학 일반을 개념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다룬다.

20110540 생활 속의 과학 Science in Everyday Life
생활에서 응용되거나, 발현되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원리를 이해하며 동시에 그와 유사한 자연현상을
예측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과목은 2 학기 개설되며 물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역학과 전기적 현상을 바탕으로 물리 현상을 이해하고 규명하고자 하므로 기초 물리학의 이론을 배경이 필요하다.
20110538 생활 속의 수학 Mathematics in Real Life
실생활 속에서 수학이 사용되어지는 예를 소개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수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들을 이해하
여 생활 속에서 수학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 한다.
20110539 금융수학 Financial Mathematics
나날이 복잡해져 가고 있는 현대의 금융을 그것의 뼈대가 되는 수학적 기법을 소개하고 금융에 대한 개념적, 실
용적인 이해를 높인다. 특히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시장모형, 가격이론,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주제
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다루고 각 주제와 연관된 수학적 기법을 개념과 실례를 한다.
20140211 현대사회와 통계 Statistic in Modern Society
현대사회에서 유용한 도구로서의 통계학을 기초적인 이론과 실제적인 예들을 통해 기본 개념과 그 응용을 공부
한다. 수식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전공에 무관한 교양과목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선택한다.
강의는 크게 '통계학의 기본원리'와 '실제 적용 사례와 방법'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통계
학 또는 계량적 사고에 눈뜨고, 주요개념과 기술을 습득하여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배양한다.
20070034 인간과 환경 Human and Environment
대학교양강좌로서 전문적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인간과 환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한 새로운 환경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본 강좌의 목적이 있다. 1970년대 이후 급속히 부각된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과 장래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
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인간과 환경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의 개념으로
부터 출발하여 지구상태학의 항상성 유지와 생명중심의 환경윤리개념을 강조하며, 환경오염의 실태와 문제, 대안
등을 작업환경, 수질, 대기환경, 폐기물, 토양오염, 식품ㆍ방사ㆍ주거환경 등의 각종 실태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함
으로서 생활환경 및 직장환경업무와 관련하여 현대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할 환경에 대한 기본소양을 쌓게 한다.
20140210 현대물리학의 산업응용 Modern Physics for Engineering and Industrial Applications
20세기 초에 완성된 양자 역학을 공학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1 세기부터 이다. 본 강좌에서는 양자역학
을 학문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공학도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공학에서 과학 필요
성과 응용 가능성을 소개하고 다룬다. 강좌내용은 물질의 입자성, 물질파, 일차원에서의 양자역학, 터널링현상,
원자 및 분자 구조, 고체 상태등의 기본 적인 개념과 나노 재료 공학, 반도체 공학, 광통신 및 광 컴퓨터, 의료
광학, 광학 시스템 등 산업에 응용되는 필수 분야들이다.
20150285 공간과학 Space Science
이 교과목은 세계가 사랑하는 도시, 사람이 행복한 공간, 작은 것이 아름다운 전원 등 멋있고 목가적이며 때로는
철학적인 공간사회심리학 이야기를 다룬다. 공간을 둘러싼 권력 다툼, 돈이 되는 부동산 등 공간정치경제학 이
야기도 다룬다. 카멜롯의 전설이나 반지의 제왕 그리고 한옥에서 보는 공간의 오래된 미래 역사학, ‘걷고 싶은
거리와 살고 싶은 집’ 을 어떻게 만들지를 다루는 공간디자인학을 그림과 사례를 통하여 배운다.
20140204 융합의 이해 Understanding Convergence
본 과목에서는 급변하는 융합환경의 이해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새로운 기술간의 융복합, 새로운 융합산업의 탄생,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학문간의 융합 등 다양한 융합현상과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융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수업
에서 실제적인 이론과 더불어 융합의 다양한 사례의 발표와 관련 토론을 통하여 융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20140187 SF로 보는 미래 Expectation of Future Based in Science Fictions
이 강좌는 SF(Science Fiction) 소설 및 영화 등을 보고 읽음으로써, 현재의 과학 기술 및 사회가 안고 있는 가능
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토론하는 이론+토의 형태의 수업이
다. 현재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 인간과 생명, 시간과 공간에 대한 철학적인 해명, 과학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특정한 통찰을 다양한 SF 읽기 작업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과학기술
과 사회, 인간을 둘러싼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공학, 경영학, 인문학 전공 학생들 간 실질적인 소통과 융합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좌는 한 학기 15주 동안 특정한 주제를 다룬 10편 내외의 SF를 실제로 읽거나
보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편 소설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 중 실제로 읽기 작업이 진행될 것
이고, 장편 소설의 경우에는 요약을 통한 읽기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학기 중 1-2편의 명작 SF 영화에 대해
감상하고 영화의 주제나 영화 속 미래 사회의 표현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재해석 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 각
주제 별로 관련 이론 및 현황 소개를 위한 강의식 수업과 학생들이 각 주제와 텍스트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
시하는 토론식 수업,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보는 TBL(Task-Based Learning) 세션을 진행한
다.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스토리, 이미지 아이디어의 제안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140190 글로벌 산업환경과 무역 Global Industrial Environment and Trade
글로벌 산업의 트렌드 및 주류의 산업을 이해하고, 이러한 산업들의 경영 환경, 글로벌 경영전략의 변화에 대처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론과 사례를 습득한다. 아울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무역 및 통상의 기본 개념을
익힌다.
20140203 융복합경영 Convergence Management
본 과목에서는 융복합 기술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경영하여 성과를 창출 수 있는 방안을 고찰
한다. 기술과 산업간에 융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융복합환경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이러한 융복합 기술산업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기업전략과
경영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게 된다. 수업시 융복합에 대한 현재와 미래예측 환경에서
대해서 고찰하고 이러한 외부환경을 고려한 전략적인 융복합 경영방안과 경영체계를 논의한다.
20140209 창업의 이해 Understanding Start-up
본 과목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창업 프로세스를 고찰하게 된다. 창업의 중요성, 기업가정신의
개념, 국내외 창업환경, 창업팀의 구성, 비즈니스플랜 작성법, 창업시 고려할 주요이슈, 창업의 유형과 성공사례
등 전반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주요내용과 이슈를 다루게 된다. 본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현재 경영환경에서 창
업의 중요성과 전반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
20050108 기술과 경영 Technology and Management
공학도가 경제체계 내의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 사회적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도
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영에 대상이 되는 조직의 생존과 성공을 위한 전략에 대한 식견을 갖추어 자기
계발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미래를 설계하고 기회의 활용을 위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도록 강의한다. 21세
기에는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기술을 통한 수익창출 및 기업성장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되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공학도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능력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사례를
학습한다.
20110561 기업경영의 이해 Understanding of Enterprise Management
기업의 탄생, 성장, 쇠퇴와 기업환경변화, 기업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 등을 다루다
20110562 경제와 사회 Economy and Society
경제학개론 수준으로 기본적인 경제개념과 일상생활에서 경제의 역할에 대해 공부한다. 전체적인 경제흐름이 사
회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또 국제적인 경제현황에 따라 변하는 한국경제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20110589 기업가정신과 창업 Entrepreneurship & Starts-up
산업환경이 파레토시장에서 롱테일시대로 급속히 전환되며, 대기업 등으로의 괜찮은 일자리가 급감함과 동시에 청년실

업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사업공식과 창업
접근법이라는 체계적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가의 자질을 함양하고 사업가적 창업의 열기를 고취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10565 경영과 회계 Business and Accounting
기업경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론에서부터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생으로서 기본
적으로 익혀야할 회계상식과 실무에 대해 공부한다.
20110564 생활과 세금 Society and Tax
이 강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생활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관련되는 여러 세금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
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세금관련 내용들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
20150329 알기쉬운 실용금융 Practical Introductory Guide to Finance
금융의 기본 원리와 최근 경제 현안,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금융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이해력을 배양한다.
강의는 금융의 개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미래 재무설계등 금융 전반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내
용으로 구성된다.
20110566 한국경제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Economy
급변하는 세계 환경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최근 세계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한국경제의 발전
원리와 미래에 대해 배운다.

20160283 생활 속의 경제학 Economics in Daily Life
일상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경제원리와 연관되어 지는지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및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배운다.

20110567 컴퓨터 활용 A Practical Use of Computer
전공 및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무용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생활 및 전공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기능을 익혀 다양한 문제 해결에 응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효과적
인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습을 통해 관련 IT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10568 인터넷 활용 A practical Use of Internet
인터넷과 통신을 아우르는 기반 지식과 다양한 매체를 알고, 최신 인터넷 기술의 동향과 다양한 사례에 따라 전
공 및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인터넷 서비스 사용 방법을 알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높이며,
HTML과 CSS의 기본 문법을 알고 홈페이지 기획, 제작 그리고 등록과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본 과목 학습을 통
해 관련 IT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40192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Computing The World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의 생산, 수집, 처리 과정이 체계화되면서, 정량적
인 데이터와 추상적인 정보들간의 상호관계를 분석적인 모델로 만들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
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과 기법, 그리고 방법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0110569 컴퓨터 및 IT 개론 An Introduction to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컴퓨터에 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념
학습을 통해 컴퓨터에 대한 실용적 이해를 높인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의 개념 및 이를 활용한 주요 기능과
사용자 환경 구성 방법을 익혀 자신의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이의 활용에 따라 전공
과의 응용 사례를 알 수 있으며, 최신 인터넷 기술들에 대한 개념과 서비스 활용 사례를 통해 미래 컴퓨터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20140184 IT융합 개론 Introduction to IT Convergence
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제어, 멀티미디어, 전파 등 IT분야 전반에 걸친 기초 기술의 의미와 응용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IT 기술의 융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0070039 C 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공학의 주요 목표인 다양한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순서도를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논리적인 순
서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의 중요 문법을 배우고 순서도에 따라 C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며, C 언어를 이용하여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할 수 있다.
20140194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래밍 Cultural Contents and Programming
스마트 폰을 비롯한 IT기기의 대중화에 따라 인문학과 IT의 융합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인문학 전공자들이 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념과 프로그램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20160284 인문계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for Humanities Students
인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컴퓨터 관련 기초 지식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20100021 기초미분적분학 Precalculus
미분적분학Ⅰ의 선이수과목으로 함수의 개념과,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초월함수 등을 공부한다. 더 나
아가 그 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개념을 공부한다.
20070045 미분적분학Ⅰ CalculusⅠ
기본적인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엄밀하게 소개하여 공학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의 수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창의성과 응용성을 겸비한 분석력을 배양한다. 내용은 극한의 의미를 통해 실험수 들의 연속과 미분을 설명하고
응용으로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하며 미분의 쌍대개념으로 적분을 이해하여 다양한 공학 문제들의 해결 방법들을
제시한다.
20060013 미분적분학Ⅱ CalculusⅡ
멱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 해석함수와 벡터 해석학을 이해하여 공학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다.
주된 내용은, 해석함수를 공부하여 함수 표현방식의 폭을 넓히고 다변수 함수의 편미분과 최적화 문제들 그리고
다중적분과 벡터장에서의 차원변환을 통한 적분공식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테일러 정리, 내적과 외적, 방향도함
수, 발산과 회전, 라그랑지 승수, 그리고 주면좌표계, 구면좌표계, 그린정리, 스톡정리, 발산정리 등이다.
20110570 고급미분적분학Ⅰ Honor CalculusⅠ
미분적분학Ⅰ의 Honor과정으로 극한, 도함수, 부정적분, 미분적분학의 기본정리, 멱급수의 개념을 심도있게 공
부한다. 그리고 그들이 공학이나 의학 등 에서 응용되어지는 예들을 공부한다.
20110571 고급미분적분학Ⅱ Honor CalculusⅡ
미분적분학Ⅱ의 Honor과정으로 벡터함수, 다변수함수, 편도함수, 기울기벡터, 다중적분의 개념을 심도있게 공부
한다. 그리고 그들이 공학이나 의학 등 에서 응용되어지는 예들을 공부한다.
20070009 미분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루게 될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수학의 기초적인 내용 즉, 공학전인
문제의 상미분방정식에 의한 모델링에 관한 내용과 이것을 응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미분방정식의 해법, 라플
라스변환 등을 다룬다.
20070012 선형대수학 Linear Algebra
공학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학, 경제학에서도 필요로 하는 대수방정식의 일반이론과 벡터공간, 일차변환, 행렬의 표준
형, 행렬식 등 선형 대수학의 기본 내용을 다루고, 또한 벡터 및 공간좌표에서의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 등을 다룬다.
20060008 백터해석 Vector Analysis
벡터해석에서는 벡터장에 대한 적분정리를 다룬다. 특히, 벡터장에서의 선적분과 면적분의 정의와 응용, 그리고
그린(Green)의 정리, 스톡스(Stokes)의 정리 및 가우스(Gauss)의 정리 등을 주로 다루어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들에게 미분적분학에 대한 고차원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다.
20140023 기초통계학 General statistics
통계학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올바른 정보를 추출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숫자 형태로 주어지는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는데 유용한 도구이
므로 수치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공학도들 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 활동이 필요한 경영인들을 비롯한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도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교과목은 많은 실증적인 예제를 중심으로 확률통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여 통계 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비통계 전공자, 특히 공학 및 사회과학 학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0110572 기초물리학 Fundamentals of Physics
물리학의 원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물리학은 공식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원리들을 정리해 둔 학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를 배우지
않았거나 배운지가 오래된 학생들이 수강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교과목은 실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물
리학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쉽게 다룬다. 역학, 전기와 자기, 열역학, 파동 분야를 다룬다.
20110573 물리학 및 실험Ⅰ Physics and Experimental PhysicsⅠ
물리학은 과학 전반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
리학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물리학의 기본 지식 습득을 위한 이론수업과 원리나 법칙들에 관한
실험적 이해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공학도로서 전공분야를 익힐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자연현상에 대한 실험
실습을 통해 실험태도, 기기 조작법 등을 익힐 수 있음을 목표로 한다. "물리학 및 실험Ⅰ"은 역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0574 물리학 및 실험Ⅱ Physics and Experimental PhysicsⅡ
"물리학 및 실험Ⅰ"의 연속강의로서 전자기학과 현대물리를 중심으로 기본지식 습득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력
을 배양하기 위한 이론과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0575 고급물리학 및 실험Ⅰ Advanced Physics and Experimental PhysicsⅠ
전공학습에 필요한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 뉴턴역학과 유체 물리, 열과 열역학, 파동운동과
소리 분야를 배운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개념들은 조금만 언급하고 고등학교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집중적
으로 다루고자 한다. 실험 부분은 물리학 및 실험(I)에서 다루는 내용과 유사하다.
20110576 고급물리학 및 실험Ⅱ Advanced Physics and Experimental PhysicsⅡ
전공학습에 필요한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 전기와 자기의 개념, 빛의 성질, 기하광학, 파동
광학 분야를 배운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개념들은 조금만 언급하고 고등학교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집중적
으로 다루고자 한다. 실험 부분은 물리학 및 실험(II)에서 다루는 내용과 유사하다.
20110578 화학 및 실험Ⅰ Theory and Experiment of ChemistryⅠ
화학의 기초가 되는 원리, 원자 및 분자구조, 화학반응과 그 속도론,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다루고 이론
에서 배운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하여 익히며, 화학 실험의 기초 조작을 습득한다.
20110579 화학 및 실험Ⅱ Theory and Experiment of ChemistryⅡ
화학의 기초가 되는 원리, 원자 및 분자구조, 화학반응과 그 속도론,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다루고 이론
에서 배운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하여 익히며, 화학 실험의 기초 조작을 습득한다.
20070530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화학의 기초가 되는 원리, 원자 및 분자구조, 화학반응과 그 속도론,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배운다.
20060769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생명현상의 기본개념을 과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생명현상을 생명공학 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
한다. 식물, 동물, 미생물의 구조와 기능, 유전양식과 진화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20110580 일반생물학Ⅰ General BiologyⅠ
생명현상의 기본개념을 과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생명현상을 생명공학 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
한다. 식물, 동물, 미생물의 구조와 기능, 유전양식과 진화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20110581 일반생물학Ⅱ General BiologyⅡ
생명현상의 기본개념을 과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생명현상을 생명공학 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
한다. 식물, 동물, 미생물의 구조와 기능, 유전양식과 진화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