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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훈

정숙․현명․정대

은백색 눈의 결정체인 우리 대학 교표는 숙명의 고고한 교육 이념을 상징하고 있다. 정교하게 

아로새긴 육각의 설화문은 차가운 예지와 진리에의 열정이 조화를 이룬 참된 지성을 의미하며, 

티없이 맑고 순결한 백설의 정기 속에 지조 높은 숙명인의 품성이 깃들어 있다.

■ 교육 이념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은 정숙․현명․정대를 지향하는 여성교육과 민족의 정통성 및 주체성을 

확립하는 민족교육의 실현이다. 우리 대학교는 이러한 여성교육과 민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능력 있는 여성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전인적이고 지도적인 여성을 배출하고자 한다.

■ 교육 목적

국가와 민족과 세계 인류 발전에 기여할 전인적이고 지도적인 여성 배출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주적이며 봉사적이고 전문적인 여성을 양성하는 데 있다.

■ 교육 목표     

1. 건전하고 교양 있는 문화인을 양성한다.

2. 투철한 직업관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을 육성한다.

3.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공헌하는 한국적 여성을 배양한다.

4.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갈 국제적 여성지도자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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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정 내      용

2
7(월) - 11(금)

15(화) - 23(수)

15(화)

25(목)

재학생 수강신청

신입생, 편입생 수강신청

2010학년도 입학식(13:30 종합경기장내 잠실실내체육관)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학부 11시, 대학원 14시)

3
2(수)

2(수) - 8(화)

30(수) - 4/5(화)

제1학기 개강

시범강의기간/수강정정

수강신청포기(개강후 5주차)

4 20(수) - 26(화) 제1학기 중간고사(개강후 8주차)

5 2(월) - 9(월)

22(일)

학과설명회 개최

제105주년 창학기념일

6
8(수) - 14(화)

15(수)

15(수) - 7/5(화)

제1학기 기말고사/소멸교과목 성적포기

여름방학

여름계절학기

8 1(월) - 7(일)

25(목)

2학기 수강신청

2010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학부/대학원 11:00)

9 1(목) 

1(목) - 7(수)

제2학기 개강

시범강의기간/수강정정(9/1 17:00 - 9/7 22:00)

10 8(토) - 14(금)

20(목) - 26(수)

수강신청포기(개강후 5주차)

제2학기 중간고사(개강후 8주차)

11 1(화) - 7(월) 학과설명회 개최

12
8(목) - 14(수)

15(목)

15(목) - 2012. 1. 4(수)

제2학기 기말고사/소멸교과목 성적포기

겨울방학

겨울계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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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06년 5월 조선황실 純獻皇貴妃(慶善宮)로부터 龍洞宮趾(구 교사 대지)와 경비보조를 받아 ‘明新女學校’

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정경부인 李貞淑 여사 취임하다(22일). 

1907년 5월 英親王宮으로부터 황해도 재령군, 신천군, 은율군, 안악군, 경기도 파주군,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농경지 1,000여 정보를 받다.

1908년 12월 ‘明新高等女學校’로 개칭하다.

1909년 5월 ‘淑明高等女學校’로 개칭하다.

1910년 4월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고 기예과를 병설하다.

1911년 11월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로 개칭하다.

1912년 1월 경선궁 및 영친왕이 제공한 황해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 3도내 신천, 은율, 안악, 재령, 파주, 완도 

등 6군의 농경지 수익금으로 ‘재단법인 숙명학원’을 설립하다.

1915년 3월 강습과를 병설하다.

1935년 8월 小田省吾 선생 교장에 취임하다.

1938년 5월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학교 부지 6,471평을 무상임대 승락받다.

12월 재단법인 숙명학원에서 ‘淑明女子專門學校’를 현 교지(교사 314평)에 창립하고, 가정과․기예과․전
수과를 두다(21일).

기숙사 부지 1,390.3평을 구황실로부터 양여받다.

1939년 4월 초대 교장에 小田省吾 선생 취임하다. 가정과․기예과에 각 40명, 전수과에 50명의 학생을 

선발, 개교하다(20일).

1940년 9월 본관․소강당 및 기숙사(총건평 1,618평)를 신축하다.

1945년 11월 법학박사 임숙재 선생 교장에 취임하다.

1948년 5월 ‘淑明女子大學’으로 승격(22일).

 문학부: 국문학과․영문학과․미술학과․음악학과

 이학부: 이학과․가사학과를 두다.

1951년 9월 6․25사변으로 피난지 부산시 동대신동에 가교사를 신축하고 강의를 계속하다.

1953년 2월 문학부에 정경학과, 이학부에 약학과를 신설하다.

9월 서울지구 수복에 따라 서울 본교에 복귀하다. 

1954년 12월 본교 인접 3층 건물(대지 153평, 건평 342평)을 매입하다.

1955년 3월 종합대학교로 승격(9일), 문리과대학에 국문학과․영문학과․교육학과․가정학과, 정경대학에 정치외교

학과․경제학과, 음악대학에 음악학과, 약학대학에 약학과의 4개 대학 및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국

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가정학과를 설치하다.

법학박사 임숙재 선생 초대 총장에 취임하다.

1956년 4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과 240명)를 두다.

6월 본관 교사 3층(건평 704평)을 증축하다.

1957년 2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소재 임야 152,720평을 매입하다.

1958년 9월 문학박사 김두헌 선생 제2대 총장에 취임하다.

11월 대강당(총건평 1,142평)을 신축하다.

1959년 2월 문리과대학에 사학과, 정경대학에 상학과를 신설하고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경영학과로 변경하다.

3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음악학과, 약학과를 신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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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본관 서측교사(건평 587평)를 증축하다.

1960년 7월 의학박사 김두종 선생 제3대 총장에 취임하다.

1961년 9월 도서관(건평 892평)을 신축하다.

1962년 4월 문학박사 이능우 선생 총장서리에 취임하다.

12월 서관 앞 토지 청파동2가 산4-3 외 1필지 2,040평을 매입하다.

체육장 2,820평(현재 서관앞 잔디지역)을 조성하다.

문리과대학에 구문학과․생활미술과․보건체육과를 신설, 가정학과를 가정관리학과․의류학과․식품영양

학과로 분과 신설, 정경대학에 경제학과를 신설, 음악대학의 음악과를 기악과․성악과․작곡과의 3과

로 분과, 신설하다.

1963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교육학과․정치외교학과․경제학과의 3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국어

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가정학과․음악학과․약학과를 신설하다.

3월 과학박물관 대지 870평을 임차하다.

6월 경제학박사 김순식 선생 제4대 총장에 취임하다.

문리과대학의 구문학과를 구주문학과로 변경하다.

9월 서대문구 응암동 임야(152,720평)를 관악구 남현동 임야 449,040평으로 환지하다.

1964년 2월 문리과대학의 구주문학과를 불어불문학과로 변경하다.

5월 대학원관(건평 251평, 연 1,143평)을 증축하다.

1965년 1월 철학박사 윤태림 선생 제5대 총장에 취임하다.

1966년 1월 생활관(건평 65평, 대지 322평)을 신축하다.

4월 과학박물관 4층 건물(건평 1,337평, 대지 870평)을 신축하다.

8월 학교 인접토지 및 가옥(건평 38평, 대지 110평)을 매입하다.

12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사학과, 박사학위과정에 교육학과․정치외교학과를 신설하다.

1967년 11월 과학박물관 앞 광장(473평) 미화시설을 완공하다.

12월 청파동 2가 산1-2외 2필지(과학박물관 인접지) 3,200평의 관리권을 이양받아 교지로 활용하다.

1968년 1월 문리과대학에 생활과학과를 신설하다.

2월 김신조의 청와대습격 미수사건이후 당시 6관구 사령관이 한강 이북의 방위선 구축을 목적으로 본교 

소유 남현동 토지를 강제 점유함. 이후 75년 2월부터 86년 3월까지 1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시․군에 산재한 국방부 유휴지 57만여 평으로 환지받다.

4월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12월 과학박물관 부속건물(건평 17평)을 준공하다.

문리과대학 생활과학과를 물리학과․화학과로 분과신설, 약학대학에 제약학과를 신설하고, 문리과대

학 생활미술과를 응용미술과로, 보건체육과를 체육학과로 변경하고 정경대학 상학과를 무역학과로 

대체, 변경하다.

1969년 2월 문학박사 이인기 선생 제6대 총장에 취임하다.

4월 대학본부와 약학대학을 연결하는 숙명교(육교 길이 30m, 폭 3m)를 준공하다.

8월 신축기숙사 5층 건물(명관, 570평)을 준공하다.

10월 온실 및 부속건물(64평)을 준공하다.

12월 문리과대학의 가정관리학과․의류학과 및 식품영양학과를 분리하여 가정대학을 신설하다.

1970년 8월 서관교사 4층 건물(2,476평)을 준공하다.

1971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체육학과, 경영학과를 신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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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학생회관(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1,321평)을 준공하다.

12월 문리과대학에 중어중문학과, 가정대학에 아동복지학과를 신설하다.

1972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가정학과를 가정관리학과․식품영양학과로 분류, 증과하다.

1973년 2월 법학박사 김경수 선생 제7대 총장에 취임하다.

5월 교양학부를 설치하다.

12월 문리과대학의 응용미술과를 산업미술과․산업공예과로 분과하여 산업미술대학을 신설하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불어불문학과․응용미술학과를 신설하다.

1974년 3월 본관 신축 제1차 공사인 가정대학 교사(1,231평)를 준공하다.

4월 구 효창국민학교 부지 3,681.3평을 교지로 매입하다.

12월 문리과대학에 독어독문학과․생물학과․수학과를 신설하고 체육학과를 체육교육과로 개편하다.

1975년 1월 대학교육개선을 위한 실험대학으로 선정되어 부전공제 실시, 졸업에 필요한 소요이수학점의 감축

(160학점 이상을 140학점 이상으로 개정), 가정대학 및 정경대학의 계열별 모집을 골자로 하는 학

칙변경을 인가받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물리학과․화학과․의류학과를 신설하다.

4월 교양학부를 폐지하다.

12월 문리과대학에 도서관학과를 신설하다.

1976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무역학과를 신설하다.

2월 기숙사 숙관 5층 건물(1,706평)을 준공하다.

4월 졸업논문제시행에 따라 학칙변경을 인가받다.

8월 인천시 북구 산곡동(부평) 소재 대지 4,430평을 매각하다.

12월 문리과대학을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분리, 개편하다.

학생회관 위 부지 15.4평을 매입하다.

1977년 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중어중문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사학과․경영      학과를 신설하다.

2월 신축 본관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3,430평, 본관 총평수 4,661평)을 준공하다.

4월 교육학박사 서명원 선생 제8대 총장에 취임하다.

7월 법학박사 차락훈 선생 제9대 총장에 취임하다.

1978년 2월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아동복지학과를 신설하다.

6월 동창회에서 시계탑을 준공, 모교에 헌납하다.

12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독어독문학과를 신설, 응용미술학과․음악학과를 폐지하고 산업미술학과․산
업공예학과․기악학과․성악학과․작곡학과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불어불문학과를 신설하다.

1979년 9월 이과대학(체육교육과 제외)을 계열 모집하는 학칙으로 변경하다.

1980년 10월 음악대학 기악과를 피아노과와 관현악과로 개편, 신설하다.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생물학과․수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경제학과․물리학과․화학과․제약

학과를 신설하다.

12월 산업미술대학을 미술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1981년 8월 정치학박사 김옥렬 선생 제10대 총장에 취임하다.

과학관(이과대학, 미술대학)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건평 3,171평)을 준공하다.

10월 문과대학 교육학과를 교육학과와 교육심리학과로 개편 신설하고 정경대학에 법학과를 신설하다.

11월 교육대학원을 설치하여 석사학위과정에 교육학계, 어문교육계, 사회교육계, 과학교육계,가정교육계, 

예․체능계를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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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0월 정경대학을 정법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 개편하고, 문과대학에 한국사학과, 이과대학에 전산학

과, 무용과, 정법대학에 행정학과, 경상대학에 소비자경제학과, 미술대학에 회화과를 증설하다.

1983년 10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도서관학과․제약학과, 박사학위과정에 독어독문학과를 신설하고, 가정학과

를 폐지하고, 가정관리학과․의류학과․식품영양학과․아동복지학과로 분류, 증설하다.

11월 산업대학원을 설치하여 석사학위과정에 경영학과, 산업미술학과를 두다.

12월 제2교사 부지로 용인군 이동면 천리 임야 116,220평을 매입하다.

1984년 11월 중앙도서관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평 3,568평)을 준공하다. 미술대학 산업공예과를 공예과로 

명칭 변경하다.

12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과․생물학과를 증설하다.

1985년 8월 정치학박사 김옥렬 선생 제11대 총장에 취임하다.

1986년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전산학과를 신설하다

1987년 5월 경남 양산소재 임야 등 84,984평 매각하다.

부산 광안동 소재 대지 345평 매각하다.

11월 이과대학에 통계학과를 신설하고, 졸업정원 1,320명에서 입학정원 1,520명으로  200명을 증원하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교육심리학과, 한국사학과, 소비자경제학과, 회화학과, 미술사학과를 신설

하여 학생정원은 8계열 34개 학과 510명, 박사학위과정은 83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다.

1988년 1월 평생교육원 설립하다.

4월 숙명여자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산업공예학과를 공예학과로 명칭 변경하다.

8월 제2교사부지(이동면 천리 임야 7,560평)를 추가 매입하다.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무용과를 신설하여 학생정원은 8계열 35개학과 522명, 박사학위과정은 

미술사학과를 신설하여 6계열 21개 학과 125명으로 증원하다.

12월 대학내 산림청 소관 임야 1,514.6평을 매입하다.

1989년 3월 부산시 광안동 소재 임야 194평을 매각하다.

1990년 1월 용인연수원 진입로 2,490평을 증여받다.

3월 약학박사 정규선 선생 제12대 총장에 취임하다.

청파동 소재 재무부 소관임야 580.2평을 매입하다.

10월 용인연수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건평 1,904평)을 준공하다.

1991년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을 546명으로, 박사학위과정 정원을 141명으로 증원, 산업대학원에 행정

학과를 신설하여 3개 학과 19개 전공 135명으로 증원하다.

12월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전산학과, 통계학과에 야간학부를 설치하다(4개 학과 160명).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명칭 변경하다.

본교 소유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산46 외 15필지 260,131평과 국방부 소유 B지구 청파동 

3가 136번지 1,123.2평을 교환하다. 

1992년 7월 야간학부에 경영학과, 무역학과를 신설하다(2개 학과 80명).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회화과를 회화학학과로 무용과를 무용학과

로 명칭 변경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전산학과를 신설하다.

석사학위과정 정원을 546명에서 576명으로 증원하고, 박사학위과정 정원을 141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다.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정원을 135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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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전자계산교육 전공을 신설하고, 정원을 27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하다.

12월 서관교사 5층(건평 661평)을 증축하다.

1993년 9월 미술대학의 산업미술과를 산업디자인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다.

12월 서문앞 재무부 토지 591.4평을 매입하다.

1994년 3월 정치학박사 이경숙 선생 제13대 총장에 취임하다.

9월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정보방송학과, 경제학과에 야간학과를 설치하다(4개 학과 240명).

야간 영어영문학과와 중어중문학과에 각 학과당 20명씩, 전산학과와 통계학과에 각 학과당 10명씩 

증원하다.

10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576명에서 606명으로, 박사학위과정 정원은 150명에서 160명으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300명에서 330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산업대학원은 경영대학원

(40명 정원), 정책대학원(40명 정원), 디자인대학원(70명 정원)으로 각각 분리 및 소속변경하고 정

원 60명의 임상약학대학원을 신설하다.

12월 약대 뒤 B지구 산림청 및 국방부 소유 효창근린공원 3,734평을 공원 해제하고, 학교시설로 결정하

다(1차 공원해제). 

1995년 1월 성북동 소재 임야 3,734평을 매입하다.

2월 창학 100주년인 2006년을 향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2창학을 선언하다.

최희인 씨로부터 충남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산13 60,397㎡ 기증받다.

4월 약대 뒤 B지구 1차 공원해제 부지내 산림청 및 국방부 소유 토지 2581.8 평을 매입하다.

8월 제2창학의 상징으로 새 교문을 신축하다.

학생회관 자리인 용산구 청파동2가 53-13 구유지 30.3평을 매입하다. 

10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법학과, 행정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위과정에 무역학과를 신설하다.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606명에서 676명으로, 박사학위과정 정원은 160명에서 170명으로 각각 증

원하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330명에서 350명으로, 디자인대학원 정원은 70명에서 110명으

로, 임상약학대학원 정원은 60명에서 80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경영대학원 및 정책대학원은 40명에

서 60명으로 각각 증원하다.

대학내 국유지인 청파동2가 53-39 외 6필지 961.2평을 매입하다.

1996년 4월 용인연수원 운동장 부지 4,585평을 매입하다.

21개 부설연구소를 10개로 통합, 개편하다.

5월 창학 9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7월 용인연수원 진입로 304.3평을 매입하다.

10월 이과대학의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를 자연과학 I계열로, 수학과, 통계학과를 자연과학II계열로, 

경상대학의 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를 경제학부로, 경영학과, 무역학과를 경영학부로, 음악대학

의 피아노과, 관현악과를 기악과로 약학대학의 약학과, 제약학과를 약학부로 통합 개편하고 야간학

부에 홍보기획학과, 환경디자인과를 신설하다. 야간 학부 정원이 540명에서 590명으로 50명 증원

되다.

11월 국제관계대학원, 음악치료대학원을 설치하다.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를 설치하다.

1997년 1월 김경애 동문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소재 토지 529평을 기증받다.

4월 국제관 건축을 위한 부지로 청파동 1가 98-11외 3필지 361.4평을 매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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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교수회관(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441.1평)을 준공하다.

10월 정보통신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을 설치하다.

이과대학의 전산학과, 문헌정보학과가 정보과학부로, 가정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아동복지학과가 가

정․아동복지학부로,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가 생활과학부로, 정치외교학, 법학, 행정학 및 신설된 

특수법무학 전공(야간)이 정법학부로, 정보방송학과, 홍보기획학과가 언론정보학부로 개편․통합하

고, 문과대학에 일본학과를 야간으로 설치하다. 

야간 입학정원이 590명에서 730명으로 140명 증원되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원은 390명에서 405명으로, 박사학위과정 정원은 68명에서 71명으로 각각 

증원되다.

교육대학원 입학정원은 150명에서 170명으로, 디자인대학원 입학정원은 44명에서 56명으로, 음악

치료대학원 입학정원은 40명에서 52명으로 각각 증원하다.

1998년 2월 가상교육센터를 설치하다.

3월 정치학박사 이경숙 선생 제14대 총장에 취임하다.

7월 행정관(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203.4평)을 준공하다.

8월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를 부설기관으로 확대, 여성정보화 지원사업 추진하다.

용인연수원 진입로 중 631-1 도로 41.1평을 매입하다.

학생회관 옥상 144.7평 및 강당 옆 온실 1개소 44.5평을 증축하다.

9월 유아원(121.1평)을 증축하다. 

10월 문과대학의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한국사학과를 인문학부로 통합하고, 일본학과(야)를 인문학부

(야)로 변경하다.

이과대학의 정보과학부 내 멀티미디어학전공을 신설, 전산학전공을 컴퓨터과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하고. 수학․통계학부(야)를 폐지하다.

정법대학 정법학부(야), 언론정보학부(야), 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야)를 주간 전환하다.

야간 입학정원 730명 중 350명을 주간 전환하다.

11월 용산구 청파동 2가 47-36 외 9필지 596평을 매입하다.

12월 교육대학원 중등교육전공을 폐지하고 상담교육전공을 신설하다.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다. 

1999년 1월 제1국제관(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66.4평)을 준공하다.

5월 사회교육과학연구소의 아동연구센터를 아동연구소로 분리, 독립하다.

서초구 방배동 산 102-20 외 2필지 임야 2,118.4평을 대체공원 용도로 매입하다. 

6월 문신미술연구소를 설치하다. 

10월 문과대학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를 교육학부로 통합하다. 

이과대학 정보과학부(야) 90명 중 40명은 주간으로 전환하고, 문과대학 문화관광학과(50명 정원)를 

신설하다.

가정대학 가정․아동복지학부와 생활과학부를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로,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를 디자인학부로 통합하다.

영어영문학부(야) 20명을 주간으로 전환하다.

11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60명, 박사학위과정 15명, 협동과정 10명 증원되다.

교육대학원 50명, 음악치료대학원 10명, 디자인대학원 10명 증원되다.

TESOL대학원(정원 30명)을 설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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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지상 5층에 오존관측소 1개소 증축하다.

학생회관 앞 ‘안쓰는 물건 바꾸어 쓰기 센터(안물바센터)’를 증축하다.  

12월 청파동 2가 47-28외 1필지 73.9평을 매입하다.

제2국제관(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6.2평)을 준공하다.

2000년 2월 서관 6, 7층(연면적 740평)을 증축하다.

본교 남현동 토지의 수용대가로 85년 4월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 중 경북선산 소재 농지 4필지 

4,234.1평에 대해 김재규씨 유가족들이 소유권을 회복해감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

을 통해 관악구 남현동 산 104-3(현 수도방위사령부 소재) 31,070.5평을 되찾다.

본교 B, C지구를 양분하는 일방통행도로와 도서관 및 약대의 경사면을 합한 잔여 공원용지 2,107.9

평을 공원해제하고 학교시설로 결정하다(2차 공원 해제).

4월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를 아시아여성연구소로 명칭 변경하다.

5월 제2창학선언 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다.

7월 특수대학원 소속 임상약학대학원을 폐지하고 임상약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다.

디자인대학원 10명, TESOL대학원 10명을 증원하고, 원격향장산업대학원 30명, 원격교육공학대학

원 30명을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신설하다.

대학원 문헌정보학과를 계열 변경하다(인문사회→자연과학).

8월 정법대학 정법학부를 정치행정학부, 법학부로 분리하다.

디자인학부에 영상애니메이션 전공을 신설하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를 신설하고, 전산원을 전산정보원으로 명칭 변경하다. 

국제어학교육센터를 LinguaExpress(국제언어교육원)로 명칭 변경하고 부속기관으로 편제를 변경

하다.

청파동 2가 53-12 외 7필지 도자기실 105.84㎡(32평) 멸실하다.

제2창학캠퍼스 내 소재 민가 1필지 청파동 3가 117-5번지 72.7㎡(22평) 매입하다.

제2창학캠퍼스 내 소재 민가 1필지 청파동 3가 117-3번지 175.2㎡(53평) 매입하다.

9월 멀티미디어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신설하다.

제2창학캠퍼스(B지구) 약학대학․사회교육관을 준공하다. 

청파동 3가 141번지 외 11필지상 약학대학 4,158.3㎡(1,257.9평) 멸실되다.

10월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을 중국어교육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다.

11월 용인 명신원 진입로 이동면 천리 630-2번지 1,228㎡(371.5평) 매각하다.

제2창학캠퍼스내 서울시, 재경원, 산림청 토지 6필지 4,864㎡(1,471.4평) 매입하다.

본교 소유 관악구 남현동 산 104-3번지 102,713㎡와 청파캠퍼스내 소재하는 국방부 소유 용산구 

청파동 3가 115-26, 117, 산2-21번지 3필지 1,443.1㎡를 교환 취득하다. 

12월 대강당 뒤 청파동 2가 47-13외 3필지 604.6㎡(182.9평)을 매입하다.

2001년 1월 제2창학캠퍼스 미술대학을 준공하다.   

2월 임상약학전문대학원을 25명으로 정원조정하여 임상약학특수대학원으로 전환하다.

4월 지구환경연구소를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하다.

원격교육연수원을 부설기관으로 신설하다.

5월 용산구 청파동 2가 9-22번지 대지 1,564㎡를 매입하다.

6월 부속기관인 전산정보원을 정보통신처로 승격시켜 산하에 정보통신 기획운영팀, 정보시스템팀을 설

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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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신설하다.

청파캠퍼스내 소재하던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소유 용산구 청파동 3가 117-4번지 대지 

109.1㎡를 매입하다.

7월 문화관광학과 10명을 증원하다.

임상약학대학원 7명을 증원하고 원격유아교육정보대학원 30명을 특수대학원으로 신설하다.

8월 문과대학 인문학부(야) 일본학전공을 일본학과로 주간전환하고,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를 가정․
아동복지학부, 생활과학부로 분리하다.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의 전공을 6개로 세분화하다.

행정조직이 부분적인 팀제에서 전체적인 팀제로 개편하다.

교수회관 신관(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980.82㎡) 증축하다.

10월 대학원 석사과정에 멀티미디어학과를 신설하다.

문화예술경영연구소를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하다.

본교 소유 용산구 청파동 3가 142-1번지 임야 109.1㎡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재단측에 매각하다.

12월 제2창학캠퍼스 음악대학을 준공하다.(지상7층 연면적 6,857㎡)

2002년 2월 교무처내 작문능력개발센터, 정보통신처내 IT교육원, 아시아여성연구소내 리더십센터를 신설하다. 

3월 정치학박사 이경숙 선생 제15대 총장에 취임하다.

과학관 6, 7층(연면적 1,659.5㎡, 502평) 증축하다. 

8월 교무처내 작문능력개발센터를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다.

학생처내 취업지원실을 신설하다.

직할부서 SOC전담팀을 사무처내 SOC21팀으로 개편하다.

직할부서 전략기획실을 기획처내 전략기획팀으로 개편하다.

기획처내 기획예산팀을 예산기획팀으로 개편하다.

정보통신처내 기획운영팀을 IT기획운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르 꼬르동블루-숙명 아카데미를 부설기관으로 신설하다.

9월 학생처내 취업지원실을 취업경력개발센터(CADE center)로, 취업지원팀을 취업경력개발팀으로 명

칭을 변경하다.

10월 음악도서실 준공하고, 르꼬르동블루-숙명 아카데미를 개원하다.

리더십센터 총장 직할부서로 신설하다.

12월 원격교육공학대학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원격유아교육정보대학원을 원격대학원으로 통합하다.

2003년 3월 본부에 대외협력처를 신설하고 기획처 발전협력팀, 대외교류팀을 대외협력처로 소속 변경하다. 

언론정보학부내 홍보기획학전공을 홍보광고학전공으로, 정보과학부내 멀티미디어학전공을 멀티미

디어과학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다.

대강당뒤 청파동2가 47-18외 4필지 314.4㎡를 매입하다.

8월 입학처를 신설하고 입학처내 입학기획팀을 신설하며 교무처 입학관리팀을 입학처로 소속 변경하다.

교무연구관리실 폐지하고 교무처내 교무지원팀 및 연구지원팀을 신설하다.

대외협력실내 산학협력팀 신설하고 기획처 홍보실(홍보팀)를 대외협력처로 소속 변경하다.

일반대학원 교학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로 각각 이관하여 학사-석․박사과

정 통합 관리를 실시하다.

8월 석사학위과정에 문화관광학과를 신설하다.

9월 정보통신대학원의 정원을 4명 축소하여 41명으로, 음악치료대학원의 정원을 6명 축소하여 56명으

로 하고 사회교육대학원을 신설하여 정원 10명의 놀이치료학전공을 설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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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원격대학원의 사이버교육전공을 원격교육공학으로 명칭변경하다.

부설연구기관 한국전통음식연구소를 한국음식연구원으로 명칭변경하다.

지역학연구소 내 한국어문화 연구센터를 신설하다.

10월 르네상스플라자 (박물관, 정영양 자수박물관, 문신미술연구소, 연주홀) 14,863.87㎡, 지하주차장

(한국음식연구원, 지하차도, 주민이용주차장) 8,799.89㎡ 완공 및 약학대학 474.75㎡ 증축하다.

도시계획결정 조건에 따라 지하차도, 주민이용주차장(38면) 지상권 설정 후 용산구청에 기부채납하다. 

11월 대학원 석사과정 자연과학계 이학계 문헌정보학과를 인문사회계 인문계로 계열 변경하다.

2004년 2월 부속기관 사이버교육원을 폐지하고 교무처 내 사이버교육원으로 신설하다.

SOC21팀을 폐지하고 총무․인사팀을 SOC 총무·인사팀으로 개편하다.

원격대학원 교학팀 신설, 지역학연구소 내 숙명통번역센터를 신설하다.

3월 문헌정보학 전공을 이과대학 정보과학부에서 문과대학 인문학부로 소속변경하다.

제2외국어문학부(주), 일본학과, 문화관광학과를 인문학부로, 제2외국어문학부(야)를 인문학부(야)

로 통합하다.

3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산학협력팀을 신설하다. (대외협력실 내 산학협력팀 폐지)

5월 부설기관 창업지원센터,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및 문신미술연구소 폐지하고 부설기관으로 문신미술

관을 신설하다.

인재관(4,998.57㎡, 1,512평)을 준공하다

6월 연계전공으로 ‘공통사회 전공’, ‘공통과학 전공’, ‘리더십 전공’을 신설하다.

식품영양학전공 연계 ‘르꼬르동블루-숙명 학교기업’을 신설하다.

9월 부설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설하다.

총장 직할의 한시적인 부서로 ‘대학자체평가추진실’과 ‘ERP추진팀’을 신설하다.

10월 리더십센터를 숙명리더십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다.

11월 청파동2가 47-9외 3필지 33.6㎡ 국유지 재정경재부로부터 매입하다.

12월 대강당 뒤 교지 24필지를 1필지로 합필, 정리하다.

2005년 2월 제2창학캠퍼스에 백주년기념관(7,685.08㎡)을 준공하다.

학생회관(1,2층-264.12㎡)을 증축하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269-1, 207-3 2필지 토지 953㎡가 “서울장지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됨에 따라 

매각하다.

숙명리더십개발원 하부에 리더십연구기획실을 신설하다.

교무처 사이버교육원을 원격대학원과 통합하고, 교무처에 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하부에 연구지

원팀을 두다. 

학생처 취업경력개발센터를 부속기관 취업경력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하부에 취업경력개발팀

을 두다.

사무처에 구매팀을 신설하다.

대학에 리더십 교양학부를 두다.

부설기관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를 연구소로 개편하고, 부속기관에 숙명문화원을 신설하다.

지역학연구소내 센터 전체 및 산업디자인연구소내의 문화상품개발센터를 폐지하다.

3월 법과대학을 신설하여 법학부를 두고 정법대학을 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하다.

일반대학원에 통계학과 박사과정을 신설하다.

경영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을 통합하여 테크노경영대학원(정원 45명)으로 개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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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경영대학원 내에 서비스경영전공을 신설하고 사회교육대학원 내에 리더십교육전공 및 유리

드믹스전공을 신설하고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다.

4월 부설연구소에 한국어문화연구소, 여성건강연구소,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를 신설하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49의 2 에이트리움-고려 빌딩 2층 11개호실 1,169.92㎡를 매입하다.

7월 부설기관에 성평등상담소, 국제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하다.

이하 관련학칙 개정(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특수대학원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을 신설하다.

학부 야간 정원 220명(영문40, 인문100, 경제40, 경영40)을 전원 주간 전환(218명)하고 정원조정

하다(대학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정원2명 감축).

법과대학 법학부 정원 98명 증원(198명 정원), 문과대학 내 인문학부 문화관광학전공을 문화관광학

부(80명 정원)로, 자연과학부 생명과학전공을 생명과학부(정원 60명)로 독립하다.

인문학부 정원 380명을 350명으로 영어영문학부 정원 100명을 120명으로, 자연과학부 정원을 120

명을 60명으로, 경제학부 정원 90명을 110명으로, 경영학부 정원 160명을 180명으로 조정하다.

기악과를 기악학부로 변경하고 피아노 전공과 관현악 전공을 두다.

디자인학부(100명) 6개 전공을 3개 전공(시각·영상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으로 조정하다.

8월 명신신관 3,946.06㎡를 준공하다.

9월 도서관 지하열람실 3,164.09㎡를 증축하다.

2006년 1월 부설 아태정보통신센터의 명칭을 아태정보통신원으로, 부설 국제인적자원개발센터의 명칭을 글로

벌인적자원개발센터로 각각 변경하다.

1월 일반대학원에 석․박사 통합과정(박사정원의 20%내)을 설치하다(2006학년도 1학기 적용).

3월 도서관 리노베이션 및 세계여성문학관 복층 설치완료하다(면적 397.61㎡ 증가). 

정치학박사 이경숙 선생 제16대 총장에 취임하다.

4월 부설연구기관 한국음식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전환하고, 부설연구기관 지식산업법제연구소를 신설

하다.

5월 부설연구기관 여성건강연구소에 여성나노바이오소재센터 및 임상지원팀을 신설하다.

8월 대학원관(진리관) 8,363.26㎡를 준공하다.

한국음식연구원 강의실 180㎡ 확장하다.

9월 문화관광학부(정원 80명)에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을 신설하다(2007학년도 1학기 적      용).

특수대학원 정책대학원과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정책․산업대학원(정원 43명)으로 통합하고 마케팅전

공 등 5개 전공을 폐지하며, 디자인대학원을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각

디자인전공 등 9개 전공을 폐지하고 패션디자인전공을 패션코디네이션디자인전공으로 변경, 리빙

스타일디자인전공을 신설하며, 임상약학대학원에 사회약학전공을 신설하고, 사회교육대학원내에 

피아노페다고지전공, 골프매니지전공, 미용예술전공을 신설하다(2007학년도 1학기 적용).

전문대학원으로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정원:주간20명, 야간20명)을 설치하다(2007학

년도 1학기 적용).

11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정보방송학과, 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를 신설하다.(2007학년도 1학기 

적용).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10명 감축하여 394명으로 하고 석사과정 

공예학과와 회화학과를 조형예술학과로 통합하며 미술사학과를 미술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계열을 

변경하다(2007학년도 1학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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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교무처내 교수학습센터에 교육매체․e-learning 지원팀을 신설하다. 부설기관인 도서관내 인문과학

정보팀, 사회과학정보팀, 자연과학․예체능정보팀을 폐지하여 장서개발팀, 학술정보서비스팀, 학술정

보관리팀을 신설하고, 전자정보․지원팀을 전자정보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다.

정보과학부의 모집단위를 정보과학부(120명)에서 컴퓨터과학전공(85명), 멀티미디어과학전공(35

명)으로 변경하다.

4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멀티미디어과학과를 신설하다(2007학년도 2학기 적용).

5월 충남 보령시 신흑동 1069 토지 370㎡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제3지구조성사업”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매각하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오피스텔 826호(전용면적 : 38.45㎡) 교수숙소의 용도가 폐기됨에 

따라 매각하다.

부속기관인 교육방송국을 영상미디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하다.

6월 부설연구기관으로 문화예술관광연구소를 신설하다.

교무처내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를 의사소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다.

7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18-48 건물 1,290.73㎡, 대지 257.5㎡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9월 부설연구기관 사회교육과학연구소를 폐소하고, 해당 연구소 기능을 통일문제연구소에 통합하다.

10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53 영화빌딩 건물 1,453.4㎡, 대지 636.7㎡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부설기관 출판국을 폐지하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여성학협동과정(15명)을 폐지하고 박사과정 입학정원 10명을 증원하다.

        11월 부설기관 원격연수원을 폐지하다.

지식법제연구소를 법학연구소로 명칭 변경하다.

        12월 인문학부의 사학전공과 한국사학전공을 역사문화학전공으로 신설하다.

교육학부의 교육학전공과 교육심리학전공을 교육학부 교육학전공으로 통합하다.

2008년    2월     지역학연구소를 통일문제연구소에 통합하고, 통일문제연구소를 다문화통합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다.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약학대학 입학정원 80명을 한시적으로 문과대학(인문학부, 문화관광

학부 문화관광학 전공, 영어영문학부)에 28명, 이과대학(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수학․통계학부, 정

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에 25명, 생활과학대학(가정․아동복지학부, 생활과

학부)에 10명, 사회과학대학(정치행정학부, 언론정보학부)에 12명, 경상대학(경제학부)에 5명씩 각

각 전환하다.

         2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 삼성래미안 공덕2차아파트 103동 1203호 전용면적 59.97㎡를 기숙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3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21-3외 13필지 대지 3,658.95㎡, 건물 2,275㎡, 주차전용건물 1,998.92

㎡를 (재)대한천리교단으로부터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161 신공덕3차 삼성래미안아파트 301동 2201호 전용면적 59.96㎡를 기숙

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4월 대학원 박사과정에 무용학과(무용학전공)를 신설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 삼성래미안 공덕2차아파트 106동 2003호 전용면적59.97㎡를 기숙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8월 대학원 석사과정 사학과와 한국사학과를 역사문화학과로 통합하다.

             대학원 박사과정 사학과를 역사문화학과로 변경하다.

             대학원 석사과정 불어불문학과를 프랑스언어․문화학과로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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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박사과정 불어불문학과를 프랑스언어․문화학과로 변경하다.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와 교육심리학과를 교육학과로 통합하다.

             입학처에 입학사정관팀을 추가, 설치하다.

             기숙사(명재관) 12,584.61㎡(3,807평)를 준공하다.

         9월 이학박사 한영실 선생 제17대 총장에 취임하다.

        12월 대외협력처의 대외교류팀을 국제교류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다.

산학협력단 산하 산학협력팀을 산학기획팀, 산학운영팀으로 분리, 설치하다.

2009년   1월 여성건강연구소에 SIS 면역학연구센터를 추가, 신설하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182 도로 69.3㎡를 기숙사 건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학교) 실시계

획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받아 용산구청에 기부 채납하다.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 호스피탈리티경영전공을 르꼬르동블루호스피탈리티경영전공으

로 명칭병경하다.

         2월     기숙시설인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0-1 반포주공3단지아파트 319동 104호 전용면적 49.98㎡ 의 

재건축으로 신축된 반포자이아파트 123동 1202호 전용면적 84.998㎡를 배정받아 인도 받다.

    입학처의 입학기획팀, 입학관리팀, 입학사정관팀을 입학팀, 입학사정관팀으로 통합, 조정하다. 

                기획처에 평가감사실을 신설하다.

        3월   창업지원센터 1관(327.31㎡), 2관(243.21㎡)을 철거·멸실하다.

        4월    부속기관에 한국문화교류원을 신설하다.

         3월      글로벌서비스학부를 신설하고, 글로벌협력전공(정원 28명), 앙트러프러너십전공(정원 20명)을 설치

하다. (2010학년도 제1학기 적용)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약학대학 입학정원 80명을 한시적으로 문과대학(인문학부,  문화관광

학부 문화관광학 전공, 영어영문학부)에 10명, 이과대학(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수학․통계학부, 정

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에 7명, 생활과학대학(가정․아동복지학부, 생활과학

부)에 6명, 사회과학대학(정치행정학부, 언론정보학부)에 5명, 경상대학(경제학부)에 4명, 글로벌서

비스학부(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에 48명씩 각각 전환하다.

              리더십개발원 부설기관인 창조적리더십연구센터를 폐지하다.

         6월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농촌진흥청 학·연·산협동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학과는 생명과학과와 

식품영양학과로 하다. (2010학년도 제1학기 적용)

 입학처에 입학전형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입학사정관팀을 두다. 

              아시아여성연구소 산하기관인 여성HRD연구센터를 폐지하다.

         7월  한국음식연구원 산하에 식생활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하다.

              한국음식연구원 강의실 158㎡(48평)를 확장하다.

         9월   명신관 학생식당 135㎡(41평)를 확장하다.

       10월    대학원 독어독문학과를 독일언어․문화학과로 명칭변경하다.

        12월    부속기관으로 교양교육원을 신설하다.

  교양교육원에 일반영어센터, 역량개발센터, 교양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교양교육센터에는 교양교육

팀을 두다.

              의사소통센터를 교무처에서 교양교육원으로 소속 변경하다.       

              국제언어교육원 영어교육평가실을 폐지하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71-142 대지 485.7 m2, 건물 641.06 m2를 기숙시설 및 교육연   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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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매입하다.

2010년  2월  글로벌서비스학부 부설기관으로 앙트러프러너십센터를 신설하다.

        4월   문과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을 한국어문학부로(정원 80명), 인문학부 역사문화학전공을 역

사문화학과로(정원 40명), 인문학부 프랑스언어·문화학전공을 프랑스언어·문화학과로(정원 34명), 

인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을 중어중문학부로(정원 90명), 인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전공을 독일언

어·문화학과로(정원 25명), 인문학부 일본학전공을 일본학과로(정원 40명),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

공을 문헌정보학과로(정원 30명) 개편하다.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을 나노물리학과로(정원 24명), 자연과학부 화학전공을 화학과로

(정원 50명), 생명과학부를 생명과학과로(정원 50명),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을 수학과로(정원 41

명), 수학·통계학부 통계학전공을 통계학과로(정원 50명),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을 컴퓨터과

학부로(정원 75명), 정보과학부 멀티미디어과학전공을 멀티미디어과학과로(정원 40명) 개편하고, 

의약과학과를(정원 20명) 신설하다.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학전공을 가족자원경영학과로(정원 25명), 가정·아동

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을 아동복지학부로(정원 60명),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을 의류학과로(정

원 38명),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을 식품영양학과로(정원 49명) 개편하다.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을 정치외교학과로(정원 39명),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

공을 행정학과로(정원 37명), 언론정보학부 홍보광고학전공을 홍보광고학과로(정원 47명) 개편하

고, 사회심리학과를(정원 25명) 신설하다.

             법과대학 법학부는 정원을 198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하다.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을 경제학부로(정원 85명) 개편하다.

             경상대학 경제학부 소비자경제학전공을 사회과학대학 소비자경제학과로(정원 25명) 개편하다.

                음악대학 기악학부 피아노전공을 피아노과로(정원 38명), 기악학부 관현악전공을 관현악과로(정원 

44명) 개편하고, 성악과와 작곡과는 정원을 각각 30명에서 29명으로 조정하다.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을 시각·영상디자인과로(정원 40명), 디자인학부 산업디

자인전공을 산업디자인과로(정원 30명),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전공을 환경디자인과로(정원 30명) 

개편하다.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은 정원을 28명에서 24명으로, 앙트러프러너십전공은 20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다.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를 독립학부인 영어영문학부로(정원 122명, 테슬전공 24명 포함) 개편하고, 

영어영문학부에는 테슬(TESL)전공을 신설하다.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전공을 독립학부인 미디어학부로(정원 64명) 개편하다. 

(2011학년도 제1학기 적용)

        5월   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신설하다.

        6월   약학대학에 산업약학과를 계약학과로 신설하다. (2011학년도 제1학기 적용)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89-70 대지 211.6㎡, 건물 347.81㎡를 기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47-20외 4필지 (대강당 뒤 민가 3채) 대지 6363.8㎡, 건물 746.25㎡를  

기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9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 2-2 대지 397.7 ㎡, 건물 656.88㎡를 기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매입하다.

                영화빌딩 1,453.41㎡(440평)를 철거·멸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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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대학원 박사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고 운영학과는 생명과학과, 식품영

 양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로 하다. (2011학년도 제1학기 적용)

 대강당 3,774.83㎡(1,142평)를 철거·멸실하다.

       11월   교무처에 교직운영실을 신설하고, 부속기관에 학생군사교육단을 신설하다.

       12월    대강당 후면 지상주차장 설치(101대) 및 소규모건축물 4개동을- 현금인출 부스(5.94㎡), 기숙사경

 비초소(3.96㎡), 과학관 경비초소(7.92㎡), 도서관 경비초소(3.96㎡) - 준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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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및 역대 이사장 명단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설립자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설립청원자 엄주익(嚴柱益)
초대 교장 이정숙(李貞淑) 1906.  5 ~ 1935.  5

이사(평의원대표) 후치자와 요시에(淵澤 能惠) 1912.  1 ~ 1936.  2

이사장 시노다 지사쿠(篠田 治策) 1937.  2 ~ 1945.  8 

이사장 방응모(方應謨) 1945.  8 ~ 1946.  6

이사장 윤홍섭(尹弘燮) 1946.  6 ~ 1950. 11

이사장 조동식(趙東植, 법학박사) 1950. 11 ~ 1954. 11

이사장 이기붕(李起鵬) 1954. 11 ~ 1960.  4

이사장 성의경(成義敬) 1960.  6 ~ 1962.  3

이사장 정석해(鄭錫海, 철학박사) 1962.  3 ~ 1965.  5

직무대행 이숙종(李淑鍾, 문학박사) 1965.  5 ~ 1966.  5

직무대행 고재호(高在鎬, 변호사) 1966.  5 ~ 1967.  2

직무대행 조재천(曺在千, 변호사) 1967.  2 ~ 1967.  6

직무대행 정경모(鄭庚謨, 변호사) 1967.  6 ~ 1968.  4

이사장 유봉영(劉鳳榮, 문학박사) 1968.  5 ~ 1972.  4

이사장 이은상(李殷相, 문학박사) 1972.  4 ~ 1976.  4

직무대행 차낙훈(車洛勳, 법학박사) 1976.  4 ~ 1976.  5

이사장 이은상(李殷相, 문학박사) 1976.  5 ~ 1977.  5

직무대행 차낙훈(車洛勳, 법학박사) 1977.  5 ~ 1977.  6

이사장 태완선(太完善, 경제학박사) 1977.  6 ~ 1982. 12

직무대행 유봉영(劉鳳榮, 문학박사) 1982. 12 ~ 1983. 10

이사장 정재각(鄭在覺, 문학박사) 1983. 10 ~ 1988.  5

직무대행 송지영(宋志英, 문학박사) 1988.  5 ~ 1988.  6

이사장 송지영(宋志英, 문학박사) 1988.  6 ~ 1989.  4

직무대행 양희경(梁會卿, 변호사) 1989.  4 ~ 1989.  6

직무대행 김숙배(金淑培) 1989.  6 ~ 1989.  7

이사장 윤태림(尹泰林, 철학박사) 1989.  7 ~ 1991.  2

직무대행 김두현(金斗鉉, 변호사) 1991.  3 ~ 1991. 11

이사장 이한빈(李漢彬, 철학박사) 1991. 11 ~ 1995.  5

직무대행 이귀명(李貴明) 1995.  5 ~ 1995.  6

이사장 이세웅(李世雄, 경제학박사) 1995.  6 ~ 1998.  4

직무대행 이상숙(李相淑, 명예경영학박사) 1998.  4 ~ 1998. 10

이사장 이용태(李龍兌, 이학박사) 1998. 10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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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숙명학원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현      직
이 사 장 李  龍  兌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이    사 金  光  石 (주)참존 회장

〃 文  一  耕 백암광산 대표

〃 李  敦  姬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장

〃 鄭  相  鶴 변호사

〃 趙  美  行 숙명여자중학교 교장

〃 韓  榮  實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 黃  珪  彬 젤라인(주) 회장

감    사 柳  潤  産 인덕회계법인 부회장

〃 鄭  珉  根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법인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참  여  徐 東 煥  
직    원 부참사  吳 愛 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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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장․학장․총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명신여학교 교장 李  貞  淑 1906.  5 ～ 1908. 12

명신고등여학교 〃     〃 1908. 12 ～ 1909.  5

숙명고등여학교 〃     〃 1909.  5 ～ 1911. 11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     〃 1911. 11 ～ 1935.  5

〃 〃 小 田 省 吾 1935.  7 ～ 1939.  4

숙명여자전문학교 〃     〃 1939.  4 ～ 1945.  8

〃 〃 任  淑  宰(법학박사) 1945. 11 ～ 1948.  5

숙명여자대학 학장     〃 1948.  5 ～ 1955.  3

숙명여자대학교 제1대 총장     〃 1955.  3 ～ 1958.  5

〃 제2대 〃 金  斗  憲(문학박사) 1958.  9 ～ 1960.  6

〃 제3대 〃 金  斗  鍾(의학박사) 1960.  7 ～ 1961.  9

〃 총장서리 〃 李  能  雨(문학박사) 1962.  4 ～ 1963.  6

〃 제4대 〃 金  洵  植(경제학박사) 1963.  6 ～ 1965.  1

〃 제5대 〃 尹  泰  林(철학박사) 1965.  1 ～ 1969.  1

〃 제6대 〃 李  寅  基(문학박사) 1969.  2 ～ 1973.  2

〃 제7대 〃 金  敬  洙(법학박사) 1973.  2 ～ 1977.  2

〃 제8대 〃 徐  明  源(교육학박사) 1977.  2 ～ 1977.  3

〃 제9대 〃 車  洛  勳(법학박사) 1977.  7 ～ 1981.  7 

〃 제10대 〃 金  玉  烈(정치학박사) 1981.  8 ～ 1985.  8

〃 제11대 〃     〃 1985.  8 ～ 1989.  8

〃 제12대 〃 鄭  奎  善(약학박사) 1990.  3 ～ 1994.  3

〃 제13대 〃 李  慶  淑(정치학박사) 1994 . 3 ～ 1998.  3

〃 제14대 〃     〃 1998.  3 ～ 2002.  3

〃 제15대 〃     〃 2002.  3 ～ 2006.  2

〃 제16대 〃     〃 2006.  3 ～ 2008.  8

〃 제17대 〃 韓  英  實(이학박사) 2008.  9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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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국어국문학과

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관광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체육학과

최 시 한

임 중 혁

조 항 덕

소 은 희

최 병 진

김 선 민

오 경 묵

윤 지 영

여 건 종

이 재 경

임 혜 인

 정 혁

 양 영

강 시 호

김 부 용

이 광 수

최 시 한

임 중 혁

조 항 덕

소 은 희 

최 병 진

오 경 묵

여 건 종

이 재 경

임 혜 인

오 정 진

천 충 일

강 시 호

김 부 용

이 광 수

가정관리학과

아동복지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정보방송학과

홍보광고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기악학과

음악학과

성악학과

작곡학과

약․제약학과

디자인학과

장 진 경

강 현 아

이 승 희

주 나 미

전 경 옥

임 재 현

정 남 철

강 형 철

안 보 섭

신 혁 승

설 원 식

한 희 숙

이 혜 영

임 명 애

홍 수 연

송 윤 선

장 진 경

강 현 아

이 승 희

주 나 미

전 경 옥

임 재 현

정 남 철

강 형 철

김 용 자

오 중 산

김 경 희

신 현 택

김 학 성

보직자 명단

(2011년 3월 1일 현재)

1.�대학본부

 총         장       한  영  실

교 무 처 장 이  기  범 사 무 처 장 장  영  은

 학 생 처 장 김  현  숙 기 획 처 장 김  소  영 

 정보통신처장 이  기  석 대외협력처장 김  상  률

입 학 처 장 양  승  찬

2.�직할부서

숙명리더십개발원장 박  은  진

리더십연구기획실장 권  희  연‘

산학협력단장 이  기  범

산학협력단 부단장 임  종  석

3.�대학원

대 학 원 장 목  은  균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각 학과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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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학과 임 순 범

조 남 기

정 옥 조

이 종 우

조 남 기

정 옥 조

산업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미술사학과

천 하 봉

서 수 경

김 현 화

김 현 화

김 현 화

김 현 화

교육대학원장                                                              김  안  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공별 주임교수

초등교육/교육행정전공      

교육심리/상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불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독어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이 재 경

  이 재 경

  여 건 종

  최 시 한

  조 항 덕

  소 은 희

  최 병 진

  임 중 혁

  신 혁 승

  임 혜 인

화학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전자계산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정 혁

강 시 호 

양 영

고 유 선

이 광 수

장 진 경

서 영 숙

홍 수 연

주 나 미

김 현 화

정책․산업대학원장                                                              김 안 근

정책․산업대학원장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김 영 란

TESOL대학원장                                                              김 안 근

TESOL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강 남 준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장                                               김 안 근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강 병 길

전통문화예술대학원장                                                         김 안 근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무용전공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배 성 한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음악전공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송 혜 진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정 희 선

임상약학대학원장                                                              김 안 근

임상약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이 의 경

음악치료대학원장                                                              김 안 근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최 병 철

국제관계대학원장                                                              김 안 근

국제관계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박 은 진

국제관계대학원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주임교수                          문 시 연  

국제관계대학원 스포츠외교전공 주임교수                                    조 남 기  

사회교육대학원장                                                             김 안 근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주임교수                                    유 미 숙

사회교육대학원 리더십교육전공 주임교수                                   조 병 남

사회교육대학원 유리드믹스전공 주임교수                                    문 연 경

사회교육대학원 피아노페다고지전공 주임교수                                    오 상 은

사회교육대학원 미용예술전공 주임교수                                    손 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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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장                     정 병 헌  

이과대학장                     오 정 진

생활과학대학장                     김 철 재 

사회과학대학장                     최 신 융

법과대학장                     성 민 섭

경상대학장                         손 병 규

음악대학장                         김 승 희

약학대학장                         신 현 택

미술대학장                         황 순 선

한국어문학부장

역사문화학과장

프랑스언어·문화학과장       

중어중문학부장

독일언어·문화학과장

일본학과장

문헌정보학과장

문화관광학부장․문화관광학전공주임․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주임

교육학부장

나노물리학과장

화학과장

생명과학과장

수학과장

통계학과장

컴퓨터과학과장

멀티미디어과학과장

체육교육과장

무용과장

의약과학과장

가정자원경영학과장

아동복지학부장

의류학과장식품영양학과장

 최 시 한

 임 중 혁

 조 항 덕

 소 은 희

 최 병 진

 김 선 민

 오 경 묵

 윤 지 영

 이 재 경

 임 혜 인

 정 혁

 양 영

 강 시 호

 김 부 용

 이 광 수

 임 순 범

 조 남 기

 정 옥 조

 오 정 진

 장 진 경

 강 현 아

 이 승 희

 주 나 미

정치외교학과장행정학과장

홍보광고학과장

소비자경제학과장

사회심리학과장

법학부장

경제학부장

경영학부장

피아노과장

관현악과장

성악과장

작곡과장

약학부장

시각․영상디자인과장

산업디자인과장

환경디자인과장

공예과장

회화과장

글로벌서비스학부장․글로벌협력전공주임

앙트러프러너십전공주임

영어영문학부장

테슬(TESL)전공주임

미디어학부장

  전 경 옥

  임 재 현

  안 보 섭

  김 용 자

  김 영 란

  정 남 철

  신 혁 승

  이 혜 영

  김 경 희

  임 명 애

  홍 수 연

  송 윤 선

  김 기 영

  천 하 봉

  서 수 경

  최 지 만

  김 현 화

  최 동 주

  한 유 진

  여 건 종

  강 애 진

  강 형 철

사회교육대학원 골프매니지먼트전공 주임교수                                    조 정 호

원격대학원장                                                              김 안 근

원격대학원 원격교육공학전공 주임교수                                    유 평 준

원격대학원 영유아교육정보전공 주임교수                                    심 숙 영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주임교수                                               김 주 덕

원격대학원 실버산업전공 주임교수                                               김 숙 응

원격대학원 아동문화콘텐츠전공 주임교수                                    박 영 선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                                               김 안 근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주임교수                                   이 영 민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장                                              박 내 회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권 순 원

4.�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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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속기관장� ․ 부설기관장� ․ 부속실장
부속기관장

도 서 관 장   

취업경력개발원장

한국문화교류원장

국제언어교육원장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센터장  

의사소통센터장

         

최 영 우

함 은 선

안 민 호

이 세 창

김 영 란

이 지 형

박 인 찬

숙명문화원장

박 물 관 장

평생교육원장

연 수 원 장 

역량개발센터장

일반영어센터장

                     

구 명 숙

구 명 숙

송 기 창

금 기 면

오 준 석

김 명 희

부설기관장

보건진료소장   

숙대신보사주간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장

아태여성정보통신워장

문신미술관장

전 라 옥

문 시 연

김 현 숙

최 동 주

최 성 숙

영상미디어센터장

가정경영실습관장

학생생활상담소장․성평등상담소장

공동기기실장

정영자자수박물관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도 준 석

박 미 석

장 진 경

오 정 진

정 영 양

장 진 경

부속실장․센터장
홍보실장   

교수학습센터장

체육부장

연구지원센터장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장

입학전형개발센터장

심 재 웅

이 상 규

이 상 일

임 종 석

최 동 주

전 세 재

사회봉사실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

평가감사실장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공학교육인증센터장

조 정 호

여 인 권

장 경 문

최 종 원

6.�부설연구기관장

아시아여성연구소장

다문화통합연구소장

건강․생활과학연구소장

약학연구소장

아동연구소장  

여성건강연구소장  

여성질환연구센터장

환경디자인연구센터장

기업정보디자인센터장

앙트러프러너십센터장

한 희 숙

전 경 옥

주 나 미

김 진 석

이 소 희

박 수 철

이 명 석

우 성 호

윤 여 종

김 규 동

자연과학연구소장

경제경영연구소장

산업디자인연구소장

의약정보연구소장

지구환경연구소장

한국어문화연구소장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장  

법학연구소장                     

문화예술경영연구소장

법학연구소특성화센터장          

이 원 춘

강 인 수

서 수 경

조 정 환

오 정 진

권 성 우

유 경 훈

이 욱 한

권 희 연

이 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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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년 2월기준)

부  서 위 원 회 명 부  서 위 원 회 명

교무처

교무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연구년운영위원회

명예교수심의위원회 

학사․교육과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심의위원회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교육대학원

정책․산업대학원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국제관계대학원

음악치료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TESOL대학원

사회교육대학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원격대학원

특수대학원위원회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

입학처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사정관위원회

숙명리더십개발원 숙명리더십개발원운영위원회

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

세계여성문학관운영위원회

학생처

학생지도위원회

장학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

의료공제회운영위원회

학생생활상담소운영위원회

숙대신보사운영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박물관 박물관운영위원회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연수원 연수원운영위원회

국제언어교육원 국제언어교육원운영위원회

숙명문화원 숙명문화원운영위원회

사무처

직원인사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환경및건설위원회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취업경력개발원 취업경력개발원운영위원회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위원회

교양교육원운영위원회

기획처

기획위원회

규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운영위원회

공동기기실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협력위원회

홍보위원회 성평등상담소
성평등상담소운영위원회

성폭력예방및처리특별위원회
정보통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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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각�위원회�위원

교무위원회

 위원장: 한영실

 위 원: 목은균, 김안근, 정병헌, 오정진, 김철재, 최신융, 성민섭, 손병규, 김승희, 신현택, 황순선, 이기범,

        양승찬, 김현숙, 장영은, 김소영, 김상률, 이기석, 최영우, 구명숙, 송기창, 박은진, 함은선, 안민호,

        김영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이기범

 위  원: 목은균, 양숙희, 오정진, 황선혜, 김안근, 김현숙, 성민섭, 홍종화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 이기범

 위  원: 오승렬, 이형오, 이유진, 채희철, 서수경, 이기종, 임종석, 여인권, 권성우

연구년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범

 위  원: 신현택, 이소희, 우성호, 권혁기, 주나미, 성민섭, 장경문, 김승희, 이상규, 오준석

명예교수심의위원회

 위원장: 한영실

 위  원: 이기범, 정병헌, 김명자, 송기창, 한용현

학사․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 이기범

 위  원: 박인찬, 송기창, 박정구, 이지형, 홍찬식, 오준석, 심준호, 임종석, 하은혜, 송윤선, 윤창국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 이기범

 위  원: 송기창, 박성훈, 황순선, 장경문, 윤창국, 민병빈, 조남기, 이진호

 간  사: 배은경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 이기범

 위  원: 김소영, 손정애, 이형오, 송윤선, 임종석, 주나미, 박아림, 이세창, 배정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범

 위  원: 김소영, 장영은, 김상률, 조대호, 임종석, 최동주, 서용구, 서수경,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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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영숙

 위  원: 이기종, 임종석, 김근일, 임미정, 추교윤

동물실험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영

 위  원: 김현숙, 성민섭, 임미정, 성제경, 한정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이기범

 위  원: 임종석, 김희동, 박동곤, 임미정, 양 영, 조대호, 신현택, 전라옥

대학입학전형개발위원회

 위원장: 양승찬

 위 원: 이기석, 전세재, 유진석, 양영, 박인찬, 권성우, 성미경, 조남기, 정혜영, 여인권, 설원식, 김일현, 

        송일근, 박은아

 간  사: 김성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상현

 위 원: 정혜영, 김명희, 남승하, 최한나, 박소진, 문선영, 박수헌, 홍성수, 최규상, 정태범, 김한철, 이한길,

윤여종, 김운성

입학사정관위원회

 위원장: 양승찬 

 위  원: 전세재, 한희숙, 이진아, 이형진, 이상규, 이형오, 하은혜, 조남기, 김영란, 강남준, 김희동, 배정근, 

서검교, 이영민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이기범, 이기석, 박종진, 서검교, 하은혜, 배정근, 정준섭, 설원식, 이혜영, 류재하, 박아림

장학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목은균, 이기범, 양승찬, 김소영, 김상률, 장영은, 양영, 하은혜, 김철수, 홍성수, 김승희, 조정환, 

       최지만

사회봉사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조정호, 조항덕, 김도훈, 조남기, 김세준, 박아림, 여인권, 이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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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장영은, 조정호, 주나미, 김용화, 민동권, 김경아, 권희연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김소영, 전라옥, 임종석, 오원경

의료공제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전라옥, 이형오, 이상일, 임재현, 박수헌, 우성호, 조정환, 김도훈

학생생활상담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장진경, 양승찬, 오원경, 이상일, 김봉환, 차미경

숙대신보사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문시연, 김희동, 박승호, 배정근, 심재웅, 안민호, 전세재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도준호, 양승찬, 안민호, 심재웅, 조진희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장영은

 위  원:  이기범, 김소영, 김현숙, 성민섭, 김성채

후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영은

 위  원: 이기범, 김현숙, 김소영, 최성희, 신현덕, 홍동표

환경및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은

 위  원: 김소영, 김흥렬, 서수경, 김희동, 주나미, 최영우, 이상일, 최동주, 하은혜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장영은

 위  원: 천충일, 최지만, 손희순, 김창배, 육정원, 김미양, 박미래, 신윤정, 나유리, 이선영, 하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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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은

 위  원: 강형철, 김소영, 김선홍, 심석영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위  원: 임종석, 이상일, 임순범, 심재웅, 최동주, 박정구, 박인찬, 윤여종, 오준석, 권혁기, 이형오, 이종우, 

여인권, 이상규, 이세창, 서수경, 하은혜, 정태범

 간  사: 오현준

규정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위  원: 안민호, 김현숙, 김윤희, 송기창, 김희동, 이혜전, 임혜인, 김영란, 이세창

 간  사: 오현준

대학평의원회

 의  장: 김영란

 부의장: 이기범

 의  원: 김소영, 한희숙, 이상규, 김성채, 예은영, 김인혜, 권인혁, 정영섭, 강보람

 간  사: 오현준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상률

 위  원: 이기범, 김현숙, 심재웅, 최병진, 박성훈, 유진석, 서수경, 문시연, 이형오, 임미정, 전세재, 정준섭

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상률

 위  원: 심재웅, 서수경, 이승희, 배정근, 천하봉, 유영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기석

 위  원: 김현숙, 장영은, 성민섭, 한유진, 이광수, 강인수, 이종우

대학원위원회

 위원장: 목은균

 위  원: 김안근, 황선혜, 오정진, 김철재, 김형국, 성민섭, 손병규, 김승희, 신현택, 황순선, 이기범, 양승찬, 

김소영, 김상률

특수대학원위원회

 위원장: 김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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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목은균, 황선혜, 오정진, 김철재, 김형국, 성민섭, 손병규, 김승희, 신현택, 황순선, 이기범, 김소영,  

         김상률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

 위원장: 박내회

 위  원: 이기범, 김소영, 손병규, 민동권, 서용구, 박종성, 이형오, 오준석, 윤지영

숙명리더십개발원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은진

 위  원: 김안근, 이기범, 김소영, 권희연, 김영란, 김현숙, 최동주, 함은선, 이상규, 최영우, 조정호, 성민섭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우

 위  원: 송기창, 남경희, 김철재, 김도훈, 이형오, 권희연

자료선정위원회

 위원장: 최영우

 위  원: 조정환, 오경묵, 전세재, 이종우, 조정호, 이승희, 우병창, 김철수, 채희철, 김영란

세계여성문학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우

 위  원: 김소영, 이진아, 박인찬, 문시연, 김미란, 정우광, 신하경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장: 구명숙

 위  원: 김소영, 장영은, 한희숙, 이진민, 신하경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기창

 위  원: 이기범, 장영은, 김소영, 김안근, 정선아, 윤창국, 권희연

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금기면

 위  원: 이기범, 장영은, 김소영, 양숙희, 안민호, 김세준, 김윤희, 황순선

국제언어교육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세창

 위  원: 이기범, 김소영, 김상률, 전세재, 이형진

숙명문화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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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구명숙

 위  원: 김소영, 장영은, 정영양, 최성숙, 최영민, 이혜전, 정옥조, 김기영

취업경력개발원운영위원회

 위원장: 함은선

 위  원: 이기범, 김현숙, 김소영, 목은균, 이지형, 최종원, 유미숙, 유진석, 성민섭, 김철수, 김경희, 류재하, 

권희연

교양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위  원: 이기범, 이지형, 오준석, 박인찬, 임종석, 심준호, 박정구, 김흥렬, 김명희, 김세준, 하은혜, 김일현, 

송일근, 김대석

 간  사: 김희경

교양교육원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위  원: 이기범, 김소영, 이지형, 오준석, 박인찬, 김명희, 장진경, 이기종, 서용구, 박진우, 이종우, 최지만

 간  사: 김대석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위  원: 이기범, 김소영, 장영은, 이기석, 목은균, 김희동, 권순원

공동기기실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정진

 위  원: 장영은, 이원춘, 남경희, 임혜인, 정혁, 성미경, 송윤선

성평등상담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진경

 위  원: 김소영, 김현숙, 이세창, 도준호, 정준섭, 김용화

성폭력예방및처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위  원: 서수경, 도준호, 정준섭, 김용화, 이상일, 이세창, 김귀정, 김성채,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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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인문학부 프랑스언어·문화학전공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약학부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성악과

교육학부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

자연과학부 화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약학부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육학부

경영학부

약학부

인문학부 프랑스언어·문화학전공

인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전공

생명과학부 

생명과학부

약학부

회화과

기악학부 피아노전공

약학부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영어영문학부

가정아동복지학부가족자원경영학전공

인문학부 역사문화학전공

교육학부

남  평  우

김  상  순

노  일  협

김  남  조

신  상  우

민  영  순

박  애  주

이  근  식

신  찬  우

정  금  자

이  숙  연

김  옥  렬

조  은  숙

강  응  오

김  태  희

하  동  훈

이  귀  경

장  윤  경

이  춘  구

황  규  자

이  인  실

주  혜  정

정  규  선

이  순  자

사  공  철

이  인  복

이  상  란

이  정  우

이  만  열

이  영  희

문학사/서울대

농학박사/동국대

약학박사/부산대

명예문학박사/서강대

예술학사/동경국립음대

문학석사/Missouri주립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사/日愛媛대

명예문학박사/William Penn대

문학석사/Hawaii대

약학박사/서울대

정치학박사/Bryn Mawr대

명예철학박사/Pacific Western대

경제학박사/日上智대

약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Montpellier대

문학박사/성균관대

이학박사/North Carolina대

이학박사/중앙대

약학박사/숙명여대

미술학사/서울대

음악학석사/American Conservatory

약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연세대

공학석사/연세대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인디아나대

이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서울대

철학박사/University of Rpchester

불문학

식품가공학

의약품분석

현대문학

성악

교육심리학

물리학

무기분석화학

영문학

영어학

분석화학

국제정치학

교육심리

인사관리

생약학

불시

독어학

식물분류학

동물생리학

유기제약

동양화

피아노

미생물학

도서관학

도서관학

현대문학

비교문학

가정관리

국사

상담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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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한 영 실 교  수 이학박사/숙명여대 식품학

교원 명단

     (2011년 3월 1일 현재)

1.�총� � 장

2.�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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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

공예과

경제학부

기악학부 피아노전공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인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전공

체육교육과

교육학부

디자인학부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

자연과학부 화학전공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인문학부 프랑스언어·문화학전공

인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전공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경영학부

인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가정․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가정․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작곡과

디자인학부

인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약학부 약학전공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기악학부 피아노전공

작곡과

민  경  희

박  숙  희

이  경  의

김  명  선

이  선  재

김  주  연

나  정  선

한  정  신

안  정  언

이  장  로

박  영  자

박  재  년

승  정  자

박  영  혜

정  서  웅

이  경  숙

이  창  신

김  종  의

양  동  숙

홍  영  희

성  영  혜

김  광  웅

허  방  자

박  전  자

이  계  주

박  은  희

성  낙  희

손  국  임

이  만  방

이학박사/동경대

철학박사/Munster Wilhelm Univ.

경제학박사/서울대

음악학석사/Frankfurt Univ.

이학박사/세종대

문학박사/서울대

이학박사/국민대

교육학박사/숙명여대

미술학사/서울대

이학박사/고려대

이학박사/Pittsburg대

이학박사/고려대

영양학박사/Giessen대

문학박사/Paris Ⅳ대

문학박사/고려대

정치학박사/South Carolina대

행정학박사/고려대

경영학박사/California대(Irvine)

문학박사/성균관대

이학박사/McMaster대

문학박사/이화여대

교육학박사/단국대

음악학석사/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도시환경계획학박사/Paris Ⅻ대

문학석사/국립대만대

약학박사/동경대

문학박사/중앙대

음악학석사/E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

음악학석사/Staatliche Musik 

Hochschule in Friburg

미생물학

염직공예

경제학

피아노

복식구성학

독시, 문학비평

체육학

교육평가

시각디자인

물성물리학

물리화학

전자계산학

영양학

불희곡

독문학

국제정치

조직이론

마케팅

갑골학

대수학

아동․가족복지

교육심리학

작곡

도시환경계획

명청소설

약학

국어국문학

피아노

작곡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부

정  병  헌

구  명  숙

최  시  한

교  수

교  수

교  수

문학박사/서울대

문학박사/Bielefeld대

문학박사/서강대

고전문학

현대문학

현대문학

3.�전임교수

� � /문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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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부

이  홍  식

권  성  우

문  금  현

김  경  령

이  진  아

최  귀  묵

전  상  욱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문학박사/서울대

문학박사/서울대

문학박사/서울대

언어교육학박사/Illinois대(Urbana 

champaign)

연극학박사/Saint Petersburg State

Academy of Theatre Arts

문학박사/서울대

문학박사/연세대

국어학

문학비평(현대문학)

국어학(국어의미론),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연극학(현대드라마와연극비평)

고전문학, 비교문학, 문학사상

고전산문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목  은  균

정  병  삼

한  희  숙

임  중  혁

박  종  진

문  지  영

김  형  률

오  원  경

강  혜  경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문학박사/국립대만대

문학박사/서울대

문학박사/고려대

문학박사/고려대

문학박사/서울대

역사학박사/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철학박사/Wien대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숙명여대

동양근.현대사

한국불교사

조선시대사

동양고대사

한국중세사

서양현대사

서양근세사

동양근세사

한국근현대사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임  혜  경

박  임  전

조  항  덕

문  시  연

정  상  현

또마 싸냐르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조교수
전임강사

문학박사/Montpellier 3대

문학박사/Paris4대

언어학박사/Paris4대

문학박사/Paris3대

문학박사/Picardie대

석사/Joseph Fourier대

불소설

불사상

의미론

20세기 불희곡

18세기 프랑스문학

Education Sciences

중어중문학부

중어중문학부

중어중문학부

중어중문학부

중어중문학부

중어중문학부

중어중문학부

중어중문학부

노  혜  숙

함  은  선

박  경  희

박  성  훈

정  우  광

소  은  희

차  미  경

이  소  동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문학박사/국립대만사범대

문학박사/사립중국문화대

문학박사/대만국립정치대

문학박사/고려대

철학박사/Washington대

문학박사/북경대

문학박사/국립대만사범대

문학박사/북경대

중국문학

중국문학

중국문학

중국희곡

중국현대문학

중국어학(어법)

중국희곡

중국어학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김  미  란

신  혜  양

장  영  은

최  병  진

마크 슈락플락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전임강사

문학박사/서울대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Bamberg대

언어학박사/Bonn대

석사/koln대

독문학

독문학

독문학

독어학(전산언어학)

철학

일본학과 김  선  민 교  수 문학박사/와세다대 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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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권  혁  기

박  해  환

이  지  형

박  진  우

신  하  경

이  지  선

유  경  화

사토준이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전임강사

경제학박사/교토대

언어학박사/한국외대

문학박사/쓰쿠바대

사회학박사/히도츠바시대학

문학박사/쓰쿠바대

박사/오차노미즈여자대학

문학석사/한국외대

석사/고려대

현대경제학(일본경제)

일본어문법론

일본근현대문학,문화

일본사상

일본대중문화

일본전통문화

일어학

국어국문학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이  희  재

김  성  혁

이  춘  실

오  경  묵

장  윤  금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문학박사/Paris7대

정보학박사/연세대

정보학박사/Chicago대

정보학박사/Loughborough대

문학박사/Wisconsin-Madison대

서지학

정보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김  맹  선

최  영  민

정  기  은

최  기  탁

김  세  준

윤  지  영

김  시  형

윤  혜  원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철학박사/NewYork대

경영학박사/Surrey대

관리학박사/남개대

경영학박사/Surrey대

예술경영학박사/Florida주립대

박사/Oregon주립대

박사/Virginia Polytechnic Ins. & 

State Univ.

철학박사/Nevada주립대(Las Vegas)

관광마케팅,여가심리 사회학

관광기획

관광기업관리학

Service Strategy

예술행정
Food Service Management
Hospitality& Tourism 

Management

재무,회계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송  인  섭

윤  병  희

하  대  현

이  기  범

오  재  림

송  기  창

이  재  경

김  봉  환

최  한  나

윤  창  국

박  소  영

김  미  란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철학박사/New England대

철학박사/Ohio주립대

철학박사/Iowa대

철학박사/Illinois대(UrbanaChampaign)

철학박사/Stanford대

교육학박사/서울대

철학박사/Indiana대(Bloomington)

교육학박사/서울대

교육학박사/서울대

교육학박사/Pennsylvania주립대

교육학박사/Wisconsin-Madison대

교육학박사/숙명여대

교육심리연구,영재교육

교육과정

인지발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공학

상담심리학

교육상담

평생교육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나노물리학과

나노물리학과

나노물리학과

김  재  성

이  원  춘

정   홍

교  수

교  수

교  수

이학박사/Indiana대(Bloomington)

이학박사/Iowa주립대

이학박사/Washington대(Seattle)

고체물리학

고체물리학

이론원자핵물리학

/이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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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리학과

나노물리학과

임  혜  인

김  한  철

부교수

조교수

이학박사/Califonia공대

이학박사/서울대

응용재료물리

고체물리이론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노  광  현

정   혁

오  정  진

박  동  곤

함  시  현

이  한  길

이  진  석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이학박사/Washington대(St.Louis)

이학박사/Iowa주립대

이학박사/Michigan대

이학박사/Cornell대

이학박사/Texas Tech대

이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서강대

유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송  은  숙

이  명  석

천  충  일

박  종  훈

조  대  호

박  수  철

임  종  석

최  순  영

남  경  희

양   영

윤  석  준

김  근  일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이학박사/Marquette대
이학박사/Univ.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이학박사/Ohio주립대

이학박사/연세대

이학박사/시카고의대

이학박사/Michigan대

이학박사/Heidelberg대

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연세대

이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박사/Rutgers-NewJersey주립대

(New Brunswick)

이학박사/서울대

동물학

분자생물학

식물생리학

생화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생명약학

생물학

식물분자생물학

스트레스생물학

생물정보학

동물생리학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한  용  현

강  시  호

조  충  제

이  진  호

이  기  석

김  선  홍

서  검  교

박  승  국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이학박사/연세대

이학박사/서강대

이학박사/Mcmaster대

이학박사/서울대

이학박사/Indiana대

이학박사/Illinois대(Urbanachampaign)

이학박사/서울대

철학박사/Illinois대(Urbanachampaign)

위상수학

해석학

조합론

해석학

대수학

해석학,해석적정수론

미분기하학
대수학(암호학,부호론)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김  강  균

김  부  용

김  영  원

강  명  욱

황  선  영

이  의  용

여  인  권

김  양  진

김  경  아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통계학박사/Virginia공대

통계학박사/Virginia공대

통계학박사/Georgia대

통계학박사/Minnesota대

통계학박사/Georgia대
통계학박사/NewYork주립대(StonyBrook)

이학박사/Wisconsin-Madison대

이학박사/Univ.of Missouri-Columbia

이학박사/Purdue대

통계학

통계학

통계학

통계학

통계학

통계학

통계학

응용통계학

응용통계학

컴퓨터과학부 문  봉  희 교  수 이학박사/서울대 컴퓨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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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이  광  수

김  주  균

최  종  원

창  병  모

최  영  우

이  상  규

김  윤  희

심  준  호

유  석  종

이  기  용

김  윤  진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산학박사/Washington대(St.Louis)

이학박사/서울대

전산학박사/North Western대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Southern California대

공학박사/George Washington대

이학박사/Syracuse대

전산학박사/North Western대

공학박사/연세대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Texas A&M대

알고리즘

운영체제

데이타통신

프로그래밍언어

컴퓨터공학

Computer Science

전산정보학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김  교  정

윤  용  익

박  화  진

임  순  범

이  종  우

박  영  호

박  희  민

교수

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학박사/Clarkson대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Arizona주립대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서울대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UCLA

인공지능

분산시스템

Computer Graphics

전산학

컴퓨터공학과

전산학

컴퓨터공학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이  청  무

신  현  군

조  정  호

이  상  일

정  지  혜

조  남  기

고  유  선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이학박사/성균관대

철학박사/Ohio주립대

이학박사/연세대

이학박사/고려대

박사/중앙대

교육학박사/Columbia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의학

스포츠경영관리학

스포츠심리학
교육과정및교수법전공(체육)

체육측정평가

무용과

무용과

무용과

무용과

무용과

박  순  자

정  재  만

박  인  자

정  옥  조

차  수  정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체육학석사/숙명여대

체육학석사/경희대

체육학이학박사/한양대

체육학박사/성균관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이론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의약과학과

의약과학과

장  민  선

임  광  일

조교수

조교수

약학박사/Illinois대(Chicago)

철학박사/Winsconsin대(Madison)

약물대사
Synthetic & Systems Biology

(합성및시스템생물학)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가족자원경영학과

가족자원경영학과

가족자원경영학과

가족자원경영학과

김  명  자

계  선  자

박  미  석

장  진  경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문학박사/이화여대

경제학박사/Texas여대

가정학박사/Michigan주립대

가족관계학박사/Florida주립대

가족학

가정경제학

가족생태학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치료

아동복지학부 이  재  연 교  수 철학박사/Oregon주립대 아동학

/생활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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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서  영  숙

이  소  희

유  미  숙

하  은  혜

정  선  아

강  현  아

오  문  자

김  윤  경

안  재  진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철학박사/NorthCarolina대(chapelhill)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철학박사/연세대

철학박사/Illinois대(urbana champaign)

사회복지학박사/Illinois대(Urbana 
champaign)
교육학박사/Massachusetts Amherst대

문학박사/숙명여대

사회복지학박사/서울대

유아교육,보육

아동,청소년복지

아동복지(아동상담)

임상심리학
Curriculum&Instruction/유아

교육

사회복지학

유아인지발달/교육

치료놀이

아동복지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양  숙  희

손  희  순

송  화  순

채  금  석

이  승  희

김  혜  림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이학박사/성신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박사/Auburn대

이학박사/숙명여대

복식미학및디자인

의복구성 및 의복산업공학

의류소재 및 염색가공학

복식디자인 및 동양복식미학

머천다이징,마케팅

섬유과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김  철  재

김  현  숙

성  미  경

한  영  실

주  나  미

이  정  은

윤  요  한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공학박사/Iowa주립대

이학박사/Ohio주립대

영양학박사/Toronto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영양학박사/Harvard대

이학박사/Colorado State대

식품가공

영양생화학

영양학

식품학

식품영양학

영양학

식품위생학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전  경  옥
홍  규  덕

이  유  진
유  진  석
강  주  현
조  정  인

교  수
교  수

교  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정치학박사/Tennessee대
정치학박사/South Carolina대
(Columbia)
정치학박사/Toronto대
정치학박사/Duke대
정치학박사/Florida주립대
정치학박사/MICHIGAN대

정치사상,정치이론
국제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학
비교정치
국제관계/비교정치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박  재  창
김  도  훈
최  신  융
임  재  현
남  승  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조교수

행정학박사/NewYork주립대(Albany)
행정학박사/NewYork주립대(Albany)
행정학박사/NewYork주립대(Albany)
정책학박사/Delaware대
행정학박사/Rutgers-New Jersey
주립대(Newark)

비교행정학
재무행정
규제행정
도시정책학
행정학

홍보광고학과 안  보  섭 교  수 언론학박사/Boston대 홍보학

/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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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정  만  수

유  종  숙

조  정  열

조  삼  섭

한  규  훈

교  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언론학박사/Missouri대(Columbia)

정치학박사/중앙대

철학박사/Alabama대

언론학박사/Florida대

광고학박사/Georgia대

광고학

광고홍보학

Public Relations

언론학

광고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김  용  자

문  정  숙

오  수  진

교  수

교  수

조교수

소비자경제학박사/Illinois대

(Urbana Champaign)

소비자경제학박사/Kansas주립대

철학박사/Purdue대

소비자경제학

소비자경제학

Consumer Behavior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김   철

이  영  란

이  욱  한

이  진  기

박  승  호

이  기  종

변  진  석

성  민  섭

김  희  동

우  병  창

이  경  열

박  정  구

정  남  철

김  용  화

정  준  섭

권  재  문

백  경  일

박  수  헌

정  경  수

문  선  영

정  혜  영

홍  성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법학석사/Michigan대

법학박사/서울대

법학박사/Bayreuth대

법학박사/Bonn대

법학박사/고려대

법학박사/연세대

정치학박사/고려대

법학사/서울대

법학사/고려대

법학박사/고려대

법학박사/Koeln대

법학박사/Tubingen대

법학박사/Humboldt대학교

법학박사/숙명여대

법학박사/성균관대

법학박사/서울대

법학박사/Hamburg대

법학박사/Indiana대(Bloomington)

법학박사/고려대

법학석사/Duke대

법학박사/Koeln대

법학박사/LSE(런던정경대)

공법, 법철학

형사법

헌법, 행정법

민법, 로마법

헌법

상법

법조실무, 미국법

법조실무, 상법

법조실무, 민법

민법

형사법

상법

행정법

법여성학, 헌법

형사법

민법

민법

행정법

국제법, 인권법

법조실무, 지적재산권

행정법, 헌법

기초법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윤  원  배

김  장  호

신  세  돈

교  수

교  수

교  수

경제학박사/Northwestern대

경제학박사/Northwestern대

경제학박사/UCLA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

국제경제학

/법과대학/

/경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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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홍  찬  식

강  인  수

신  도  철

신  혁  승

유  진  수

안  석  환

김  철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경제학박사/Chicago대

경제학박사/UCLA

경제학박사/Chicago대

경제학박사/Harvard대

경제학박사/California대(Berkeley)

경제학박사/Stanford대

경제학박사/Stanford대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법경제학

산업조직론

공정거래론

공공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김  선  식

김  주  헌

김  덕  영

고  승  의

손  병  규

민  동  권

위  경  우

강  정  애

서  찬  주

서  용  구

박  종  성

이  형  오

서  보  밀

김  소  영

설  원  식

권  순  원

박  상  일

오  준  석

박  래  수

최  규  상

오  중  산

정  태  범

정  동  일

이  광  재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부교수

조교수

·

경영학박사/서울대

경영학박사/Indiana대(Bloomington)

경영학박사/Illinois대(UrbanaChampaign)

경영학박사/Oklahoma대

경영학박사/Michigan주립대

경영학박사/Indiana대(Bloomington)

경영학박사/UCLA
경영학박사/Paris1대(Pantheon-sorbonne)

경영학박사/Syracuse대

경영학박사/Oxford대

경영학박사/연세대

경제학박사/동경대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박사/성균관대

경영학박사/서울대

경영학박사/Cornell대

경영학박사/George Washington대

경영학박사/서울대,경희대

경영학박사/서울대

경영학박사/NewYork주립대(Buffalo)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박사/고려대

사회학박사/Cornell대(Ithaca)

경영학박사/고려대

국제경영학

국제경영학

재무관리

회계학

생산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사,조직

마케팅

마케팅

회계학

경영학

경영공학

마케팅(경영학)

국제경영(국제재무)

경영학,노사관계

마케팅

국제경영(무역실무,국제조세)

재무관리

조직행동
생산전략 및 공급사슬관리

회계학

조직사회학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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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과

피아노과

피아노과

피아노과

피아노과

김  승  희

손  정  애

이  혜  전

박  수  진

이  혜  영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음악연주학박사/NewYork주립대
(Stony Brook)
음악학석사/Frankfurt음대

음악연주학박사/SouthernCalifornia대

음악박사/JohnsHopkings대
-Peabody Conservatory
연주학박사/Minnesota대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음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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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과 전  혜  수 부교수 연주학박사/Saint-Petersburg State 

Conservatory
피아노

관현악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홍  종  화

김  경  희

김  미  숙

채  희  철

유  시  연

김  운  성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조교수

음악학석사/Juilliard음대

음악학석사/Berlin국립음대

음악철학박사/New York대

음악학석사/Mozarteum국립음악원

음악학박사/NewYork주립대

(Stony Brook)

음악석사/Koln국립음대

바이올린

지휘

플룻

첼로

바이올린

금관(트론본)

성악과

성악과

성악과

성악과

성악과

이  순  희

임  명  애

김  윤  자

지  선  미

양  기  영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음악학석사/밀라노G.Verdi국립음악원

음악학석사/베를린예술대

음악학석사/밀라노G.Verdi국립음악원

음악학석사/G.Rossini국립음악원

음악학석사/밀라노G.Verdi국립음악원

성악

성악

성악

성악

성악

작곡과

작곡과

작곡과

작곡과

최  승  준

권  순  호

홍  수  연

윤  영  숙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음악학석사/AmericanConservatory 

of Music

음악학석사/Essen Folkwang국립음대

음악학석사/Stuttgart국립음대

음악학석사/Dresden국립음대

작곡

작곡

작곡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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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약학부

표  명  윤

김  안  근

김  희  두

신  현  택

류  재  하

강  영  숙

양  기  숙

조  정  환

오  승  열

김  진  석

전  라  옥

임  미  정

양  미  희

송  윤  선

김  우  영

장  창  영

배  규  운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약학박사/Kiel대

약학박사/숙명여대

약학박사/동경대

약학박사/Creighton대

약학박사/서울대

약학박사/Kanazawa대

약학박사/숙명여대

약학박사/서울대

약학박사/California대(Sanfrancisco)

약학박사/Wisconsin-Madison대

약학박사/서울대

약학박사/동경대

의학박사/산업의과대학

약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쿄토대

이학박사/고려대

약학박사/성균관대

위생약학

생물화학

약품화학

임상약학

약품분석화학

생명과학

생약학

약품분석화학

약제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약학

산업,환경,생태계

분자약물학

유전학

세포생물학

병태생리학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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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ㆍ영상디자인과

시각ㆍ영상디자인과

시각ㆍ영상디자인과

시각ㆍ영상디자인과

시각ㆍ영상디자인과

김  학  성

유  한  태

황  순  선

김  기  영

윤  여  종

교  수

교  수

교  수

조교수

조교수

미술학석사/홍익대

미술학박사/Illinois주립대

철학박사/Brighton대

미술학석사/다마미술대학

미술학석사/홍익대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영상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강  병  길

김  흥  렬

천  하  봉

교  수

부교수

조교수

미술학석사/홍익대

미술학석사/홍익대

미술학석사/홍익대

공업디자인

공업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이  진  민

서  수  경

우  성  호

교  수

교  수

교  수

미술학박사/동경예술대

디자인학박사/국민대

공학박사/오사카대

실내외 환경디자인

실내건축

환경설계학

공예과

공예과

공예과

공예과

김  재  영

김   설

김  경  아

최  지  만

교  수

교  수

부교수

조교수

미술학석사/홍익대

미술학석사/숙명여대

디자인학석사/Philadelphia대

도자공예석사/Ohio주립대

금속공예

목칠공예

Weave Design

도자공예

회화과

회화과

회화과

회화과

회화과

이  석  주

김  현  화

권  희  연

박  아  림

박  훈  성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전임강사

미술학석사/홍익대

미술사박사/Paris1대

미술학석사/숙명여대

철학박사/pennsylvania대

Meisterschuelers/Stuttgart대

서양화

현대미술사

한국화

한국 및 동양미술사

서양화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조  무  석

황  선  혜

정  광  숙

이  숙  희

임  성  균

여  건  종

박  인  찬

이  세  창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문학박사/숙명여대

교육언어학박사/Pennsylvania대

문학박사/Oregon대

언어학박사/Washington대(Seattle)

문학박사/Southwestern Louisiana대

문학박사/NewYork주립대(Buffalo)

문학박사/North Texas대

문학박사/Southern California대

영미소설

교육언어학

영미희곡

언어학

영문학

영문학비평

미국문학

언어학

/미술대학/

/글로벌서비스학부/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글로벌협력전공 최  동  주 교  수 정치학박사/London대 정치학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한  유  진

김  규  동

조교수

조교수

공학박사/서울대

경영학박사/Saint Louis대

기술경영

앙트러프러너십 마케팅전략

/영어영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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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장  경  문

김  묘  경

김  향  미

김  해  란

신  동  순

임  재  민

박  가  나

교  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철학박사/Minnesota대

문학박사/숙명여대

학술박사/히로시마대

교육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북경대

교육학박사/북경언어대

교육학박사/서울대

교육심리학

영어교육

미술교육(미술교육사, 교육과정)

생활지도 및 상담

중국현대문학

중국어교육

일반사회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김  상  률

곽  성  희

강  애  진

유  경  훈

이  형  진

전  세  재

김  명  희

박  소  진

육  성  희

권 산드라진

알렌 스톡스

폴씨릴존스톤

에릭 

블레이스델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문학박사/NewYork주립대(Buffalo)

문학박사/Manchester대

TESOL박사/Kansas대

문학박사/Nebraska대(Lincoln)

문학박사/Pennsylvania주립대

문학박사/NewYork주립대(Buffalo)

박사/Indiana대(Bloomington)

문학박사/Lancaster대

박사/뉴욕시립대

TESOL석사/숙명여대

경영학사/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학사/British Columbia

교육학석사/Lewis & Clark College

영미문학

번역학

영어교육

비평이론

비교문학

영국시

ESL/EFL 

영미아동문학

아시아계미국소설

TESOL

MARKETING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RT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박  천  일

강  형  철

안  민  호

양  승  찬

강  미  은

도  준  호

조  진  희

배  정  근

심  재  웅

이  미  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언론학박사/Ohio대

정치학박사/Newcastle UponTyne대

언론학박사/NewYork주립대(Buffalo)

언론학박사/Wisconsin-Madison대

언론학박사/Michigan대

언론학박사/Michigan주립대

문학박사/Southern California대

석사/NewYork주립대(Stony Brook)

철학박사/Indiana대(Bloomington)

문학박사/Alabama대

뉴미디어,방송정책

방송저널리즘,방송제작

커뮤니케니션이론

정치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정치커뮤니케이션

언론정보학

영상이론

저널리즘교육

사이버커뮤니케이션

Mass Communication

/미디어학부/

/특수대학원/



44
- 44 -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김  근  호

임  선  아

오  현  아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교육학박사/서울대

철학박사/California대

(Santa Barbara)

교육학박사/서울대

문학교육(현대소설)

교육심리/연구방법론

국어교육(문법교육)

정책.산업대학원
정책.산업대학원
정책.산업대학원

문  형  남
김  영  란
홍  기  원

교  수
교  수
조교수

경영학박사/성균관대
문학박사/고려대
박사/연세대

전자상거래,e-비즈니스
사회학(사회복지)
문화예술행정

라이프스타일디자인
대학원

유  택  상 교  수 커뮤니케이션아트석사/NewYork 
Institute of Technology

커뮤니케이션아트

임상약학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이  의  경
이  유  정

부교수
조교수

약학박사/Iowa대
약학박사/St. John's대

사회약학
임상약학

국제관계대학원
국제관계대학원

박  은  진
이  병  종

부교수
조교수

철학박사/Columbia대
언론학박사/연세대

미국역사
국제홍보

음악치료대학원
음악치료대학원
음악치료대학원

최  병  철
김  영  신
문  지  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음악치료학박사/Kansas대
음악치료학박사/Kansas대
음악치료학박사/숙명여대

음악치료학
음악치료
음악치료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송  혜  진
배  성  한

정  희  선
심  기  현
진  소  연

교  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문학박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문화학박사/국민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한국음악사
한국무용실기,무용연출및한국
무용이론
서양조리및조리과학
식품학
한국조리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강  남  준

리바이 맥닐

벤블랙

루앤던디

네이븐리디

론스테판

랜돌프톰

찰스케빈

래고빌

크로노조셉

케네스무어

김데이비드경

존 위드포드

스티븐 배글리

아담죠셉부스

윌리엄 부스컨

다미안 캐그니

브렛 딕슨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박사/Leeds대

박사/Washington대

언어학박사/Dublin대(Trinity College)

TESOL석사/Northern Iowa대

언어학석사/Louisiana주립대

TESOL석사/Delaware대

언어학석사/Georgetown대

TESOL석사/Northern Arizona대

석사/Pennsylvania대

TESOL석사/Seattle대

박사/Claremont Graduate School

석사/숙명여대

학사/Harding대

석사/Tennessee대

Tesol석사/Central Florida대

학사/Texas대(Austin)

석사/Univ. OF New England

석사/Oregon대

TESOL for Young Learners

Language and Literacy

언어학

TESOL

언어학

TESL

Linguistics

TESL

EDUCATION

TESOL

작곡

Tesol

English

Teacher Education/FL/ESL

Education

TESL

Science in Radio-Television

-Film

Applied Lingu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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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

고든 채드

크레이그 매기

로버트메자로스

코린 톰슨

케빈 기든스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학사/Wisconsin대(Green Bay)

석사/British Columbia대(Vancouver)

Tesol석사/CityUniversityof Hong Kong

Tesol석사/Concordia University

Master of Arts/SIT Graduate 

Institute

Educational Leadership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TESOL

TESOL

Teaching

사회교육대학원
  (유리드믹스전공)

문  연  경 부교수 음악학석사/Montclair주립대 유리드믹스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이  영  민 조교수 철학박사/Florida주립대 인적자원개발

원격대학원
  (항장미용전공)
원격대학원
  (원격교육공학전공)
원격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원격대학원
  (아동문화콘텐츠전공)

김  주  덕

유  평  준

심  숙  영

박  영  선

교  수

교  수

교  수

조교수

공학박사/성균관대

박사/Pennsylvania대

이학박사/Iowa주립대

철학박사/Arts London대

화학공학

교육공학

유아교육

Media Art(Video Art)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숙명리더십개발원

숙명리더십개발원

숙명리더십개발원

숙명리더십개발원

숙명리더십개발원

조  병  남

김  수  동

임  상  욱

김  미  경

김  경  아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경영학박사/Freie대(Berlin)

철학박사/성균관대

철학박사/Regensburg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경영학

배려교육,여성리더십교육

철학적인간학

의류학

가정관리학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원

이  호  섭

김  혜  영

정  재  욱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교육학박사/동국대

경영학박사/고려대

정치학박사/고려대

교육평가

MIS

국제정치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레이첼필립스

죠지김

브루스앤드

릭뒤부아

조월터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언어학석사/Utah대

교육학사/British Columbia대

역사학사/Toronto대

경영학사/Western Ontario대

교육학석사/Lewis and ClarkCollege

TESOL

교육학

역사학

경영학

교육학

/숙명리더십개발원/

/교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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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

타워더스틴

윤조슈아

하일랜드쉐릴

켄달 제프리

머독 이베트

앤드류 양

록키 본넬

앤드류뱁코프

하이디 김

멜리사 엘슬라이거

글로리아 오

마틸다 크리반

브라이언 웨이셔

숀 블래그던

조안 쿡

가브리엘라토리스

멜리사 칼버트

쉔텔 맨시엘

사이먼 길렛

매튜 팀블린

리차드 박

김 경란

쏘피 쿠퍼

세라 김

제이슨 디 제나로

레베카 콘웨이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전임강사

석사/Iowa주립대

학사/EasternPentecostalBibleCollege

석사/San Jose주립대

석사/Macquarie대

박사/Berkley대

학사/Mcmaster대

학사/Trent대

석사/Griffith대

석사/California State대

학사/Mount Allison대

석사/Temple대

Tesol석사/California주립대

학사/Universityof Colorade atDenver

학사/MemorialUniversityofnew 

of Newfoundland

석사/Trinity Western University

석사/the New School University

석사/Missouri Columbia State

University

학사/Western Michigan University

문학석사/College London대

문학사/Puget Sound대

이학사/Simon Fraser대

문학석사/Michigan주립대

문학석사/Sunderland대

교육학석사/Fordham대

교육학석사/Shenandoah대

문학사/Carleton대

영어

신학

TESOL

TESOL

교육학

Sociology

Polotical Studies

Applied Linguistic

Educ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Management

Curriculum, Instruction and  

Technology in Education

TESL

영문학

역사학

Interdisciplinary  

Humanities

Creative Writing

영문학
Legal And Political Theory

English

Kinesiology

TESOL

TESOL

Counceling & PersServSch 

Co

TESOL

Psychology

역량개발센터 이  숙  정 조교수 교육학박사/숙명여대 상담과 교육심리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황  영  미

이  정  옥

이  광  모

박  정  일

김  병  구

이  진  남

구  연  상

박  승  억

신  희  선

구  자  황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서강대

철학박사/Bielefeld대

철학박사/서울대

문학박사/서강대

철학박사/St. Thomas 대

문학박사/한국외대

철학박사/성균관대

정치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성균관대

국어국문학(현대문학)

현대소설

철학

서양철학,분석철학,논리철학

현대소설

윤리학, 서양중세철학

서양철학

현대독일철학

국제정치학

현대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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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한국어문학부
한국어문학부

이 명 희
이 소 영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숙명여대

 현대문학
 국어학

중어중문학부 신 동 순  박사/북경대  중국현대문학

문화관광학부 띠에리 라로쉬

물리학과 유 상 구 이학박사/연세대 고체물리학이론

멀티미디어과학과 신 은 주 이학박사/숙명여대 컴퓨터과학

컴퓨터과학부 박 숙 영 이학박사/숙명여대 컴퓨터과학

컴퓨터과학부 이 현 자 이학박사/숙명여대 컴퓨터과학

수학과 양 윤 주 이학석사/숙명여대 대수학

피아노과 김 태 정 박사/Southern California 피아노

영어영문학부 하 지 영 문학박사/숙명여대 영어학

영어영문학부 김 순 미 문학박사/세종대 번역학

교양교육원 이 지 선 석사/New York대  디자인

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정 영 양 박사/New York대 Textile 디자인

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학원 박 내 회 경영학박사/American대 경영학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지 용 희 경영학박사/Washington대 경영학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최 종 태
라쉬팔 말호트라

박사/경희대
석사/인)Panjab대

경영학
공공행정

소    속 성    명 직  위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센터

이  황  직

표  정  옥

김  병  길

이  명  실

이  은  자

이  선  옥

조  용  길

박  영  욱

이  상  원

서  정  혁

김  응  교

김  성  한

홍  성  민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문학박사/연세대

국문학박사/서강대

문학박사/연세대

교육학박사/쓰쿠바대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Munster대

철학박사/고려대

이학박사/서울대

철학박사/연세대

문학박사/연세대

철학박사/고려대

철학박사/고려대

사회학 

현대소설

현대소설

교육학

국어국문학 

현대문학

대화분석이론

미학,문화철학,건축미학,

매체이론,매체예술,미술이론

과학철학

서양근세독일철학

한국현대문학

서양철학

동양철학

4.�석좌교수

5.�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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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교육대학원 김 창 만 박사/대구대 과학교육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화예디자인전공

성 원 선 석사/ 카셀대 조형예술

음악치료대학원
음악치료대학원

김 경 숙
이 주 영

박사/University of Minnesota
철학박사/숙명여대

음악치료
음악치료

전통문화예술대학원(전통무용) 윤 세 희 체육학석사/숙명여대 한국무용

사회교육대학원 피아노페다고지전공 오 상 은
박사/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피아노페다고지

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한국어문학부 김 기 택 박사/경희대 현대문학

역사문화학과 김 지 희 석사/숙명여대 역사교육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박 종 달 경영학박사/Angers대 마케팅

6.�학술연구교수

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교무처 BK21 윤 선 영 이학박사/성균관대 생명과학

다문화통합연구소 유 숙 란 박사/고려대 비교정치

여성건강연구소 여성질환연구센터
여성건강연구소 여성질환연구센터
여성건강연구소 여성질환연구센터

김 진 선
박 선 영
정 민 경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동물학
면역학

여성건강연구소 김 성 한 박사/Ohio대 분자유전학

여성건강연구소 오 기 숙 박사/숙명여대 체육학과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 차 은 정 문학박사/숙명여대 영문학 

7.�행정교수

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교무처 Tesol
교무처 한국음식연구원
교무처 입학사정관
교무처 입학사정관
교무처 원격대학원 실버산업전공
교무처 글로벌센터
교무처 한국음식연구원

염 경 숙
김 용 한
나 병 현
송 태 효
김 숙 응
손 종 서
김 순 임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사/인하대
교육학박사/서울대
문학박사/고려대
경영학박사/숙명여대
석사/중앙대 
박사/부경대

번역
일어일본학
교육철학
불문학
마케팅
창업경영
식품영양학

8.�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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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부

중어중문학부

김 만 기

장 상 미

경제학박사/한국외국어

석사/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

한중통번역학

독일언어.문화학과 권 세 훈 박사/함부르트대 현대독문학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윤 소 영

이 혜 은

문학박사/연세대

도서관학석사/숙명여대

정보기술

기록관리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부

주 명 건

염 시 종

권 주 일

석사/경희대

행정학석사/연세대

학사/계명대

관광경영

일반행정

무역학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김 수 경

이 혜 종

김 소 형

양 국 명

김 근 희

김 은 희

장 계 영

고 영 상

박사/숙명여대

석사/서울대

박사/숙명여대

박사/인하대

석사/숙명여대

박사/숙명여대

박사/숙명여대

박사/서울대

교육학

화학

교육학

동양철학

교육심리

상담및교육심리

상담.교육심리

평생교육

생명과학과 남 기 연 박사/UMDNJ대 분자모델링

수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윤 영 순

이 일 선

조 관 호

이학석사/Indiana대

석사/연세대

박사/Wisconsin-Madison대

보험수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부

송 영 서

박 유 미

이학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충남대

컴퓨터과학

컴퓨터과학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김 병 민

김 도 경

성 기 홍

박사/세종대

박사/성균관대

박사/세종대

체육학

스포츠과학

체육학

가족자원경영학과 고 창 섭 행정학석사/중앙대 행정학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부

이 영 미

이 창 미

염 숙 경

김 응 자

석사/숙명여대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숙명여대

문학박사/숙명여대

아동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청소년복지

의류학과

의류학과

김 인 영

한 수 연

박사/숙명여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의류학

의류학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이 화 영

정 철 호

박사/숙명여대

박사/고려대

한국정치과정

국제정치

행정학과

행정학과

한 상 삼

정 재 연

석사/연세대

행정학석사/건국대

도시행정

부동산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계 수 미
구 창 훈

석사/연세대
석사/Oklahoma City University

언론홍보
Mas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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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이 진 우
권 오 범
손 인 춘
박 정 래

석사/고려대
석사/한양대
석사/상명대
석사/연세대

광고학
광고학
경영
언론홍보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김 병 배 
홍 미 경
이 현 정

석사/UCLA
법학박사/숙명여대
박사/고려대

법학
법학
경영마케팅

법학부
법학부
법학부

임 안 식
황 규 민
신 종 원

석사/George
학사/서울대
학사/연세대

비교법
법
정치외교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경제학부

김 창 근
이 태 호
조 성 종
우 영 수
최 미 희

박사/UCLA
박사/Fuller신학교
경제학석사/University Brunensis
경제학박사/Cornell University
박사/숙명여대

경제학
경제윤리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이 상 훈
김 상 운
이 재 광
이 병 권

경제학사/서울대
경영학석사/고려대
석사/서울대
석사/서강대

법학
회계학
경제학
마케팅

관현악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임 영 일
김 상 응

전 정 아

석사/Southern California대
석사/Hogeschool voor de 
Kunsten Utrecht대
석사/드레스덴국

트럼펫
호른

오케스트라음악

성악과
성악과

최 정 숙
신 재 은

석사/Accademia Musicale(Mi)
박사/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오페라
성악/오페라

시각.영상디자인과
시각.영상디자인과
시각.영상디자인과

강 상 구
조 원 숙
정 규 형

석사/홍익대
학사/숙명여대
학사/숙명여대

산업디자인
산업미술
3D Animation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송 재 민
김    진
권 영 성

박 귀 동
조 선 희
신 영 호

석사/건국대
박사/홍익대
석사/Scuola Politechnica di 
Design
박사/Vancouver Film School
학사/홍익대
조경학석사/서울대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
응용미술

환경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박 석 수
곽 영 국
장 인 호
박 승 진

박사/국민대
석사/홍익대
석사/전북대
석사/홍익대

건축학
건축학
건축학
환경조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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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과
공예과 

황 진 경
안 지 만

미술학석사/숙명여대
석사/Philadephia대

금속공예
공예

회화과
회회과
회회과
회화과
회화과

신 지 원
윤 철 규
문 정 희
김 영 석
박 소 희

석사/숙명여대
석사/교토불교대학
문학박사/북경중앙미술학원
미술학석사/홍익대
박사/판테옹 소르본느 파리1대

한국화
불교문화
미술사
회화
조형예술학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제프리본
장 국 현
손 명 원

석사/HenleyManagement college
학사/서강대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BA
영어영문학
구조 역학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정 경 희
이 용 자

학사/이화여대
문학사/숙명여대

수학
영어영문학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이 금 희
김 종 문
고 영 신
고 광 남
강 성 곤
박 희 설
김 성 희
이 동 규

석사/연세대
석사/연세대
석사/연세대
학사/서울대
학사/고려대
박사/Ohio대
문학석사/한양대
박사/고려대

언론홍보
행정학
신문
철학
정보방송
언론학
신문출판전공
언론학

교양교육원 김 양 희 박사/LoyolaUniversity Chicago 사회심리학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황 원 희
탁 영 진
이 선 희
박 삼 서
진 경 화
정 종 기

박사/독일하노버대
교육학석사/연세대
교육학석사/단국대
박사/서울대
석사/대만사립동해대
미술학박사/홍익대

오페라
교육학
국어교육
문학교육론
중국문학
회화

정책산업대학원
정책산업대학원
정책산업대학원
정책산업대학원

이 선 영
이 선 철
양 은 희
차 원 용

박사/서울여대
석사/City University London
박사/뉴욕시립대
공학박사/

임상사회산업
예술행정
미술사
정보경영공학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장 영 순 박사/전북대 공간연출

임상약학대학원 최 지 선 임상약학석사/숙명여대 임상약학

국제관계대학원 
국제관계대학원
국제관계대학원
국제관계대학원

김 상 욱
이 병 종
김 진 무
정 우 탁 

박사/Indiana대
석사/캘리포니아주립대
정책학박사/피츠버그대
정치학박사/서강대

문화콘텐츠
Mass Communication
정책학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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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대학원 이 경 희 문학박사/고려대 심리학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김 성 진
성 의 신

석사/전주대, 뉴욕퀸즈대학
석사/용인대

오케스트라지휘
해금

사회교육대학원 골프매니지먼트전공 이 경 철 박사/연세대 사회체육학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이 영 애 박사/숙명여대 아동복지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원격대학원 원격교육공학전공
원격대학원 아동문화컨텐츠전공

이 윤 경
황 순 욱
김 덕 중
김 종 남

석사/숙명여대
박사/강원대
학사/조선대
학사/한국방송통신대

향장미용
생명공학
물리학
미디어영상학

취업경력개발원 신 현 호 학사/연세대 철학

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전공 차 현 석 문학석사 북한학

생명과학과 방 사 익 의학박사/서울대 의학

의류학과 이 은 일 문학사/필리핀 국립대 관광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필립바크만
장삐에르 

약학부 정 을 순 의학박사/연세대 의학

회화과 최 성 숙 석사/서울대 미술교육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김 은 주
메 이 리 
이 철 영

박사/London City University

석사/Columbia대

Social Science

경영학

교양교육원 신 달 자 문학박사/숙명여대 국어국문

정책산업대학원 임 연 철 예술학박사/성균관대 예술학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박 금 자 플라워디자인

국제관계대학원 구 삼 열 언론학석사/컬럼비아대 언론학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무용전공

박 덕 훈
이 팔 성
황 재 선
김 언 정
박 은 희
민 성 희

공학사/조선대
학사/고려대
이학박사/숙명여대
석사/숙명여대
디자인학석사/숙명여대
박사/부산대

전기공학
법학
식품영양학
전통식생활
제품․환경디자인전공
체육학

사회교육대학원 미용예술전공 전 정 수 문학사/서울대 지리학

9.�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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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전공 차 현 석 문학석사 북한학

사회교육대학원 미용예술전공 장 미 숙 이학박사/숙명여대 의류학

숙명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숙명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램 버 트
이 선 자

경영학박사/옥스포드대
학사/숙명여대

PLACE 마케팅

10.� 교환교수

소    속 성    명 학위 및 학위수여 대학 전 공 분 야

중어중문학부
중어중문학부

위   리
루어  칭

DEA학위/파리제1대학
문학박사/무한대

사회인문학
한어어문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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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팀       명 직       위 성       명

비   서    실 비서실장(부장)

직원 

직원

직원

김  해  경

양  혜  영

최  혜  정

김  연  희

숙명리더십개발원 대리 권  혜  림 

교      무      처 교무지원팀 팀장(차장)

직원

직원

직원

직원

김  귀  정

함  윤  아

김  대  석

정  지  영

이  정  민

학사지원팀 팀장(부장)

차장

과장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직원

직원

직원

김  일  현

남  승  현

이  민  숙

허  미  성

권  경  미

권  외  숙

이  순  영

홍  은  미

이  길  임

한  은  진

임  성  희

이  지  연

교직운영실 대리 배  은  경

연구지원센터

연구지원팀

팀장(차장)

대리

대리

직원

대리

직원

직원

직원

촉탁

육  정  원

정  현  정

정  혜  진

정  경  선

류  영  인

서  영  애

박  양  신

한  나  라

정  하  나

입      학      처 입학팀 팀장(차장)

대리

대리

대리

직원

직원

직원

송  일  근

김  명  희

김  혜  율

김  성  은

이  슬  비

이  용  재

홍  성  민

직 원 명 단 

(2011년 3월 2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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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팀       명 직       위 성       명

입 학 처 입학사정관팀 팀장(차장)

직원

직원

직원

박  은  아

안  성  윤

박  수  정

조  혜  민

학      생      처 학생문화복지팀 팀장(차장)

직원

직원

직원

최  성  희

구  효  정

송  유  진

이  성  원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서비스팀

팀장(부장)

과장

대리

박  종  익

정  경  희

송  운  아

사회봉사실 차장

직원

직원

김  재  균

박  오  숙

이  정  민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김  주  영

사      무      처

사 무 처

SOC총무․인사팀

     

(인쇄실)

 (우체국)

(동물실험실)

팀장(부장)

차장

대리

대리

대리

촉탁

촉탁

인쇄기사

인쇄기사

촉탁

촉탁

김  성  채

김  지  태

김  태  환

김  윤  희

장  종  구

이  연  주

권  현  주

이  상  칠

허  두  현

전  미  애

김  정  훈

구매팀 차장(과장)

차장

대리

김  순  미

정  경  래

박  지  용

재무회계팀 팀장(차장)

차장

직원

직원

심  석  영

김  경  욱

김  성  희

신  지  혜

관재팀

          (국제관)

팀장(부장)

과장

대리

대리

촉탁

신  현  덕

이  정  규

김  준  호

이  은  실

김  소  연

건설팀 팀장(부장)

과장(전기기사)

대리(건축기사)

직원(건축기사)

최  윤  원

임  승  찬

김  준  범

우  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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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팀       명 직       위 성       명

시설지원센터

시설지원팀

          (기관실)

          

         

       

  

(전기실)

            

    

(시청각기자재실)

(국제관)

          (원예실)

         (목공실) 

       

        

(운전기사실)

(방호원실)

(기숙사)

팀장(부장)

차장

대리(전기기사)

대리

기관장(난방기사)

난방기사

난방기사

난방기사

난방기사

난방기사

난방기사

전기장(전기기사)

전기기사

전기기사

전기기사

전기기사

전기기사

촉탁(전기기사)

원예장(원예기사)

원예기사

목공기사

목공기사

촉탁(운전기사)

운전기사

방호장직무대리(방호원)

촉탁(경비)

촉탁(경비)

김  창  배

김  선  호

이  기  석

배  미  령

김  강  현

손  영  부

장  두  형

김  완  기

변  양  균

김  학  영

홍  성  진

허  재  욱

장  용  준

김  부  배

김  재  석

양  승  환

정  종  승

김  의  열

김  광  수

양  귀  승

최  덕  수

이  세  명

서  경  구

홍  성  준

이  인  화

정  영  민

김  유  택

기      획      처 평가감사실 차장

과장

김  주  영

이  경  미

전략기획팀 팀장(차장)

차장

대리

직원

오  현  준

이  승  희

김  지  영

박  상  희

예산기획팀 팀장(부장)

차장

직원

직원

조  선  미

양  경  선

전  재  정

장  가  현

발전협력팀 팀장(부장)

차장

대리

직원

정  혜  련

이  신  희

현  경  미

조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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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팀       명 직       위 성       명

대 외 협 력 처 국제교류팀 팀장(차장)

대리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이  주  희

송  의  정

송  수  영

최  소  영

전  수  연

김  보  경

엄  수  민

홍보실

홍보팀

팀장(차장)

차장

직원

직원

최  수  현

김  애  희 

박  경  준

송  윤  애

지  식  정  보  처 교수학습지원팀 팀장

대리

대리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촉탁

조  종  숙

부  유  미

신  영  수

손  혜  란

안  상  희

조  영  아

오  채  영

서  진  선

지식정보운영팀 팀장직무대리(과장)

대리

대리

통신원

통신원

촉탁(스노우개발부)

박  영  민

윤  휘  수

김  덕  현

정  동  혜

한  만  수

하  혜  숙

지식정보시스템팀 팀장(차장)

대리

대리

대리

대리

대리

최  광  서

오  도  석

조  오  형

이  선  화

정  지  영

이  윤  주

전 문 대 학 원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대리

직원

박  선  희

김  지  은

특  수  대  학  원 교학팀 팀장(부장)

차장

차장

대리

직원

직원

황  영  식

김  미  현

안  창  희

조  숙  희

이  지  윤

강  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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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팀       명 직       위 성       명

도      서      관 장서개발팀 팀장(부장)

차장

과장

대리

대리

박  성  희

박  경  희

윤  연  자

조  성  경

박  은  경

학술정보서비스팀 팀장(부장)

차장

차장

과장

김  화  경

김  수  연

김  명  신

박  지  은

학술정보관리팀 팀장(부장)

차장

과장

예  은  영

박  영  실

박  해  순

전자정보지원팀 팀장(차장)

부장

차장

대리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홍  동  표

정  동  진

최  은  주

홍  현  주

김  숙  희

김  영  자

문  옥  란

박      물      관 학예팀 팀장

과장

과장

이  현  숙

정  혜  란

홍  경  아

평  생  교  육  원 교학팀 팀장(부장)

과장

대리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서  점  철

유  경  숙

강  지  현

한  지  윤

지  혜  민

이  신  형

차  화  현

연 수 원 운영팀 연수원장(부장)

과장(전기기사)

대리(영양사)

조리사

난방기사

촉탁(방호원)

촉탁(방호원)

촉탁(방호원)

촉탁(위생원)

금  기  면

전  영  호

엄  진  아

강  기  수

정  명  우

조  인  희

공  홍  식

한  달  용

이  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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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팀       명 직       위 성       명

보 건 진 료 소 보건의사

부장

과장(간호사)

직원(약사)

정  을  순

김  택  형

이  은  경

강  희  진

기 숙 사 사감 권  오  복

Lingua Express

국 제 언 어 교 육 원

     교학팀 부장

직원

성  혜  진

배  동  진

취 업 경 력 개 발 원  취업경력개발팀 팀장(부장)

대리

대리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촉탁(취업지원관)

촉탁

이  정  숙

박  주  현

김  수  경 (휴직)

박  경  옥

이  지  현

강  소  영

강  혜  성

양  희  성

김  양  아

한 국 문 화 교 류 원 직원

직원

강  선  영

이  진  희

교 양 교 육 원  교양교육센터

 교양교육팀

팀장(차장)

대리

대리

직원

직원

직원

김  대  석

홍  소  연

김  희  경

신  민  경

유  수  경

김  용  범

영 상 미 디 어 센 터 대리

직원

직원

유  은  주

김  예  원

김  규  양

약  대  교  학  팀 대리

촉탁

이  현  경

최  지  연

공  동  기  기  실 대리 김  미  양

르 꼬르동블루-

숙명아카데미

     교학팀 촉탁(팀장)

직원

셰프

구매담당

통역담당

통역담당

통역담당

통역담당

홍보담당

홍  일  영

최  문  성 (휴직)

로랑 벨트와즈

양  진  호

홍  성  숙

황  춘  성

김  정  현

한  덕  화

양  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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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팀       명 직       위 성       명

르 꼬르동블루-

숙명아카데미

     교학팀 학사관리담당

강의준비담당

강의준비담당

강의준비담당

강의준비담당

강의준비담당

강의준비담당

강의준비담당

강의준비담당

김  샛  별

민  미  혜

유  창  경

김  경  덕

김  미  리

권  순  우

\권  지  은

이  상  열

최  수  연

한 국 음 식 연 구 원 학사관리담당

사무조교

사무조교

사무조교

사무조교

사무조교

사무조교

김  영  주

한  혜  영

나  정  란

유  진  아

이  나  영

최  은  정

김  형  섭

여 성 건 강 연 구 소 임상지원팀 팀장 김  주  영

음  악  대   학 촉탁(조율사) 유  구  영

학 생 군 사 교 육 단

교관

교관

행정관

배  병  관

백  현  식

김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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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대학이념)
본교의 창학이념은 정숙, 현명, 정대를 지향하는 여성교육과 민족의 정통성 및 주체성을 확립하는 민족

교육의 실현이다. 본교는 이러한 여성교육과 민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능력 있는 
여성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전인적이고 지도적인 여
성을 배출하고자 한다.

제 2조 (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 인류발전에 기여할 전인적이고 지도적인 여성배출이라는 

대학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주적이며, 봉사적이고 전문적인 여성을 양성하는데 있다.
제 3조 (명칭)
본교는“숙명여자대학교”라 칭한다.
제 4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길 52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입학정원

제 5조 (학제)

본교에 문과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경상대학, 음악대학, 약학대학, 미술

대학, 글로벌서비스학부, 영어영문학부, 미디어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숙명호스피탈리티경영전문대

학원) 및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정책·산업대학원,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음악

치료대학원, 국제관계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TESOL대학원, 사회교육대학원, 여성인적자원개발

대학원, 원격대학원)을 둔다. 단,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기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

제 5조의 2 (리더십교양학부) 

제5조 및 제6조의 대학 및 학부· 학과· 전공과는 별도로 리더십계발관련교과목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해 리더십교양학부를 둔다.  단, 리더십교양학부 하부기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조 (학과 및 학부의 편성과 입학정원)

① 각 대학의 학부 및 학과의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부ㆍ학과ㆍ전공에 소속된다.

③ 학부･학과･전공이 개편된 경우 개편되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개편 체제 시행학년도부터 4년간은 

개편 이전의 소속 학부･학과･전공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개편된 학부･학과･전공에 소속된다. 단, 

학부･학과･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명칭변경 시행시점에 해당 재적생의 소속을 변경된 명칭

의 학부･학과･전공으로 전환한다.

④ (삭제)

⑤ 각 학부에 별표 3과 같이 세부전공을 둔다. 

제 6조의 2 (입학정원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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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고등교

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학부 또는 학과별 총학생수는 각각 해당 학부 또는 학과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 위탁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제7호를 제외한 자 

3. 학사 편입학하는 자 

4.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73년 3월 17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5월 17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중 재입학하는 자

5. 특수교육대상자

6. 농ㆍ어촌지역의 학생

7.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

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8.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9.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및 자녀 

제 6조의 3 (계약학과)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

약에 의한 학부·학과·전공(이하 “계약학과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운영기간은 별표4를 따른다. 

③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학칙 제10조 내지 제11조와 해당 계약을 따른다.

④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14조 내지 제15조의 자격과 해당 계약 내용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⑤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는 학칙 제18조를 따르되,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⑥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칙 제30조를 따르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2.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

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한다.

⑧ 계약학과 등록금 등의 납부금의 최소 50% 이상은 산업체가 지원한다.

⑨ 산업체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원에 따라 학생자격

을 유지할 수 있다.

⑩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⑪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조 (학칙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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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칙의 변경은 심의 2주전에 변경안을 사전 공고하고 심의를 거쳐 공포한 후 시행한다. 

②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학칙 및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부속기관

제 8조 (부속기관 등) 
① 본교의 부속기관으로 (개정 2001.8.6)

1. 도서관 2. 박물관 3. 평생교육원
4. 연수원 5. 기숙사 6. 국제언어교육원(LinguaExpress)
7. 삭제 8. 숙명문화원 9. 취업경력개발원
10. 한국문화교류원 11. 교양교육원 12. 학생군사교육단

   을 두고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이과대학 부설기관으로 공학교육인증센터를 글로벌서비스학부 부설기관으로 숙명앙트러프러너십센터  

를, 약학대학에 부속 약초원과 부속 실습약국을 두고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 본교의 부설기관으로 

1. 보건진료소
2. 숙대신보사
3. 삭제 
4. 영상미디어센터 
5. 가정경영실습관
6. 학생생활상담소
7. 공동기기실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르꼬르동블루-숙명 아카데미 
12. 유아원  
13. 문신미술관  
14. 건강가정지원센터 
15. 성평등상담소
16.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 
17. 한국음식연구원

   를 두고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④ 본교의 부설연구기관으로 

1. 아시아여성연구소
2. 다문화통합연구소 
3. 건강ㆍ생활과학연구소
4. 약학연구소
5. 삭제 
6. 자연과학연구소
7. 삭제  
8. 경제경영연구소
9. 산업디자인연구소
10. 의약정보연구소

11. 삭제 
12. 아동연구소
13. 삭제
14. 지구환경연구소
15. 삭제 
16. 아태여성정보통신원 
17. 한국어문화연구소
18. 여성건강연구소
19.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
20. 법학연구소

  를 두고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업연한

제 9조 (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이상으로 한다. 단,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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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 이수한 학생(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생 제외)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1년(2학기)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졸업여건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복수전공 및 교직과정 이수를 위해 계속수학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총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 5 장 학년ㆍ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0조 (학년과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항의 학기 외에 하기방학과 동기방학 중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계절학기를 둘 수 있

다. 

제11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의 총 수업시간은 정규학기 수업시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12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하기방학, 동기방학, 창학기념일(5월22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6 장 입학과 등록

제13조 (입학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제14조 (입학자격)

각 대학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5조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구비하고, 해당 학부 또는 학과의 편입학여석이 있을 경우 총장이 정한 전

형을 거쳐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대학에서 68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2학년 수료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외의 대학에서 30 또는 60(약대는 35 또는 70)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3. 평생교육법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6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편입학과 학사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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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 내에서 허가한다. 단, 전적학과가 주․야간으로 전환되거나 모집단위의 소속 또

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부 및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하며, 폐지된 경우는 재입학을 허

가하지 않는다.

②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성적경고누적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2 제4호 해당자는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입학지원 서류와 수험료)

 각 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지원서와 총장이 따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제18조 (입학전형관리)

① 입학을 허가할 학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선발한다. 

②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하고, 특   

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의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

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③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모집단위, 모집인원,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 학생선발일정 등을 포

함한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④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총장이 정한 대학입학 지원방법과 등록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입학한 자에 대하여

는 그 입학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9조 (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당해 대학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행한다. 

제20조 (입학금 및 구비서류)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소정납입금의 납부,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21조 (개인정보제공)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사안내, 학생지도, 장학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전과) 

① 소속 학과(학부 또는 전공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전공 포함)의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학과(학

부· 전공)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단, 사범계학과(교육학부, 체육

교육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고, 약학부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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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23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 7 장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제25조 (휴학)

① 휴학하려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1회의 휴학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제한한다. 

③ 신입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07.6.18)

제26조 (복학)

복학은 해당학기 수업일수 1/4 경과 이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27조 (자퇴)

퇴학하려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28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절차를 밟지 않고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타교에 입학한 학생 

3.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 

4.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제29조 (복적) 

제적된 자라도 정상에 따라 총장이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제 8 장  교과ㆍ수업ㆍ학점 및 졸업 

제30조 (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교양과목에는 교양필수, 교양핵심선택, 일반교양선택    

과목을 두고, 전공과목에는 학부 또는 학과 성격에 따라 필수,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② 각 학부·학과·전공과정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연계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과목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과 공동개설,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학부·학과·전공과정외에 별도 연계전공을 설치하고 해당분야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신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를 위하여 특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⑦ 교과과정,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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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①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 제한학점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타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1조 (개설과목과 강의시간표) 

 매학기 개설교과목 및 강의시간표는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학부·학과·전공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이 이를 정한다.

제32조 (수업과 학점) 

①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교과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험, 실습, 실기, 체육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결강한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 (타 대학교 등에서의 수학기간 및 취득학점)

①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학칙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되,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교과목 구분별 졸업학점의 1/2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③ 특별한 경우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2

항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④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3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21학점(약학대학은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연간 39학점(약학대학은 4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기말의 평점평균이 3.70이상인 학생은 다음학기 취득기준학점 외에 3

학점까지 더 취득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에는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별과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18)

제34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140학점(약학대학은 162학점) 이상으로 하며, 그 중 교양과정과 전공과정

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6.14)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학생은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제35조 (제1전공 이수의무) 

① 학생은 입학 당시의 학부･학과･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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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제36조 (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 재학 중 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부전공을 제외한 전 학부·학과·전공과정과 연계전공과정을 복수전공으

로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② 복수전공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40조를 이행하여 합격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부ㆍ학과ㆍ전공의 학위

를 수여하고,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학 중 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부전공을 제외한 전 학부･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④ 부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산입하며,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⑤ 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학점 중 일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 (전공 심화과정) 

제38조 (연계전공) 

① 재학 중 각 연계전공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각 연계전공과정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사ㆍ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의 2 (학·석사 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하는 5년제 학·석

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자격기준과 운영방법은 학칙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8조의 3(공학교육인증과정)

①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수한 공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은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학적부,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제 증명서에 해당 과정을 기재한다.

③ 공학교육인증과정의 설치, 운영, 이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39조 (학년별 수료 및 진급) 

①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수료자에게는 별지 서식 제2호의 수료증을 교  

부할 수 있다. 

   제1학년 35학점 (약학대학은 40학점)

   제2학년 70학점 (약학대학은 80학점)

   제3학년 105학점 (약학대학은 120학점)

   제4학년 140학점 (약학대학은 162학점)

② 각학년의 진급은 성적취득학기에 준한다. 

   제40조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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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소요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각 과정별로 수  

료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졸업논문 또는 각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별도의 과제 단, 연계전공 

또는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그 해당 전공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2. 영어졸업자격시험

3. 정보능력인증

② 제1항 각 호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증만 교부한다.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0조의 2 (우수능력 인증제) 

① 영어 어학능력이 탁월한 자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우수능력 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41조 (졸업) 

① 본 학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40조 제1항의 각 호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별지 서식 제 1호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2의 학사학위를 해당학기 말에 수여한다. 

②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 해당자로서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과 총 평점평균이 3.70이상인 학생  

과,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로서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 3.50이상인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요건을 구비한 학생이 복수전공에서 졸업요건을 갖추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제41조의 2 (복수학위제) 

 본교와 외국의 대학교간에 협약체결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 장  시험과 성적 

제42조 (시험) 

① 각 교과목의 평가를 위하여 학기말시험, 중간시험과 수시시험을 실시한다. 

② (삭제) 

③ 영어인증에 관한 시험 및 그 외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43조 (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학생은 그 교과목의 시험 전후 1주일 이내  

에 절차를 밟아 결시계를 제출하고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② 추가시험은 해당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시하며, 그 과목의 학기말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 (결석에 대한 제재)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석할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제45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등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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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업성적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성 적 평 점 성 적 평 점 성 적 평 점 성 적 평 점

A+ 4.3 B+ 3.3 C+ 2.3 D+ 1.3

A0 4 B0 3 C0 2 D0 1

A- 3.7 B- 2.7 C- 1.7 D- 0.7

단, 교과목 성격에 따라 학업성적 평점을 P(합격)/F(낙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평점평균은 총 성적평점을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P/F로 평가한 교과목은 총 성적  

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 (취득학점의 인정)

①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D-급 이상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② 교육과정 개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의 경우, 그 성적을 포기하고 타과목으로 이수 하면 이  

를 인정한다. 단, 성적 포기는 C+ 이하인 과목에 한한다. 

③ 교육과정 개정으로 전공필수과목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전공선택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간의 중복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나, 복수전공 중 연계전공에 한해서 각 전

공 및 교양과정 학점 일부를 중복 인정한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이수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은 학부과정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학 ․ 석사 연계과정을 중도포기 하거나 탈락한 경우에는 학부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 (성적경고) 

① 학업성적이 열등한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과한다. 단, 졸업대상자 및 학칙 제6조의 2 제7호의 자는  

예외로 한다.  

② 매학기 학업성적평점 평균이 1.70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과한다. 

③ 재학 중 연속하여 3회의 성적경고(학사경고 포함)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제48조 (학점 및 졸업취소) 

①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② 졸업생으로서 전항의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한다. 

  

제 10 장  납 입 금 

제49조 (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시 입학금과 등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생은 해당년도 입학  

금의 1/2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복학자 및 휴학, 자퇴자의 납입금)

① 복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등록금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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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기 개강일까지 휴학, 자퇴가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학기  

개강일 다음날부터 휴학, 자퇴하는 학생 중 그 학기의 납입금 미납자는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실험실습비)

 실험과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 (납입금의 고지)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등록기간 전에 공고한다. 

제53조 (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6.14)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

  

제 11 장  장 학 금 

제54조 (장학금) 

① 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품행, 학업성적을 참작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등 

제55조 (위탁생)

①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③ 위탁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따른다.

제56조 (위탁생의 제적) (삭제)

제57조 (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으로서 각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8조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 인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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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시간제 등록생) 

 일반사회인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생정원 이외에 시간제 등록생을 전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60조 (선발인원)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를 선발한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사

범계학과와 약학부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61조 (지원자격) 

 시간제 등록생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62조 (전형 시기 및 방법) 

시간제 등록생은 필답 또는 면접고사를 거쳐 매학기 선발한다. 

제63조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등) 

 시간제 등록생의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이수시간, 수업방법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정규 학생이 

적용받는 규정에 따른다. 

1. 수업기간은 1개 학기로 한다.

2. 재등록, 연장등록 등에 의한 총수업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3. 시간제 학생의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4. 사이버 강좌 및 계절학기 개설 강좌의 수강은 허용하지 않는다. 

5. 복수전공과정 또는 부전공과정은 이수할 수 없다.

제64조 (등록절차) 

 시간제 등록생 합격자는 지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마치고, 신청학점에 의해 산정된 납부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제65조 (교과목 이수) 

 시간제 등록생은 매학기 12학점 이내에서 교양과목과 소속학부(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66조 (시간제 등록생 학위수여)

① 시간제 등록생이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지 서식 제3호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2의 학사 학위를 해당 학기말에 총장이   

수여할 수 있다. 

1.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 해당 학점 이수

2. 전공교육과정 60학점 이상 이수하고,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해당전공의 제1전공과정 졸업학점 이수 

(제1전공과정 졸업학점의 1/2 이상은 본교에서 이수)

3. 총 140학점 이상 이수 (이 중 본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

4. 전체 성적 평점 1.5 이상

5. 시행세칙으로 정한 해당전공의 졸업논문제 통과

② (삭제) 

제66조의 2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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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다음 1, 2, 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교양학점 30학점이상, 전공60학점이상, 총140학점이상을 

취득한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4. 학사학위소지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

우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한 자 

② 제1항 제3호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학점과 학점인정 등에 과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거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③ 학점인정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6 조의 3(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종류) 

학위의 종류와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 또는 학칙을 기준으로 한다. 

제 66 조의 4(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절차) 

① 제6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서식 제5호의 학사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 관련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심의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서식 제4호 학위증에 의한 학위를 수여

한다. 

  

제 14 장 공개강좌

제67조 (공개강좌) 

① 본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③ 공개강좌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직제, 재임용 및 재계약 

제68조 (직제) 

본교의 직제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의 2 (교원의 재임용)  

 본교 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 장  교 수 회 

제69조 (교수회) 

① 본교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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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학부·학과·전공교수회로 나눈다. 

②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한다. 단,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임강  

사를 출석케 할 수 있다. 

③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교수회는 학장이, 학부ㆍ학과ㆍ전공교수회는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총장은 대학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17 장  교무위원회 

제70조 (교무위원회) 

①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학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숙명리더십개발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대학원 및 부속 또는 부설기관의 장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학에 관한 주요사항 

2. 교수회 부의안건 중 필요한 사항 

3. 학칙 및 시행세칙 변경과 제반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관의 설치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 18 장  학생활동 

제71조 (총학생회) 

 학생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학칙에 준한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이하‘본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 (조직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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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활동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75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의 발행, 편집 및 배포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76조 (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교

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77조 (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19 장  포상과 징계 

제78조 (포상)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학생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9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대학 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 대상 학생은 소속대학 교수회의와 교무위원회에 징계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 교수회의 및 교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인을 출석시켜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20 장  산학협력기관 

제80조 (산학협력단) 

① 본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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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학교기업 설치) 

① 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숙명  

여자대학교 르꼬르동블루-숙명학교기업’(이하‘르꼬르동블루-숙명학교기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르꼬르동블루-숙명학교기업은 교지(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길 52번지)에 설치한다. 

③ 르꼬르동블루-숙명학교기업은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과 연계하여 서양음식점업 사업종목’을 사   

업 내용으로 한다.

제82조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르꼬르동블루-숙명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  

당 인정 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3조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②항,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장 자체평가

제84조(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전  

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2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85조(등록금심의위원회) 
 본교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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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①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②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제 3조 제 1항, 제41조 제 2항, 제3항의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제20조 제 1항, 제33조 제 2항, 제34조, 제
41조 제 4항의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학칙은 198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제34조는 198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9조의 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83학년도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  

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학칙에 의한다. 
③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1292호 83. 12. 30) 부칙 제 2항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13조 제 1항 및 제3항(학사경고 제적자와 중   
도수료자 및 재학년한 초과자 제외)과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3조는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1513호 84. 9. 22) 제 3조 제 3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등  

록 등으로 제적된 자가 제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 제 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12042호 1986. 12. 31)부칙 제 2항에 의거 학칙  

제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정원이 감축된 해당학과의 졸업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부 칙 8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87. 8. 29) 부칙 제 3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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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 중에서 제13조 제 1항 및 제 3항 (재학년한 초과자 제외)과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
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9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학칙 중 제 3조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입학정원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  

용하고 종전의 졸업정원은 1990학년도까지 유효하다.
2. 이 개정학칙 중 제35조 규정은 1991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1990학년도 이전의 졸업예정  

자 중 졸업정원에 포함되거나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졸업정원에서 제외되
고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3)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10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종전의 도서관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본다.
2. 학칙 제41조의 성적경고는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1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 (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 2조 제 3항 제 

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부 칙 12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미술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디자인과 학생으로 본다.

부 칙 1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중 제32조의 2의 복수전공규정은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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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되,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

을 적용한다. 

부 칙 22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2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1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0조 제2항 및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1997년 8월14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과 1997년  

8월14일 이후에 휴학한 학생 중 개강후 4주이내에 휴학한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4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8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7조(전공심화과정)의 규정은 1998학년도 졸업자(1999년 2월,8월졸업)에게는 적용하  

지 않는다. 
2. 제41조(졸업) 제2항의 규정은 2000학년도 이후 졸업자(2001년 2월이후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6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40조 제1항 2호는 2000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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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40조 제1항 2호는 2001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3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5조, 제6조, 제7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32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35조 제2항, 제36조 3항, 제37조, 제40조, 제1항3호는 2001년 3월이후 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34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제6조는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36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30조 제6항,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3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입학인원표 및 <별표2>학사학위 종류의 개정사항은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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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입학인원표의 개정사항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1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2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3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4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5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6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사항은 2005학년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회교육대학원 신설

은 특수대학원 학칙 해당사항의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47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1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단, 개정학칙 제5조 및 제6조 ①항의 별표 1 입학정원표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52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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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53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4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5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56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7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8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9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0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1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2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3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4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5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④항 20호 개정사항은 2007년 9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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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66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학 ․ 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67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입학인원표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시행하며, 각 전공별 입

학정원조정은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므로 6년제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재개 가능
시점에 타전공에 증원된 입학정원을 약대정원으로 모두 환원한다.  <별표2>학사학위의 종류의 개정
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시행한다.

부 칙 68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①항 10호 개정사항은 2009년 4월 20일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별표1> 입학인원표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시행하며, 각 전공별 입

학정원조정은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므로 6년제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재개 가능
시점에 타전공에 증원된 입학정원을 약대정원으로 모두 환원한다.

부 칙 69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0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① (시행일) 개정학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1항, 제35조, 제36조 3항, 제37조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5조, 제6조 제1항 <별표 1>, 제30조제 4항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0조 제1항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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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2004학년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문과
대학

인문학부(주) 380 인문학부(주) 380 인문학부 350 인문학부 350

․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학전공

․사학전공 ․사학전공 ․사학전공 ․사학전공
․한국사학전공 ․한국사학전공 ․한국사학전공 ․한국사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일본학전공 ․일본학전공 ․일본학전공 ․일본학전공
․문화관광학전공 ․문화관광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문화관광학부 80 문화관광학부 80
인문학부(야) 100 인문학부(야) 100 ․문화관광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야) ․불어불문학전공(야)
․르꼬르동블루외식경
영전공

․중어중문학전공(야) ․중어중문학전공(야)
․독어독문학전공(야) ․독어독문학전공(야)
영어영문학부(주) 100 영어영문학부(주) 10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부(야) 40 영어영문학부(야) 40
교육학부(주) 60 교육학부(주) 60 교육학부 60 교육학부 60
․교육학전공 ․교육학전공 ․교육학전공 ․교육학전공

․교육심리학전공 ․교육심리학전공 ․교육심리학전공 ․교육심리학전공

소계 680 680 610 610

이과
대학

자연과학부(주) 120 자연과학부(주) 120 자연과학부 70 자연과학부 70
․물리학전공 ․물리학전공 ․물리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화학전공 ․화학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부 60 생명과학부 60
수학․통계학부(주) 100 수학․통계학부(주) 100 수학ㆍ통계학부 100 수학 ․ 통계학부 100
․수학전공 ․수학전공 ․수학전공 ․수학전공
․통계학전공 ․통계학전공 ․통계학전공 ․통계학전공
정보과학부(주) 120 정보과학부(주) 120 정보과학부 120 정보과학부 120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85
․문헌정보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 35
․멀티미디어과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
체육교육과(주) 30 체육교육과(주) 30 체육교육과 30 체육교육과 30
무용과(주) 40 무용과(주) 40 무용과 40 무용과 40

소계 410 410 420 420

생활
과학
대학

가정․아동복지학부 80 가정․아동복지학부 80 가정․아동복지학부 80 가정ㆍ아동복지학부 80
․가족자원경영학전공 ․가족자원경영학전공 ․가족자원경영학전공 ․가족자원경영학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생활과학부(주) 90 생활과학부(주) 90 생활과학부 90 생활과학부 90
․의류학전공 ․의류학전공 ․의류학전공 ․의류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소계 170 170 170 170

<별표 1> 입학인원표 (2004~201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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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2004학년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정법
대학

정치행정학부(주) 80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법학부(주) 100
언론정보학부(주) 120
․정보방송학전공
․홍보광고학전공

소계 300

사회
과학
대학

정치행정학부(주) 80 정치행정학부 80 정치행정학부 80

․정치외교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
언론정보학부(주) 120 언론정보학부 120 언론정보학부(주) 120
․정보방송학전공 ․정보방송학전공 ․정보방송학전공

․홍보광고학전공 ․홍보광고학전공 ․홍보광고학전공

소계 200 200 200

법과
대학

법학부(주) 100 법학부 198 법학부(주) 198

소계 100 198 198

경상
대학

경제학부(주) 90 경제학부(주) 90 경제학부 110 경제학부 110
․경제학전공 ․경제학전공 ․경제학전공 ․경제학전공
․소비자경제학전공 ․소비자경제학전공 ․소비자경제학전공 ․소비자경제학전공
경제학부(야) 40 경제학부(야) 40
경영학부(주) 160 경영학부(주) 160 경영학부 180 경영학부 180
경영학부(야) 40 경영학부(야) 40

소계 330 330 290 290

음악
대학

기악과(주) 80 기악과(주) 80 기악학부 80 기악학부 80
․피아노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관현악전공

성악과(주) 30 성악과(주) 30 성악과 30 성악과 30
작곡과(주) 30 작곡과(주) 30 작곡과 30 작곡과 30

소계 140 140 140 140

약학
대학

약학부(주) 80 약학부(주) 80 약학부 80 약학부 80

소계 80 80 80 80

미술
대학

디자인학부(주) 100 디자인학부(주) 100 디자인학부 100 디자인학부 100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전공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건축디자인전공 ․건축디자인전공
공예과(주) 40 공예과(주) 40 공예과 40 공예과 40
회화과(주) 30 회화과(주) 30 회화과 30 회화과 30

소계 170 170 170 170

총계 2,280 2,280 2,278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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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학과 및 학부 입학정
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정
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문과
대학

인문학부 350 인문학부  370 인문학부 354  

․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문학부 80

․사학전공 ․역사문화학전공 ․역사문화학전공 역사문화학과 40

․한국사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프랑스언어 ․ 문화학전공 ․프랑스언어 ․ 문화학전공 ․프랑스언어 ․ 문화학전공 34

․중어중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중어중문학부 90

․독어독문학전공 ․독일언어 ․ 문화학전공
․독일언어 ․ 문화학전
공

독일언어 ․ 문화학과 25

․일본학전공 ․일본학전공 ․일본학전공 일본학과 40

․문헌정보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문헌정보학과 30

문화관광학부 80 문화관광학부  83 문화관광학부  84 문화관광학부 80

․문화관광학전공 ․문화관광학전공  43 ․문화관광학전공  44 ․ 문화관광학전공 40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
전공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
전공

 40
․르꼬르동블루외식경
영전공

40
․ 르꼬르동블루외식경
영전공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부  125 영어영문학부 122 

교육학부 60 교육학부 60 교육학부 60 교육학부 60

․교육학전공   

․교육심리학전공

소계 610  638  620 479

이과
대학

자연과학부 70 자연과학부  75 자연과학부  74 

․물리학전공 ․물리학전공 ․물리학전공 나노물리학과 24

․화학전공 ․화학전공 ․화학전공 화학과 50

생명과학부 60 생명과학부  65 생명과학부  61 생명과학과 50

수학 ․ 통계학부 100 수학 ․ 통계학부  105 수학 ․ 통계학부 100 

․수학전공 ․수학전공 ․수학전공 수학과 41

․통계학전공 ․통계학전공 ․통계학전공 통계학과 50

정보과학부 120 정보과학부  130 정보과학부 122 

․컴퓨터과학전공 85 ․컴퓨터과학전공  90 ․컴퓨터과학전공  86 컴퓨터과학부 75

․멀티미디어과학전공 35 ․멀티미디어과학전공  40 ․멀티미디어과학전공  36 멀티미디어과학과 40

체육교육과 30 체육교육과 30 체육교육과 30 체육교육과 30

무용과 40 무용과 40 무용과 40 무용과 40

의약과학과 20

소계 420  445  427 420

생활
과학
대학

가정ㆍ아동복지학부 80 가정ㆍ아동복지학부  85 가정ㆍ아동복지학부  82 

․가족자원경영학전공 ․가족자원경영학전공 ․가족자원경영학전공 가족자원경영학과 25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복지학부 60

생활과학부 90 생활과학부  95 생활과학부  94 

․의류학전공 ․의류학전공 ․의류학전공 의류학과 38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과 49

소계 170  180 176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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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학과 및 학부 입학정
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정
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사회
과학
대학

정치행정학부 80 정치행정학부  85 정치행정학부  84 

․정치외교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정치외교학과 39

․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 행정학과 37

언론정보학부 120 언론정보학부  127 언론정보학부 121 

․정보방송학전공 ․정보방송학전공 ․정보방송학전공

․홍보광고학전공 ․홍보광고학전공 ․홍보광고학전공 홍보광고학과 47

소비자경제학과 25

사회심리학과 25

소계 200  212 205 173

법과
대학

법학부 198 법학부 198 법학부 198 법학부 150

소계 198 198 198 150

경상
대학

경제학부 110 경제학부  115 경제학부 114 경제학부 85

․경제학전공 ․경제학전공 ․경제학전공

․소비자경제학전공 ․소비자경제학전공 ․소비자경제학전공

경영학부 180 경영학부 180 경영학부 180 경영학부 180

소계 290  295 294 265

음악
대학

기악학부 80 기악학부 80 기악학부 80

․피아노전공 ․피아노전공 ․피아노전공 피아노과 38

․관현악전공 ․관현악전공 ․관현악전공 관현악과 44

성악과 30 성악과 30 성악과 30 성악과 29

작곡과 30 작곡과 30 작곡과 30 작곡과 29

소계 140 140 140 140

약학
대학

약학부 80 약학부  0 약학부  0 약학부 80

소계 80  0  0 80

미술
대학

디자인학부 100 디자인학부 100 디자인학부 100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시각·영상디자인과 40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과 30

․환경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과 30

공예과 40 공예과 40 공예과 40 공예과 40

회화과 30 회화과 30 회화과 30 회화과 30

소계 170 170 170 170

독립
학부

글로벌서비스학부  48 글로벌서비스학부 43

․글로벌협력전공  28  ․ 글로벌협력전공 24

․앙트러프러너십전공  20  ․ 앙트러프러너십전공 19

소계  4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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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학과 및 학부 입학정
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학과 및 학부 입학정
원 학과 및 학부 입학

정원

독립
학부

영어영문학부 122

 ․ 테슬(TESL)전공 (24)

소계  122

독립
학부

미디어학부 64

소계  64

총계 2,278 2,278 2,278 2,278

※ 2009학년도 입학정원: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약학대학 입학정원 80명을 한시적으로 문과대학(인문학부, 문

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 전공, 영어영문학부), 이과대학(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수학 ․ 통계학부, 정보과학부 컴퓨터과

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 생활과학대학(가정 ․ 아동복지학부, 생활과학부), 사회과학대학(정치행정학부, 언론정보

학부), 경상대학(경제학부)에 각각 전환함.

※ 2010학년도 입학정원: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라 약학대학 입학정원 80명을 한시적으로 문과대학(인문학부, 문

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이과대학(자연과학부, 생명과학부,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멀티미디

어과학전공), 생활과학대학(가정 ․ 아동복지학부, 생활과학부), 사회과학대학(정치행정학부, 언론정보학부), 경상대학

(경제학부), 글로벌서비스학부(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에 각각 전환함.

※ 2011학년도 테슬(TESL)전공 (24)는 영어영문학부 122명안에 포함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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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사학위의 종류 
대학 학위종류 전�공 대학 학위종류 전�공

문과대학 문학사 한국어문학전공 경상대학 경제학사 경제학전공

역사문화학전공

삭제 경영학사 경영학전공�

삭제 음악대학 음악학사 피아노전공

관현악

프랑스언어� ․ 문화학전공 성악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작곡전공

독일언어� ․ 문화학전공 약학대학 약학사 약학전공

일본학전공 미술대학 디자인학사 시각·영상디자인전공

문화관광학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외식경영전공 환경디자인전공

미술학사 공예전공

교육학전공 회화전공

문헌정보학사 삭제 글로벌서비스 국제개발학사 글로벌협력전공

문헌정보학전공 학부 창업학사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영어영문 문학사 영어영문학전공

학부 테슬전공

미디어학부 미디어학전공

이과대학 이학사 나노물리학전공 연계전공 국제기구학사 국제기구전공

화학전공 문학사 국제한국어교육전공

생명과학전공 기업법무학사 기업법무전공

수학전공 마케팅조사분석학사 마케팅조사분석학전공

통계학전공 부동산학사 부동산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문학사 비서학전공

멀티미디어과학전공 문학사 상담학전공

의약과학전공

체육학사 체육교육전공 이학사 생물정보학전공

무용학사 무용전공 경영학사 세무회계학전공

생활과학대 문학사 가족자원경영학전공 이학사 의과학전문대학원예비과정

아동복지학전공 문학사 스토리텔링전공

이학사 의류학전공 문학사 중국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삭제 삭제

사회과학대 정치학사 정치외교학전공 국제통상학사 통상학전공

행정학사 행정학전공 문학사 공통사회전공

문학사 이학사 공통과학전공

홍보광고학전공 문학사 리더십전공

경제학사 소비자경제학전공 인재개발학사 인재개발전공

문학사 사회심리학전공 * 안보군사학전공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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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 세�부�전�공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중어중문학부

중어학전공

중문학전공

통번역전공

교육학부
교육경영전공

교수학습전공

이과대학 컴퓨터과학부
컴퓨터과학심화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보육·교육전공

아동심리상담전공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글로벌경제전공

금융경제전공

약학대학 약학부

약학전공

임상약학전공

산업약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영미문학전공

영어학전공

통번역전공

미디어학부

엔터테인먼트미디어전공

미디어저널리즘전공

영상콘텐츠전공

명칭 입학정원 학위명 운영학과 운영기간

산업약학과 3명 약학사 약학부 2011.3.1~계약종료시까지

<별표 3> 학부별 세부전공 

<별표 4>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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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납입금 반환 기준
1. 당해학기 개강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

금 및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강일 다음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록금은 아래 각 

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사유�발생일 공제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2주이내 - 등록금�전액

학기개시일�2주�경과한�날로부터

학기개시일�30일�경과�전
등록금의�6분의�1�해당액 등록금의�6분의�5�해당액

학기개시일�30일이�경과한�날부터

60일�경과전
등록금의�3분의�1�해당액 등록금의�3분의�2�해당액

학기개시일�60일이�경과한�날부터

90일�경과전
등록금의�2분의�1�해당액 등록금의�2분의�1�해당액

학기개시일�90일�경과�후 등록금�전액 반환하지�아니한다.

3. 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는 교내장학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금 
총액대비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부족시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삭제)
5. 반환금 계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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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국어국문학 - 심화과정 (문학사)
물리학 (이학사)
중국학 (문학사)

                        부 전 공    영어영문학

20   년    월    일

숙 명 여 자 대 학 교

총     장  ○ ○ ○ 박사  ○ ○ ○ (인)

  학위번호 : 숙명여대0000  (학) 0000

� (서식�1)�학위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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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국어국문학 - 심화과정
물리학
상담학전공

부 전 공    영어영문학

20     년       월      일

숙 명 여 자 대 학 교

총    장   ○  ○  ○  박사   ○  ○  ○  (인)

(서식 2) 수료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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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국어국문학 - 심화전공(문학사)
                                      

                           

20   년    월    일

숙 명 여 자 대 학 교

총    장   ○ ○ ○ 박사    ○ ○ ○  (인)

학위번호 : 숙명여대  학점0000 (학) 0000

� (서식�3)�시간제�등록생�학위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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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피부미용학 (가정학사)

20   년    월    일

숙 명 여 자 대 학 교

총    장   ○ ○ ○ 박사    ○ ○ ○  (인)

학위번호: 숙명여대  학점0000 (학) 0000
   

(서식 4)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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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전        공

주       소 (우편번호     -     )

학  점
사  항

총   학   점
교양과목

학점

전공과목학점
일반선택
과목학점본교

취득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등 및 학칙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사학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5)�학점인정�등에�의한�학위신청서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97

- 97 -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학칙 중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 등록 및 졸업

제 3조 (원서접수)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학사편입학 포함)을 지원하는 자는 편입학원서를 소정기일까지 입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6주전까지 재입학원서를 학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05.2.1)
제 4조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① 편입학은 2,3학년에 한한다.
② 편입학자 및 학사편입학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제 4조의 2 (재입학)
① 제적자 또는 수료자에 대한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 내에서 학부·학과의 전형을 거쳐 허가한다. 단, 성

적경고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 및 성적경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5조 (학력조회)
편입학자(학사편입학 포함)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 학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 6조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의 전적교 학점인정은 편입학 한 학기별로 3학기 35(약대40)학점, 4학기 52(약대60)학점, 5

학기 70(약대80)학점 범위 내에서 각 전공 및 교양과목의 동일유사과목에 한해 인정하되, 전공별 최
소졸업학점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여 학점이 있을 경
우, 이를 위의 기준학점 내에서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이를 산입한다. 

② 학사편입학자는 학사편입학과의 제1,2학년과정 70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학사편입학자는 재학 중 제1전공 교과과정에서 60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제1전공의 전공기준학점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전공기준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해도 
이를 인정한다. 

제 7조 (등록절차) 
① 총장은 학생의 매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학기개시 15일 이전에 학생에게 통

지한다. 
②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한다. 
1. 1학점~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2. 4학점~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3. 7학점~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4. 10학점~12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5. 13학점이상은 등록금 전액 
③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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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조 (졸업) 
일반 졸업, 조기졸업, 복수전공 졸업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의 졸업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은 졸업

예정학기에 소정의 졸업신청서를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단, 제34조의 계속수학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계속수학을 학기 중(휴학포함) 포기할 경우 
소정의 졸업신청서를 6,12월말까지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① 일반졸업의 자격 
1. 8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취득학점이 140(약대 162)학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학칙 제40조를 이행하여 

합격한 학생 (개정 2010.12.6)
2. 전학년을 통한 성적 평점평균이 1.70이상이면서 취득학점 내용이 <표1>졸업학점배정표, <표2>교양필

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에 정한 제1전공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 (개정 2007.6.4./ 2010.12.6) 
② 조기졸업의 자격 
1.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 학생을 제외한 6학기 이상(학ㆍ석사연계과정이수자는 7학기 이상)의 재학생으

로서 140(약대 16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칙 제40조를 이행하여 합격한 학생 
2.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과 총 평점평균이 3.70이상, 또는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로 학업성적 총 평점

평균이 3.50이상 이면서 취득학점 내용이 <표1>졸업학점배정표, <표2>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
에 정한 제1전공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 (개정 2007.6.4)

③ 복수전공졸업자격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한 학생. 단, 제1전공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단서조항
신설 2007.1.31)

④  (삭제 2009.7.6) 
제 9조 (우등생) 
① 졸업우등생 : 본교에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로서, 학교생활에 성실하고, 전체 

이수 과목 성적이 우수한 자는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졸업시 총 평점평균 3,70 이상인 학생은 학적부에 졸업성적우수자로 기재한다. 
③ 학기우등생 : 매학기 15학점(4학년은 12학점)이상 이수하고 각 대학 또는 학부·학과·전공에서, 성적

이 우수한 학생은 “최우등생(총장상)”,“우등생(학장상)”으로 매학기 표창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 3 장  전공 이수

제10조 (제1전공, 복수전공 등 이수) 
① 학생은 소속 학부 ‧ 학과 ‧ 전공에서 운영하는 제1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과정 이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을 매학기 지정기간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1조 (세부전공 운영)
① 학부에 둔 세부전공은 세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재학 중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세부전공은 졸업 시 학적부와 학위증서에 기재한다.
③ 세부전공 이수 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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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졸업학점 배정)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배정은 <표1>과 같다.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 기준은 입학년도의 학점기준에 따른다. 단,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에 따른다. 
제13조 (교과목의 이수) 
① 교육과정은 전공주임의 지도에 따라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다.단, 교양필수과목 및 교직

과목은 학년별로 이수한다.  
② 졸업학점 배정표의 교양필수, 교양핵심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교과구분별로 정한 기준 학점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학칙 제30조 제6항에 의한 특별과정의 교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의 학수번호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교양과목의 학점취득)
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 교양핵심선택, 일반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표2>와 같이 이수해야 한다. 단,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시각․청각․언어 장애학생은 교양필수 및 교양핵심선택 과목을 타 교양과목으
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②교양체육(체육위원회 주관과목)의 이수학점은 최대 6학점으로 한다. 
③ 모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일반교양선택영역의 학점으로 인정되나,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이수할 경우에 한해 교직과정 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 
④ 교양과목 총 이수학점은 68학점 이내로 한다. 단,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교과목의 설정과 개설) 
① 교양교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양교육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② 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해당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 회의와 학사 ․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③ 각 연계전공과정의 설치는 학사 ․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하

며, 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연계전공 주임이 주요 관련 교수로 구성한 연계전공운영위원회의 합의
를 거쳐 제2항과 같이 정한다. 

제17조 (교육과정의 적용) 
학생은 재학당시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조 (교육과정 적용의 특례) 
① 교육과정 개정이전에 입학 및 편입학한 학생이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양 및 전공필수과목과 

학부기초과목 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타과목으로 보충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정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목을 이수할 때는 이를 개정교

육과정의 해당영역(교양, 전공, 교직 등)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6.1.1) 
  

제 5 장  수 업

제19조 (강의시간표)
교무처장은 다음 학기 각 전공 개설교과목의 강의시간표를 종합하여 개강 1개월전에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하며 각 교시별 시작 및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1교시 - 08:00~08:50     9교시 - 16:0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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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09:00~09:50    10교시 - 17:00~17:50 
3교시 - 10:00~10:50    11교시 - 18:00~18:50 
4교시 - 11:00~11:50    12교시 - 18:55~19:45 
5교시 - 12:00~12:50    13교시 - 19:50~20:40 
6교시 - 13:00~13:50    14교시 - 20:45~21:35 
7교시 - 14:00~14:50    15교시 - 21:40~22:30 
8교시 - 15:00~15:50
제21조 (폐강) 
매학기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폐강한다. 단,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일부 폐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양과정 일반교과목 ; 30명 미만 
② 교양과정 외국어 과목 ; 20명 미만 
③ 외국어회화과목 및 전공과정 과목 ; 10명 미만 
제22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최종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
고를 한다. 

②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최저 2학점에서 21(약대 24)학점까지로 연간 39(약대 45)학점 이내로 한다. 
단, 전학기에 성적 경고를 받은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18(약대 20)학점 이내로 한다. 

③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0이상인 학생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하여 24(약대 
2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④ 사회봉사, 교육봉사, 취업설계, 멘토프로그램 과목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않
는다.  

⑤ 수업시간이 동일교시에 중복된 교과목은 이중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⑥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C+이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희망에 따라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음악대학의 실기 과목은 F학점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⑦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삭제)
제23조 (수강신청 지도) 
지도교수는 학생이 졸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며, 성적경고자와 조기졸업 예정자는 

구분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 
① 수강신청변경은 개강 후 지정한 기간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5주째에 인트라넷 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방법

으로 포기과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그 성적은 낙제(F)로 
처리된다. 

제25조 (학사력) 
교무처장은 다음 학년도의 수업계획을 학사력으로 작성하여 시행 1개월 전까지 발표한다.
제26조 (강의계획서 및 출석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강의 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며, 학생들은 이를 조회, 출력하여 수강신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강의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출석부를 출석할 수 있다.
제27조 (휴․보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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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학부장·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
하고, 해당 학기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제28조 (출석 점검 및 인정)
①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서(체육특기자는 공식대회 참가 기록첨부)

를 제출케 하여 참가기간 중 해당교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제29조 (교외수업)
교외수업은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강의계획서에 없는 교외수업은 실시 2주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전공심화 과정) (삭제)
제31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 학생은 사범계학과 및 약학, LCB외식경영을 제외한 모든 전공과 연계전공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

수하여 해당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생은 LCB외식경영전공, 약학전공, 연계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자는 해당전공교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부기초과목이 있을 경우 이를 포
함할 수 있으며 예체능계는 특정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
한다. 

④ 편입학생의 전적교 인정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삭제 
제32조 (연계전공) 
① 학생은 재학 중 각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교과목을 매학기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② 각 연계전공은 관련 학부·학과 및 전공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과정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

하면 이를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③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 연계전공 해당 과목이 있을 경우, 연계전공과 제1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 

교양과목 사이에 최대 9학점(공통과학, 공통사회는 15학점)까지 중복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의 2 (학·석사 연계과정) 
①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는 5 또는 6학기말에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선발한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격은 5학기까지 98(약대 114)학점 이상 또는 6학기까지 119(약대 135)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이상인 자로 한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6~7학기에 석사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석사학위과정 교과목(학기

당 6학점이내) 중 6내지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가 대학원 제1학기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기졸업을 유보한

다.
⑥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계과정에서 제외한

다. 
  

제 6 장  정규학기외 학점취득 

제33조 (교양교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삭제)
제33조의 2 (입학 전 특별과정 이수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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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학 전에 국내 ․ 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어학연수 포함)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은 12학점(어학연수 2학점 포함) 범위 내에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
정할 수 있고, 교직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입학 전 특별과정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4조 (계속 수학)
① 졸업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 중 복수전공과목을 1/2 이상 이수한 자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계속수학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계속 수학할 수 있다. 
② 약대 학사편입학생의 경우, 약사고시 관련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계속수학을 승인할 수 있다. 
제35조 (계절학기의 개설) 
① 학칙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절학기를 개설코자 할 때에는 개설할 교과목명, 학점, 개설 일자, 등

록요령 등을 사전에 공고한다. 
② 계절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③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휴학자 포함)은 소정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회봉사, 

교육봉사, 기업체현장실습 및 평생교육실습은 학점취득에 따른 납부금에 포함시키지 않되, 9학기 이
상 등록자의 경우에는 납부금에 포함한다. 

④ 계절학기에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학기의 평점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누계평점 산정에는 
포함된다.

제 7 장  교직과정

제36조 (사범계학과의 교직과정 이수) 
① 사범계학과 학생은 별도 선발절차 없이 다음 각호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표7-1>교직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분야) 및 인정교과목표」에서 정한 해당 표시과목별 인정교과

목 모두(개정 2008.11.24)
2.「<표7-2>교과교육영역 과목표」에서 정한 과목 모두 (개정 2008.11.24)
3.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단, 위1호  및 2호 중 당해 전공과목의 학점은 포함한다. (개정 2008.11.24)
4. <표6>교직과목표에서 정한 교직과목 모두. 단 교육학 전공자는 교직이론 과목(14학점)을 교과목이 일

치하거나 유사한 전공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은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한
다. 

② 교육학부 학생이 전공이외의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사범계학과 학생이 제38조에서 정한 교직설치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교
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단,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검정 지침에 따라 발급수량을 제
한한다. 

④ 교원자격증 추가취득에 필요한 복수전공은 위 제1항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준하여 이수한다. 
⑤ (삭제)
제37조 (비사범계학과의 교직이수)
① 비사범계학과 중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생으로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제36조 제1항의 규

정에 준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위의 교직이수예정자가 <표 7-1>에 표시된 교직설치전공을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하면 해당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③ (삭제)
제38조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의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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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설치 학부ㆍ학과ㆍ전공 교원자격증 종류

한국어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 ‧ 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일언어 ‧ 문화학과, 

일본학과, 문화관광학전공, 나노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컴퓨터과학부, 가

족자원경영학과, 의류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부, 경영학부,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

과, 작곡과, 산업디자인과, 공예과, 영어영문학부, 공통과학연계전공, 공통사회연계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

급)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아동복지학부 유치원 정교사(2급)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①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 및 해당 교원자격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 학생으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정 기간 내에 소속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접수한 후 인성, 적성 및 성적을 고려하여 학
칙 <별표1> 입학인원표에서 정한 학부·학과·전공의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의 별도 승인인원을 교직
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하고,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한다.  

④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선발시에 정한 전공과정의 교직 이수기준학점을 마치지 못했을 경
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이미 이수한 교직과목 학점은 일반교양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는 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의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사범계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⑥ 공통과학연계전공은 나노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교직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공통사회연계전공은 역사문화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부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교직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39조 (자격증 수여) 
① 사범계학과 학생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평

점 환산점수가 100분의 7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자격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교직설치전공을 복수전
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전공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초·중등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학사편입자가 제38조 제1항 제1호의 해당전공을 제1전
공으로 이수하고 제1항 요건을 구비하면 해당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삭제)

제 8 장  평생교육사 자격과정 

제40조 (평생교육사 과정) 
① 평생교육사 과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졸업시에 평생교육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였을 경

우 이를 인정한다.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표8>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과목표에서 정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2급은 30학점 이상, 3급은 21학점 이상)으로 이수하고,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③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제6학기 이후 현장실습 인정 기관에서 4주간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
로 한다. 

④ 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가산되며,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
야 한다.

⑤ 학사학위 취득 후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하여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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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 9 장  시험과 성적

제41조 (시험의 주관) 
① 영어졸업자격시험, 영어우수능력인증 시험은 교양교육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2조 (성적평가)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 과제물, 기타학습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다음의 성적평가기준표 및 성적등급

별 분포표에 준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의 성격상 상대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전공교
과목으로서 20명 이하의 소수 수강교과목과 체육특기자, 장애학생 및 타교교환학생은 절대평가를 적
용할 수 있으나 A등급(A+,A0,A-) 분포는 해당 과목 수강인원의 50% 이내로 한다.

     <성적평가기준표>

성적 평점 점수 성적 평점 점수
A+ 4.3 97~100 C+ 2.3 77~79
A0 4.0 94~96 C0 2.0 74~76
A- 3.7 90~93 C- 1.7 70~73
B+ 3.3 87~89 D+ 1.3 67~69
B0 3.0 84~86 D0 1.0 64~66
B- 2.7 80~83 D- 0.7 60~63

F 0.0 59이하

 
<성적등급별 분포표> 

등 급 분 포
21명 이상 수강하는 교양 이론과목 

및 전공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 교양과목 또는 

20명 이하 수강하는 교양 이론과목

A+, A0, A- 30% 이내 40% 이내

A+, A0, A-와
B+, B0, B-의 합

70% 이내 90% 이내

C+, C0, C- 와
D+, D0, D-의 합

50% 이내 50% 이내

F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가: 21명 이상 수강하는 교양 이론과목
나: 21명 이상 수강하는 전공 이론과목 
다: 교양과목으로 20명 이하 수강하거나 교양실습/실기 교과목
② (삭제 2010.12.6.)
③ 성적평가가 P/F인 과목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및 누계평점평균성적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

다. 
④ 교환연수대학의 방학 중 어학연수 및 기업연수 성적평가는 P/F(합격/불합격)로 표시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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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10) 
⑤ 교환연수, 복수학위과정, 위탁연수에 의한 타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성적 인정은 1또는 2학기 단위로 

취득성적을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학기 및 누계성적에 산입한다. (개정 2005.2.1) 
⑥ 학점교류에 의한 타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성적 인정 평가는 과목별 취득 학점을 본교 기준으로 환산

하여 제5항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⑦ 매학기 실수업 시간 수의 1/4 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⑧ 재수강 교과목의 최초 성적은 무효로 처리되며, 재수강 교과목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⑨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이 교육과정 개정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매학기 말 시험기간에 해당 과

목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단, 학점 포기는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에 한한다.
⑩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수강신청학점 포함)한 학생은 최종학기 수강신청 확정 후 지정기간

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교과목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⑪ 성적평가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제43조 (평점평균의 산출)
평점평균은 총 성적 평점 누가치를 그 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평점평균산출 표(예) >

과 목 성 적 학 점 평 점 평점계 평점평균

국 어 A0 2× 4 8

52.1÷18=2.89

․ C+ 3× 2.3 6.9

․ B- 3× 2.7 8.1

․ B0 3× 3 9

․ C0 3× 2 6

․ A- 3× 3.7 11.1

․ B0 1× 3 3

계 18 52.1

제44조 (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 응시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진단서
2. 친족사망 등 상고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
② 결시계를 제출한 학생의 성적은 수시시험, 학기말시험 또는 과제물 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제45조 (성적표 입력 및 제출)
①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교과목 성적을 산출하여 전산 입력을 마쳐야 

한다.
② 성적은 담당교수의 성적 입력 종료직후 10일간의 성적 정정기간에 학생에게 전산으로 공개된다. 
③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기간에 학생으로부터 정정신청을 받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직접 정정할 수 있

다. 단, 상대평가 해당과목일 경우 성적 정정 시에도 상대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담당교수는 성적 정정기간을 거쳐 성적을 확정한 후 성적채점표를 출력하여 답안지와 함께 1년간 보

관하고 출석부는 학자지원팀에 제출하여 1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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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적이 입력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은 성적확정 시 F로 처리된다. 
⑥ 담당교수는 성적확정 이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제46조 (성적 확인 및 정정절차)
① 학생은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반드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성

적 정정을 직접 혹은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7조 (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① 시험 중 부정행위 등 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벌을 한다. 
1. 해당 학기 전과목 학점 무효: 대리시험자, 대리의뢰자 및 시험답안지를 바꾸거나 사전에 계획 하에 

집단으로 백지답안 또는 시험거부를 한 학생
2. 해당학기 해당과목의 학점 무효: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학생 또는 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② 본 규정에 의한 처벌은 감독교수의 경위서와 증거물에 의하여 교무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벌한

다.
제48조 (성적경고) 
① 교무처장은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상황을 소속 학장 및 학부장·학과장에게 송부

한다. 
② 지도교수는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을 면담하고 등록, 수강신청 및 학습에 관련하여 특별지도를 하여

야 한다. 
③ 성적경고는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49조 (졸업논문 및 영어졸업자격시험) 
① 졸업논문(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어학능력시험 등)은 <표9>와 같이 시행하며, 시행방법

을 변경할 경우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졸업논문의 신청자격은 학칙 제39조에서 정한 3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전공 이수학

점이 졸업전공학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졸업논문 시행 및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자는 학기 초 졸업논문제 신청기간에 해당전공별 졸업논문제를 인트라넷

으로 신청해야 한다. 
2.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소속 교수 합의에 따라 매학기 졸업논문제 신청기간 종료 후 전임교수 중

에서 전담교수를 배정한다. 
3. 전담교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전공 이수 최종학기 내에 논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전

담하여 지도한다.
4. 졸업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전담교수의 지도에 따라 공동연구도 허용할 수 있다. 
5.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은 졸업논문의 심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마친 후, 학기말 시

험 이전까지 심사위원 명단과 함께 심사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한다. 
④ 영어졸업자격시험은 <표10> SMU-MATE 또는 G-MATE로 실시하며, 졸업 2개월 전까지 통과하여

야 한다. 
⑤ 정보능력인증은 <표11>정보자격증의 종류에 명시된 자격증 중 하나를 졸업 2개월 전까지 제1전공사

무실에 제출한 자에게 부여한다. 
⑥ 졸업논문, 영어졸업자격, 정보능력인증은 P/F(합격. 불합격)로 하며 학적부에 기재한다. 
⑦ 학사편입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입학당시 기준임),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시각ㆍ청각ㆍ언어장

애학생, 시간제등록생은 학칙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⑧ 졸업논문 등에 불합격한 자, 영어졸업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자, 정보능력인증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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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수료증을 교부한다. 단, 수료 후 2년 이내에 이를 필할 경우에
는 해당 학기 말에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⑨ (삭제)
제49조의 2 (우수능력 인증제)
① 영어우수능력 인증제는 <표10>과 같이 시행하며, 이를 취득한 학생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인증서를 

교부한다. 
② 영어우수능력 인증서를 취득한 학생은 제49조 제4항을 필한 것으로 한다.

제 10 장 학적변동

제50조 (전과) 
① 학칙 제22조에 의한 변경(이하‘전과’라 한다)은 재적 중 1회에 한해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1. 전형은 매년 11월 중순경에 실시하며, 지원서는 소속 학부장·학과장,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팀

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과 지원자격은 2, 3, 4학기 재적생에 한하며, 해당 학부·학과·전공 입학정원 20% 이내(사범계학과

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한다. 
② 전과 전형은 각 학부·학과·전공 교수회의가 결정한 전형방법에 따라 지정한 기일에 학부·학과·전공에

서 실시하며, 각 학부·학과·전공은 전형 실시 전학기에 반드시 세부적인 전형방법을 확정하여 발표하
여야 한다.

제51조 (휴학 및 휴학연장) 
① 학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개시 전월 14일부터 학기말고사 시작전일까지 

휴학하여야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시작 전일로 한다. (개정 2007.2.8)
②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개강이후 휴학하는 학생은 학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납입금 일부를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신입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 등 긴급한 사유로 장기간 수학

불능의 사정이 있어 특별히 휴학하고자하는 학생은 휴학원과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서
비스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8/ 2007.6.18)

④ 재학생이 휴학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개정 
2007.2.8) 

1. 휴학 시작일 부터 학칙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 전액 반환기간까지는 인트라넷으로 휴학을 신청
하여 한다.(신설 2007.2.8)

2. 학칙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 전액 반환기간 다음 날부터 휴학종료일까지는 휴학원을 학생서비
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8)

⑤ 휴학연장을 하고자하는 학생은 제4항의 절차를 마쳐야한다. 개강 이후 휴학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2.8 - 제5항삭제 제6항을 항번호변경)

제52조 (복학)
복학하려는 학생은 인트라넷 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복학신청을 한 후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학생은 학적부 주요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

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장 시간제 등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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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전형 및 지원절차)  
① 시간제 등록생은 각 대학 학부·학과별로 선발한다. 
② 시간제 등록생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출신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3.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제55조 (합격취소)  
시간제 등록생 합격자라도 다음 사항 해당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소정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학생 
2. 지원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학생 
3. 대학에 재적중인 자 
4. 기타 수학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 
제56조 (연속수강)
시간제 등록생이 동일전공으로 다음 학기 연속수강을 원할 경우, 학기말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

속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전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 (시간제  등록생의 교과이수) 
시간제 등록생의 이수 과목은 별도 개설하지 않으며, 매학기 개설되는 교양과목 및 소속 학부·학과·전공 

전공과목을 수강여석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단,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과목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58조 (시간제 등록생의 성적평가)
시간제 등록생의 성적평가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F학점을 받은 과목 및 학점은 성적증

명서에서 삭제한다. 
제59조 (시간제 등록생의 학적관리)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학적을 별도 관리하며, 학년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60조 (시간제 학생증 및 증명서 발금)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해당학기 학생증과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1조 (삭제)
제62조 (학칙 준용)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2 장  타 대학교 등에서의 취득학점인정 

제63조 (교환연수, 학점교류, 특별수강, 위탁연수, 복수학위과정의 정의) 
① 교환연수는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대학교 간에 공식으로 학생을 상호 파견하여 정규학기

(계절학기 포함)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학점교류는 교류협정을 맺은 본교와 국․내외 타대학교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규학기 및 계절

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별수강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타대학교의 학생이 본교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탁연수란 특정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간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교과목

이나 실습 등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복수학위과정이란 본교와 외국의 대학교간 의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70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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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인정하여 각 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그 인원은 연간 25명으로 한다. 
제64조 (교환연수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 (교환연수범위) 
본교가 파견하는 교환연수의 범위는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대학교의 정규 학부 과정이

나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의 부설 어학원에 한한다. 
제66조 (교환연수등록 및 비용) 
①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중 매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학술

교류협정서에 따라 파견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해당학기를 수업년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본교와 체결된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체의 비용 등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67조 (교환연수 수강과목) 
교류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교양핵심선택, 일반교양선택,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만 인정하고, 교

양필수 및 교직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68조 (교환학생의 의무) 
① 교환학생은 지정된 대학에서 제74조 제3항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환학생은 교환(자매)대학에서 수학하기 전에 교과목 이수에 대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장·학과

장·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교환학생은 교환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소정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69조(교환학생의 신청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에 준한다. 
1. 제2학기 이상의 재학생 및 휴학생 
2. 재학기간 중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학생 
3. 유학국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4.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학생 
5.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제70조 (교환연수의 신청) 
교환연수를 지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기일 내에 대외협력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학생 지원서 1부. 
2. 해당 학부·학과 지도교수추천서 1부. 
3.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학부모 동의서 1부.
제71조 (교환연수학생 선발 및 파견) 
① 대외협력처는 성적과 어학실력 등을 기준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환연수학생을 선발

하고,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환연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해당대학에 파견된다. 
제72조 (교환학생의 표시) 
교환학생으로 등록을 필한 학생은 학적부에‘교환학생’으로 표시한다. 
제73조 (교환연수학생 활동 및 지도) 
교환학생의 활동 및 지도는 교환연수대학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교환연수대학의 학칙을 따른다. 
제74조 (교환연수, 복수학위과정, 위탁연수 학점의 인정) 
① 교환(복수학위과정, 위탁연수 포함, 이하 같음)학생은 수학기간을 마친 후 교환연수학점 인정신청서

에 해당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공 학점 인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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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해당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1) 
② 교환학생의 연수학점은 국내 및 국외를 포함하여 재학 중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본 대학 교과

목 영역에 따라 각 각 인정할 수 있다. 
③ 교환연수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20(연간 36)학점이내에서, 방학기간의 어학연수는 6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④ 교환연수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어학연수 취득학점은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정한다. 
제75조 (학점 교류 수강신청 절차) 
①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하는 수강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학점수 제한 및  수업료 납부,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본교와 해당대학교 간

에 맺은 학점교류협정을 따라야 한다. 
제76조 (학점교류 취득 학점 인정) 
학점교류에 의해 타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별로 일괄 교부하는 성적표에 의해 제42조 제6항에 

따라 인정한다. 
제77조 (특별수강신청 절차) 
①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개설과목 수강을 원하는 특별수강 대상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허가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수강 대상자중 타대학교 재학생은 수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소속대학 재학증명서 1부
2. 수강신청 해당 학부장·학과장·전공주임 확인서 1부(외국대학 재학생은 국제교류팀 확인서 1부)
③ 수강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정기간에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강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 (특별수강 학점)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특별수강 학점은 제한하지 않으며,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생에 준한다. 
제79조 (특별수강학생 의무) 
특별수강학생은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본교 수업 및 학생활동에 지장을 준다

고 판명될 경우 수강기간 중에도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특별수강학점 증명서 발급) 
특별수강 학점에 대해서는 특별수강 성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칙 제30조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98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1학

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이 규정 제8조 제2호는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조기졸업 기준

은 4.00이상인 자라야 한다.
3. 이 규정 제18조 제6항의 재수강은 198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이 규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능력별 학점취득(조기졸업)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 제30조 제1항의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초과학점 취득기준은 전학기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라야 한다. 
6. 이 규정 제37조의 성적평가방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의 성적평가방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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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규정 제43조(학사경고)는 198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8. 이 규정 제44조의 유급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8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제9조 제2항은 198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학사경고 기준은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0 미만인 자로 한

다. 
(3)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제8조 3호의 졸업자격기준과 제16조 제3항의 단서 및 제42조 성적경고 기준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 제7장 제33조는 198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16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5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7)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5)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제 17조 제 2항 대상 제외)은 제 12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해당 구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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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교양교과과정을 적용
하되 교양계열선택에서 교양필수로 지정하여 이수케 한 것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④ (경과조치) 제22조 제10항, 제31조, 제32조, 제40조는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 다. 
(16)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8년 8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8조(졸업)제2항은 2000학년도 졸업자(2001년 2월,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2. 제15조(교양과목의 학점취득) 제2항은 1996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7조(교육과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1998학년도 졸업자(1999년 2월,8월 졸업)의 제1전공과 1999

학년도 졸업자(2000년 2월,8월 졸업)의 교양과정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4. 제30조(전공심화과정)는 1998학년도 졸업자(1999년 2월,8월 졸업)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9)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부통합이전 입학생과 폐지되는 학과 학생에게는 입학일로부터 4년간 입학시의 학과명칭을 부여하

며, 해당학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남아서 학부로 편제될 경우, 새로 소속되는 학부명칭을 부여한다.
2. 신구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한 전공 및 교양과정 학점인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신구 교육과정 병행운영내규에 따른다. 
3. 종전의 자연1계열 및 자연과학1학부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부에 편제된 것으로 하며, 

생물학전공은 생명과학전공으로 전공명칭을 변경한다.
4. 종전의 자연2계열 및 자연과학2학부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수학ㆍ통계학부에 편제된 것으로 

한다.
5. 정보과학부에 설치된 전산학전공은 컴퓨터과학전공으로 전공명칭을 변경한다.

(20)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

(21)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12월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5조는 2001년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개정교양과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별

도 경과조치내규에 준한다.
2. 제40조 제6항의 수료 후 졸업논문 제출기한 및 횟수는 2004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22)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5)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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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과조치) 제49조 5항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6)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시행세칙 제40조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에 관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사 과정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세칙 제30조, 제49조 제 6항, 8항은 2001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7)
①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제10조, 제33조, 예체능계학생에 대한 제49조 제4 및 5항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개정 교양과정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는 별도의 경과조치 내규에 따른다.

(28)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3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8)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8조(교직과정 설치 학부/학과/전공의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의 개정

내용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0)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2호, <표1>졸업학점배정표, <표2>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의 개정 내

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표11>정보자격증의종류의 개정 내용은 2008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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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1월 24일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제36조’,‘제37조’,‘제39조’,‘제40조’,‘<표1>졸업학점배정표’,‘<표6>교직과목표’,‘<표7-1>교직

표시과목별기본이수과목(분야)및인정교과목표’의 변경 내용,‘<표7-2>교과교육영역과목표’의 신설 내용 
및‘<표8>평생교육사과정이수과목표’의 변경 내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2)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43)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44)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사항) <표 1>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5)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6)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49조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한다.
2.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제49조 제9항의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자격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수료  학기부터 학교가 부과하는 소정의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거나, 총장이 
따로 정한 공인 영어시험성적을 취득하면 해당되는 졸업자격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단, 영어졸
업자격인증 취득 특별과정 신청자격은 영어졸업자격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

(47)
①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30조, 제38조 및 <표1>졸업학점배정표의 전공학점 개정규

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1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이후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3. 제15조 제1항, <표1> 및 <표2>의 개정 내용 중 교양필수학점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

용하고, 교양선택학점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4. 제15조 제1항 <표2> 비고란 및 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제33조에서 폐지하는 기존의 교양과목 학점취득특별시험은 2011학년도 2학기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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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ㆍ학과ㆍ전공 졸업
학점 

교양학점 제1전공 학점 복수전공 학점 부전공
학점교양필수 핵심선택 필수 선택 계 필수 선택 계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부

140 16 21

9 45 54 9 33 42

30

역사문화학과 21 39 60 21 21 42
프랑스언어ㆍ문화학과 18 36 54 18 21 39
중어중문학부 18 36 54 18 24 42
독일언어ㆍ문화학과 18 42 60 18 24 42
일본학과 15 39 54 15 24 39
문헌정보학과 18 36 54 18 24 42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전공 4 50 54 4 39 43
문화관광학부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28 41 69 해당없음 해당없음
교육학부 9 42 51 해당없음

30

이과
대학

나노물리학과 33 33 66 33 9 42
화학과 30 30 60 30 12 42
생명과학과 33 33 66 33 9 42
수학과 30 33 63 30 24 54
통계학과 18 39 57 18 24 42
컴퓨터과학부 15 45 60 15 27 42
멀티미디어과학과 21 42 63 21 21 42
체육교육과 50 25 75 해당없음
무용과 42 28 70 42 0 42
의약과학과 33 33 66 33 9 42

생활
과학
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18 39 57 18 24 42
아동복지학부 9 51 60 9 33 42
의류학과 10 60 70 10 32 42
식품영양학과  24 42 66 24 28 52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18 36 54 18 24 42
행정학과 18 42 60 18 24 42
홍보광고학과 6 48 54 6 36 42
소비자경제학과 18 33 51 18 24 42
사회심리학과 18 39 57 18 24 42

법대 법학부 18 63 81 18 33 51
경상
대학

경제학부 12 36 48 12 30 42
경영학부 18 36 54 18 27 45

음악
대학

피아노과 56 14 70 56 56
관현악과 56 14 70 56 56
성악과 56 14 70 56 56
작곡과 56 14 70 56 56

약대 약학부 162 4 - 84 74 158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술
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140 16 21

32 38 70 32 10 42

30

산업디자인과 28 38 66 28 14 42

환경디자인과 24 46 70 24 18 42

공예과 46 24 70 46 46

회화과 28 38 66 28 14 42

독립
학부

글로벌서비스학부 글로벌협력전공 23 31 54 23 19 42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22 32 54 22 20 42
 영어영문학부 15 36 51 15 27 42
 영어영문학부 테슬(TESL)전공 15 36 51 15 27 42
 미디어학부 24 30 54 24 18 42

연계
전공

공통과학전공(53~54), 공통사회전공(51), 국제한국어교육학전공(36), 안보군사학전공(36), 기업법무전공(36), 리더십전공(36), 부동산학전공(36), 비서학전공(36), 
상담학전공(36), 세무회계학전공(36), 의과학전문대학원예비과정(36), 이야기창작전공(36), 중국학전공(45), 통상학전공(36), 인재개발연계전공(36) 

<표 1> 졸업학점배정표 

 * 학제변동에 따른 이수학점 경과조치 
가.~마.(삭제) 
바. 졸업학점은 입학학년도의 졸업학점기준에 따르며,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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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과목 학점
비고

학수번호 이수학기 이수학년

교양
필수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글쓰기와읽기

발표와토론

리더십역량개발Ⅰ

리더십역량개발Ⅱ

인문학독서토론

3

3

2

2

2

2

2

21000082

21000083

21002930

21002931

21003464

21050179

21009882

1학기

2학기

전학기

전학기

전학기

전학기

전학기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교양필수 소계 16

교양
핵심
선택

제1영역 - 인문학

각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 소비자경제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2영  
   역의 ‘경제학개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나노물리학을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에서 ‘물리학의이  
   해’, ‘수학개론’을 제외한 교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화학과, 생명과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  
   3영역의 '수학개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수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의 '자  
   연과학개론', 물리학의이해’,화학의이해,생명과학의이해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통계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에서 ‘통계학입문’을  
   제외한 교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컴퓨터과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  
   의 ‘컴퓨터과학의이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식품영양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  
   의 ‘생명과학의이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경영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2영역의
   경제학개론과 제3영역의 ‘통계학입문’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경영학부 복수전공자 중 경제학부 학생은경제학개론을, 통계학  
   과 학생은통계학입문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경상대학, 영어영문학부, 미디어  
   학부 소속의 전공을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6  
   영역의 제2외국어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제2영역 - 사회과학

제3영역 - 자연과학

제4영역 - 예술

제5영역 - 여성과생활문화

제6영역 - 외국어

제7영역 - 역사문화 

교양핵심선택 소계 21

일반교양선택 자유 이수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수 가능. 단, 학
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군사학Ⅰ〜Ⅳ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양이수학점 총계

37학점 이상

1. 교양과목 총 이수학점은 68학점 이내로 함. 단,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예외로 함
2. 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교양이수 학점을 4학점이상으로 하되, 교양필수 과목인  
   리더십역량개발 I, II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2010년 이후에 개설된 리더십  
   역량개발 I 또는  II를 이수하고 입학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음.

<표 2>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이수과정표 

* 학제변동에 따른 이수학점 경과조치 
가. 08학번까지 교양선택 이수학점은 20학점이며, 교양 총이수학점은 34학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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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학기 주관학과

교직이론
(택7,14학점)

21000245 교육학개론 2 2 전학기 교육학부

21000248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전학기 교육학부

2009876 교육과정 2 2 전학기 교육학부

21009870 교육평가 2 2 전학기 교육학부

2100025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전학기 교육학부

21000246 교육심리 2 2 전학기 교육학부

21000247 교육사회 2 2 전학기 교육학부

2100025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 전학기 교육학부

21009878 생활지도 및 상담 2 2 전학기 교육학부

교직소양
(필수,4학점)

21000219 특수교육학개론 2 2 전학기 교육학부

21003899 교직실무 2 2 전학기 교육학부

교육실습
(필수,4학점)

21000254 교육실습(중등/표시과목별) 2 전학기 학사지원팀

21002094 교육실습(유치원) 2 1 아동복지학부

21003475 영양교사실습 2 1 식품영양학부

21001709 정보센터ㆍ도서관ㆍ출판실습 3 1 문헌정보학과

21009837 교육봉사Ⅰ 1 전학기 학사지원팀

21004663 교육봉사Ⅱ 1 전학기 학사지원팀

학점 합계 22학점② 또는 23학점③ 이상 이수

<표 3> 삭제

<표 4> 삭제 

<표 5> 삭제

<표 6> 교직과목표 

①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및 사범계학과(교육학부, 체육교육과) 학생은 위 교직과목표에서 영역
별로 정한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학 전공자는 교직이론 과목(14학점)을 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전공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은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
한다. 

※ 교육실습을 신청하는 자는 실습 관련 전공 30학점과 해당 교과의 교육론과 교수법 과목을 실습학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실습은 4주간의 실습을 2학점으로 하고, 교육봉사는 30시간 이상의 활동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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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설치
전공

교사
자격
종류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분야)

기본이수과목(분야)별 인정교과목

교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주관전공

국
어
국
문
학

중등
정교사
(2급)

국어

국어교육론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문학사
국문학사
문학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전선
전필
전선
전필
전필
전선
전선

21009861
21001952
21003641
21000001
21000009
21050142
21050143

국어교육론
국어학의이해
한국어문법론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문학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3
3
3
3
3
3
3

1
1
1
1
2
2
2

국어국문학

역
사
문
화
학

중등
정교사
(2급)

역사

역사교육론
역사학개론
한국사

전선
전필
전필

21050163
21001927
21002780

역사교육론
역사문화탐구의길잡이
한국사자료의세계

3
3
3

1
1
1

역사문화학세계사
세계사
세계사
세계사

전필
전필
전필
전필

21001921
21001922
21001909
21001910

다음 과목 중 택3
서양중세사
서양현대사
중국문명의탄생과진한제국
격동의중국현대사

3
3
3
3

1
1
1
2

현대세계와한국 전필 21001932 해방이후의한국역사 3 2

프
랑
스
언
어․ 
문
화
학

중등
정교사
(2급)

프
랑
스
어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발음연습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필

21009865
21003793
21002792
21000093
21000123
21003247
21000094
21001723
21000117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문장구조의이해
프랑스문학사
프랑스어문법Ⅰ
프랑스어회화Ⅰ
프랑스산문읽기
프랑스어작문Ⅰ
프랑스어권사회와문화
프랑스어듣기와말하기(실습)

3
3
3
3
3
3
3
3
3

1
1
2
1
1
2
1
1
1

프랑스언어․ 문화학

중
어
중
문
학

중등
정교사
(2급)

중
국
어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전선
전선
전선
전필
전선
전선
전선

21002595
21000148
21002811
21002592
21002596
21002598
21000157

중국어학의이해
중국고전문학의전통Ⅰ
실용중국어어법
중급중국어회화
중국현대산문읽기
기초고문강독
중국문화의이해

3
3
3
3
3
3
3

1
1
1
1
1
2
1

중어중문학

독
일
언
어․ 
문
화
학

중등
정교사
(2급)

독
일
어

독일어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강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필
전선
전필

21000189
21002089
21002556
21002560
21002558
21001797
21002010

독어학의이해
기초독일어연습
독일인회화Ⅰ
번역의기초
중급독일어
독일문화기행
독일문학사

3
3
3
3
3
3
3

2
2
1
1
1
2
1

독일언어․ 문화학

일
본
학

중등
정교사
(2급)

일
본
어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전선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21004014
21002541
21003231
21002624
21003234
21003235
21002540

초급일본어회화
일본문학의이해
일본어문법
중급일본어회화
중급일본어작문
고급일본어
현대일본사회의이해

3
3
3
3
3
3
3

2
1
1
1
2
1
2

일본학

문
헌
정
보
학

사서
교사
(2급)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필
전필
전선

21002453
21002454
21000386
21000362
21001685
21000378
21000381

정보분류체계론
정보조직체계론
정보시스템론
독서지도
온라인정보검색연습
정보서비스론
정보센터,도서관경영론

3
3
3
3
3
3
3

1
2
2
1
2
1
1

문헌정보학

<표 7-1> 교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분야) 및 인정교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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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설치
전공

교사
자격
종류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분야)

기본이수과목(분야)별 인정교과목

교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주관전공

문
화
관
광
학

중등
정교사
(2급)

관
광

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전략
컨벤션산업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21002396
21002972
21003331
21002976
21002971
21003350
21003352

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문화관광경영전략
컨벤션기획사례연구

3
3
3
3
3
3
3

1
1
1
2
1
2
1

문화관광학

영
어
영
문
학

중등
정교사
(2급)

영
어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어회화
영어독해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21000076
21000065
21000039
21000061
21000070
21000054
21003242

영어학입문
영미문학배경의이해
영문법
고급영어회화및작문
현대영미소설
영어음운론
영어와문화간의사소통

3
3
3
3
3
3
3

1, 2
1
1
2
1
1
2

영어영문학

교
육
학

중등
정교사
(2급)

교
육
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상담론
교육공학
평생교육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필
전선
전선

21000211
21000214
21000209
21000212
21003226
21000224
21002569

교육과정학
교육평가론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학교상담학
교육공학
평생교육론

3
3
3
3
3
3
3

1
1
2
1
2
1
1

교육학

물
리
학

중등
정교사
(2급)

물
리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필
전선
전선

21001886
21003173
21000398
21000422
21000414
21001882
21000408

고전역학
양자물리Ⅱ
전자기학Ⅱ
통계물리Ⅱ
광학
컴퓨터를이용한물리학Ⅱ
현대물리학Ⅰ

3
3
3
3
3
3
3

2
2
2
2
1
2
2

물리학

화
학

중등
정교사
(2급)

화
학

화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21009849
21001799
21001804
21000429
21000436
21000431
21000448
21001802
21001808

화학교육론
물리화학I
물리화학실험I
유기화학Ⅰ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Ⅰ
무기화학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실험

3
3
2
3
2
3
2
3
2

1
1
1
1

1,2
1

1,2
1
1

화학

생
명
과
학

중등
정교사
(2급)

생
물

생명과학교육론
세포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전선
전선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21009848
21001861
21001865
21000470
21000473
21003553
21000509

생물교육론
세포생물학및실험
식물분자생리학및실험
동물생리학Ⅱ
유전학및실험
분자생물학Ⅰ
미생물학및실험

3
3
3
3
3
3
3

1
1
2
2
2
1
1

생명과학

수
학

중등
정교사
(2급)

수
학

정수론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확률및통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선

21000523
21000510
21000513
21000514
21000529
21000519
21000528

정수론
고급해석학Ⅰ
선형대수학
추상대수학Ⅰ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통계학

3
3
3
3
3
3
3

1
1
2
1
2
1
1

수학

컴
퓨
터
과
학

중등
정교사
(2급)

정
보․
컴
퓨
터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퓨터네트워크
이산구조
소프트웨어공학

전선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21002146
21000540
21000542
21001711
21003186
21002147
21000555

프로그래밍개론Ⅱ
자료구조
운영체제
컴퓨터구조Ⅱ
컴퓨터네트워크Ⅰ
컴퓨터수학
소프트웨어공학

3
3
3
3
3
3
3

1
1
1
1
2
1
1

컴퓨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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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설치
전공

교사
자격
종류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분야)

기본이수과목(분야)별 인정교과목

교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주관전공

체
육
교
육
과

중등
정교사
(2급)

체
육

체육사․철학
체육사․철학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및심리
여가레크리에이션
여가레크리에이션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21002036
21000593
21000621
21003039
21000609
21000597
21000614
21001690
21000632
21000594
21000640
21000624

체육학개론
체육사
체육철학
여성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체육측정및평가
건강교육론
종합실기
특수체육
스포츠심리학
레크리에이션지도
레크리에이션활동

3
3
3
3
3
3
2
1
2
3
2
1

1
1
2
2
1
1
2
2
2
1
1
2

체육교육과

가족
자원

경영학
/

의류학

중등
정교사
(2급)

가
정

가정교육론
식품과조리
의복디자인과구성
주거학
가정경영
가족학
가정생활과복지

전선
전필
교선
전선
전필
전선
전필

21009863
21000800
21000762
21000692
21000690
21001753
21003478

가정교육론
식품학
글로벌패션문화
주거학
가정경영학
한국가족문화의이해
건강가정론

3
3
3
3
3
3
3

1
1
2
1
2
1
1

가족자원경영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가족자원경영학
가족자원경영학
가족자원경영학
가족자원경영학

아동
복지학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놀이지도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과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사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21009868
21000414
21050235
21003393
21002450
21000805
21001780
21050240
21050237
21010027
21009910
21009846
21050236

유치원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유아발달
언어지도
놀이지도
아동복지론
아동건강및안전
유아관찰및실습
아동과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보육교사론

3
3
3
3
3
3
3
3
3
3
3
3
3

1
2
2
1
1
1
1
2
2
2
1
1
1

아동복지학

식품
영양학

영양
교사
(2급)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식사요법및실습
식품학

전선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전선
전필

21000773
21000801
21000792
21000786
21000788
21000790
21000800

영양교육
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및법규
식사요법및실습
식품학

3
3
3
3
3
3
3

1
2
2
2
2
2
1

식품영양학

정치
외교학

/
경제학

중등
정교사
(2급)

일
반
사
회

정치학
경제학
문화와사회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사회학
행정학

전필
전필
전선
교핵
교일
교핵
교핵

21000836
21001045
21003357
21000910
21001666
21001643
21000945

국제정치학
경제학원론
문화예술읽기
법학개론
사회과학연구방법론
현대사회와사회학
행정학개론

3
3
3
3
3
3
3

2
1,2
2
1
2
2

1,2

정치외교학
경제학

문화관광학
법학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경영학
중등

정교사
(2급)

상
업
정
보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경영정보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무역학개론
경영정보

전필
교핵
전선
전필
전필
전선
전필

21001055
21001095
21001083
21001052
21001056
21003755
21001076

회계원리
경영학개론
경영정보시스템
재무관리
마케팅원론
무역상무론
조직행동론

3
3
3
3
3
3
3

1,2
2
1

1,2
1,2
2

1,2

경영학

피아노

중등
정교사
(2급

음

악

전공실기 전필 21001138 전공실기Ⅱ(피아노) 2 2 피아노

시창․청음 전필
전필

21001145
21001146

시창청음Ⅰ(피아노)
시창청음Ⅱ(피아노)

1
1

1
2 피아노

합창․합주지도법 전선
전선

21001346
21001347

지휘법Ⅰ(관현악)
지휘법Ⅱ(관현악)

2
2

1
2 관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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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설치
전공

교사
자격
종류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분야)

기본이수과목(분야)별 인정교과목

교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주관전공

국악개론 전선
전선

21009842
21050033

국악개론Ⅰ(관현악)
국악개론Ⅱ(관현악)

2
2

1
2 관현악

서양음악사 전필
전필

21009923
21050259

서양음악사Ⅰ(피아노)
서음음악사Ⅱ(피아노)

2
2

1
2 피아노

화성법 전필 21001180 건반화성Ⅱ(피아노)) 2 2 피아노
음악분석및형식론 전필 21001155 음악분석Ⅰ(피아노) 2 1 피아노
피아노반주법 전필 21001178 반주법Ⅱ(피아노) 2 2 피아노

관현악
중등

정교사
(2급)

음

악
전공실기 전필 21003541 전공실기Ⅱ(관현악) 2 2 관현악

시창․청음 전필 21050034 시창청음Ⅱ(관현악) 1
1

1
2 관현악

합창․합주지도법 전선
전선

21001346
21001347

지휘법Ⅰ(관현악)
지휘법Ⅱ(관현악)

2
2

1
2 관현악

국악개론 전선
전선

21009842
21050033

국악개론Ⅰ(관현악)
국악개론Ⅱ(관현악)

2
2

1
2 관현악

서양음악사 전선
전선

21001171
21001172

서양음악사Ⅰ(관현악)
서음음악사Ⅱ(관현악)

2
2

1
2 관현악

화성법 전필 21001180 화성법Ⅱ(관현악) 2 2 관현악
음악분석및형식론 전필 21001223 음악분석Ⅰ(관현악) 2 1 관현악
피아노반주법 전필 21002689 오케스트라Ⅱ(관현악) 2 2 관현악

성악
중등

정교사
(2급

음

악
전공실기 전필 21001244 전공실기Ⅱ(성악과) 2 2 관현악

시창․청음 전필 21001252 시창청음Ⅱ(성악과) 2 2 성악

합창․합주지도법 전선
전선

21009959
21050316

합창지휘법Ⅰ
합창지휘법Ⅱ

2
2

1
2 성악

국악개론 전선
전선

21009842
21050033

국악개론Ⅰ(관현악)
국악개론Ⅱ(관현악)

2
2

1
2 성악

서양음악사 전선
전선

21001171
21001172

서양음악사Ⅰ(관현악)
서음음악사Ⅱ(관현악)

2
2

1
2 관현악

화성법 전필 21001180 화성법Ⅱ(관현악) 2 2 관현악
음악분석및형식론 전필 21001223 음악분석Ⅰ(관현악) 2 1 관현악
피아노반주법 전선 21003533 성악반주법Ⅱ 2 2 성악

작곡
중등

정교사
(2급

음

악
전공실기 전필 21001298 전공실기Ⅱ(작곡과) 2 2 작곡

시창․청음 전필 21001305 시창청음(작곡과) 1 1 작곡

합창․합주지도법
전필
전선
전선

21009845
21009940
21050276

합창Ⅰ(작곡과)
지휘법Ⅰ(작곡과)
지휘법Ⅱ(작곡과)

1
2
2

1
1
2

작곡
작곡
작곡

국악개론 전필 21001356 국악개론(짝곡과) 2 1 작곡

서양음악사 전필
전필

21001350
21001351

서양음악사Ⅰ(작곡과)
서음음악사Ⅱ(작곡과)

2
2

1
2

작곡
작곡

화성법 전필 21001318 화성학(작곡과) 1 2 작곡

음악분석및형식론
전필
전필
전필

21001359
21003289
21003290

음악기초이론(작곡과)
음악형식과분석Ⅰ
음악형식과분석Ⅱ

1
2
2

1
1
2

작곡
작곡
작곡

피아노반주법 전필 21001340 건반화성(작곡과) 1 2 작곡

산업
디자인

중등
정교사
(2급)

디
자
인․
공
예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조형
기초조형
기초조형
기초조형
색채론

전선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선

21009850
21002749
21002750
21003573
21003575
21003571

디자인ㆍ공예교육론
기초ID스튜디오Ⅰ
기초ID그튜디오Ⅱ
인터페이스디자인Ⅰ
I.D조형론
I.D재료및색채

3
2
2
2
2
2

1
1
2
1
1
1

산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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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설치
전공

교사
자격
종류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분야)

기본이수과목(분야)별 인정교과목

교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주관전공

그래픽디자인
제품/공업디자인
제품/공업디자인
제품/실내디자인

전선
전필
전필
전선

21004030
21002753
21002754
21003262

디지털디자인Ⅱ
I.D스튜디오Ⅰ
I.D스튜디오Ⅱ
라이프스타일디자인

2
2
2
2

2
1
2
2

공예과
중등

정교사
(2급)

디
자
인․
공
예

디자인․공예교육론
색채학
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

전선
전선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필

21009850
21001464
21001500
21001499
21001498
21001497
21002611
21003664
21003349
21003351

디자인ㆍ공예교육론
색채학
금속조형기법Ⅰ
목칠표현기법
물레성형
섬유소재디자인
3D CADⅠ
3D CADⅡ
공예CADⅠ
공예CADⅡ

3
3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2
2
1

산업디자인
시각영상디자인

공예
공예
공예
공예
공예
공예
공예
공예

공통
사회

중등
정교사
(2급)

공
통
사
회

공통사회교육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자연/인문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

전선
전필
교핵
교핵
전선
전선
전선
교선
전선
교선

21009875
21000836
21001043
21001643
21003883
21003942
21003941
21001644
21002539
21001957

공통사회교육론
국제정치학
경제학개론
현대사회와사회학
한국의사상과예술
중국사입문
유럽통합사
지리학개론
한국역사문화기행Ⅰ
실크로드역사기행

3
3
3
3
3
3
3
3
3
3

1
2

1,2
2
2
1
2
2
2
2

공통사회
정치외교학

경제학
사회과학대학
역사문화학
역사문화학
역사문화학
문과대학

역사문화학
역사문화학

공통
과학

중등
정교사
(2급)

공
통
과
학

공통과학교육론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일반화학및실험Ⅰ,Ⅱ
일반화학및실험Ⅰ,Ⅱ
일반화학및실험Ⅰ,Ⅱ
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지구과학및실험Ⅰ,Ⅱ
지구과학및실험Ⅰ,Ⅱ

※이수기준
 : 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전필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전필
전선

전필
전선

21003900
21000426
21000427
21002016
21000462
21000463
21001806
21000507
21003379
21000508
21003383
21000425
21003272

공통과학교육론
일반물리학Ⅰ
일반물리학Ⅱ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Ⅰ
일반화학Ⅱ
화학기초실험
일반생물학Ⅰ
일반생물학실험Ⅰ
일반생물학Ⅱ
일반생물학실험Ⅱ
지구과학
일반천문학

3
3
3
2
3
3
1
3
1
3
1
3
3

1
1
2

1,2
1
2

1,2
1
1
2
2
1
2

(짝
수년)

물리학
물리학
물리학
화학
화학
화학

생명과학
생명과학
생명과학
생명과학
물리학

공통과학

교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학기 주관학과 비고

(교과별)교육론 3 3 1학기 교직설치전공
동일계열간

통합 운영할 수 있음논리및논술(교과별) 3 3 1 또는 2학기 교직설치전공

(교과별)교수법 3 3 2학기 교직설치전공

<표 7-2> 교과교육영역 과목표 

※ 사서교사 및 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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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
학기

이수
사항 교과구분 주관전공

필수

21002569
21002570
21002572
21002574
21009877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3
3
3
3
3

3
3
3
3
3

1
1
1
1

전학기

필수
(5과목)

전공선택
일반교양
일반교양
전공선택
일반교양

교육학부

평생
교육 
대상
관련 
영역

21003839
21000241
21002575
21002426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3
3
3
3

3
3
3
3

1
2
1
2

1과목 이상 이수

일반교양
일반교양
교양핵심
일반교양

아동복지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교육학부

평생
교육
내용
관련
영역

21000209
21000224
21002571
21002573
21002427
21002577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지역사회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론
기업교육론

3
3
3
3
3
3

3
3
3
3
3
3

2
1
1
2
2
2

1과목 이상 이수

전공선택
전공선택
일반교양
전공선택
일반교양
전공선택

교육학부

<표 8>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과목표

1.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선택과목은 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평생교육관련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자는 평생교육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자는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성적은 평생교육관련과목 각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수행한 4주간의 현장
실습을 필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학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원을 학사지
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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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 ‧ 학과 ‧ 전공 졸업논문제 형식

문과
대학

국어국문학,사학,한국사학 졸업논문

불어불문학 졸업논문 or DELF시험 B1수준 취득 중 택 1

중어중문학 졸업논문, HSK(한어수평고시) 8급 이상, 신HSK 5급+회화시험(고급) 중 택 1

독어독문학 졸업논문

일본학 졸업논문, 일본어능력시험(1급), JPT 850 중 택 1

문헌정보학 졸업논문, TOEIC 800 이상, TOEFL IBT90 이상,
[국가공인]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정보처리기사 중 택 1

문화관광학전공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영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영어 토익 800이상, 토플550(CBT213, IBT80) 이상, 텝스 610 이상 중 택 1 
⦁제2외국어 중급이상 1개 (일본어 JLPT 2급 or 신JLPT N3급 이상 or JPT 540 이상, 중국어 HSK 6급 이상 
or 신HSK 4급 이상, 프랑스어 DELF B1 이상, 그 외 외국어 가능)
⦁제3외국어 하급이상 1개 (일본어 JLPT 3급 or 신JLPT N4급 이상 or JPT 400 이상, 중국어 HSK 3급 이상 
or 신HSK 2급 이상, 프랑스어 DELF A1 이상, 그 외 외국어 가능. 단, 제2외국어로 선택한 외국어 제외)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외국어공인자격증 3개(영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영어 토익 800이상, 토플550(CBT213, IBT80) 이상, 텝스 610 이상 중 택 1 
⦁제2외국어 중급이상 1개 (일본어 JLPT 2급 or 신JLPT N3급 이상 or JPT 540 이상, 중국어 HSK 6급 이상 
or 신HSK 4급 이상, 프랑스어 DELF B1 이상, 그 외 외국어 가능)
⦁제3외국어 하급이상 1개 (일본어 JLPT 3급 or 신JLPT N4급 이상 or JPT 400 이상, 중국어 HSK 3급 이상 
or 신HSK 2급 이상, 프랑스어 DELF A1 이상, 그 외 외국어 가능. 단, 제2외국어로 선택한 외국어 제외) ※ 
Serv Safe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

영어영문학
토플(IBT) 95 이상, 토익 850 이상, MATE(말하기:중급4단계 및 쓰기:중급-상단계) 중 택 1
단, 시간제등록생에 한해 졸업논문도 가능함

교육학,교육심리학 졸업논문

이과
대학

물리학,화학,생명과학,
수학,통계학

종합시험

컴퓨터과학 • 일반전공 이수자 : 종합시험 또는 작품발표
• 전공심화 이수자(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자): 작품발표 및 공학교육인증요건 충족

멀티미디어 졸업논문(일반전공, 전공심화 동일)

체육교육,무용 실기발표

생활
과학
대학

가족자원경영학,아동복지학 졸업논문

의류학 종합시험(일반전공), 실기발표(전공심화)

식품영양학 종합시험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
졸업논문, MATE(말하기:중급4단계, 쓰기:중급-상단계 中 선택), 토플(IBT) 92 이상, 토익850,정보설계사, 인
터넷시스템관리사,인터넷정보검색사,사회조사분석사 중 택 1

행정학 졸업논문, MATE(말하기:중급4단계, 쓰기:중급-상단계 中 선택), 토플(IBT) 92 이상, 토익850 중 택 1

정보방송학 졸업논문, 토플(IBT) 100 이상, 토익 900, MATE(말하기:상급1단계, 쓰기:상급-상단계) 중 택 1

홍보광고학
졸업논문, 실기발표(전국규모공모전으로 갈음함), MATE(말하기:중급4단계, 쓰기:중급-상단계 中 선택), 토
플 PBT 580, CBT 237, IBT 92 이상, 토익850 중 택 1

법과
대학

법학 졸업논문, 토플(IBT) 71 이상, 토익700, 텝스 625 이상 중 택 1

경상
대학

경제학 졸업논문

소비자경제학 졸업논문, MATE(말하기:중급4단계, 쓰기:중급-상단계 中 선택), 토플(IBT) 80 이상, 토익800 중 택 1

경영학
졸업논문, 토플(IBT) 72 이상, 토익800이상, MATE(말하기:중급4단계 또는 쓰기:중급-상단계) 중 택 1
단, 09학번까지는 토플(IBT) 92, 토익850이상

음악
대학

피아노, 관현악,성악, 작곡 실기발표

약학
대학

약학 종합시험, 졸업논문 중 택 1

<표 9> 졸업논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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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MATE Speaking 등급 MATE Writing 등급

영어졸업자격시험

인문 ․ 사회계 중급 3단계 (Moderate Mid) 중급 중 (Moderate Mid)

영어영문학부
중급 4단계 (Moderate High) 중급 상 (Moderate High)

글로벌서비스학부

자연계 중급 3단계 (Moderate Mid) 중급 중 (Moderate Mid)

예 ․ 체능계 (2002입학자부터 적용) 중급 2단계 (Moderate Low) 중급 하 (Moderate Low)

우수능력인증시험 모든 학부 상급 3단계 (Commanding Mid) 이상 상급 (Commanding) 이상

대학 학부 ‧ 학과 ‧ 전공 졸업논문제 형식

미술
대학

산업디자인,환경디자인,
시각․영상디자인,공예,회화

실기발표

글로
벌서
비스
학부

글로벌협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영어는 토플 IBT 110이상, 토익 950이상, MATE 말하기 및 쓰기에서 모두 Commanding High이상 중 택1
2. 제 2 외국어는 불어의 경우 DELF B1 이상, 스페인어의 경우 Diplomas de Espanol como Lengua Extrajera 

B2 Vantage(intermediate) 이상 중 택 1

앙트러프러너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영어는 토플 IBT 101이상, 토익 900이상, MATE 말하기 및 쓰기에서 모두 Moderate High이상 중 택 1
2. 제 2 외국어는 일어의 경우 JPT B 이상, 중국어의 경우 HSK 9급 이상 중 택 1

<표10> SMU-MATE 또는 G-MATE 종류별 통과 수준 

<표11> 정보자격의 종류   

자격 명칭 자격 관리자 비 고 학교의 검토사항

정보처리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 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정보관리사1급 또는 2급
(구.인터넷정보검색사)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정보통신부인정

정보시스템감리사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인정

PC활용능력평가시험 한국정보산업연합회(PCT) 정보통신부인정 A, B 등급

E-TEST (Professionals)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정보통신부인정 Professionals 합격

MOS MOS사무국 - Word,Excel,Power Point 모두 합격해야 함

SCJP (Sun Certified Java Programmer) 썬마이크로시스템즈

OCP (Oracle Certified Program) 오라클

교내 홈페이지 경연대회입상자 본교 정보통신처 - 개인별 본상수상자

ICDL
(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ce)

한국생산성본부 7과목 중 4과목 이상 합격

※ 정보검색사(한국능률협회 주관) 및 컴퓨터설비제어사ㆍ정보통신설비사(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자격증
의 경우, 기존에 이미 취득한 학생은 졸업인증제 통과로 인정하나, 자격증별로 2002, 2003년 이후에
는 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후 추가지정이 가능하나, 지정된 후의 졸업자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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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과학 제1전공자와 복수전공자는 졸업논문제를 통과하면 정보능력인증으로 간주함. 
※ 멀티미디어과학전공과 디자인학부 내 전공(시각 ․ 영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의 제1전공자와 복수전공자는 졸업논문제를 통과하면 정보인증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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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양 교 과 과 정
교 육 목 표

1. 현대사회에서 성숙한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덕목(논리적 표현력,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2. 인류가 발전시킨 다양한 학문적 전통, 이론, 세계관에 폭넓게 접근하고, 이를 인간, 사회, 자연과의 관계에서 심층  

   이해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신장한다.

3. 학문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내면화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능력을 길러준다.

4. 고도의 지식기반사회, 첨단 정보화 사회를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지식경영 능력을 함양한

다. 

5. 국제화, 민주화, 성평등화, 환경친화 추세에 부응하여 21세기의 여성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력과 수월성을 

함양한다.

6. 다문화의 수용, 이해 능력과 아울러 전통과 미래에 대한 역사의식, 통찰력, 상상력을 고취하여 민족 통일을 앞당기

고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와 지식을 길러준다.

7. 자치화 시대의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 행동 능력, 사고방식 및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요청되는 

봉사정신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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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양필수�및�교양�선택의�구분 ․영역별�교육목표

교양필수의�교육목표

  21세기 지식문화사회, 첨단 정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논리적 표현력, 효과적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을 발표와 토론, 글쓰기와 읽기 등을 통해서 계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을 습득하

고 생활과 학문 탐구의 기본 토대를 확립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국제사회인에게 필수적인 영어 표현능력을 고도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제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교양핵심의�교육목표

  인간, 사회, 자연, 예술, 여성과 생활, 언어, 역사문화의 각 분야에서 인류가 축적해 온 학문적 전통과 최신 이론을 

심층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이론과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교양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폭넓은 

지식과 기본 소양을 길러준다. 

일반교양선택의�교육목표

  인간, 사회, 자연, 예술, 생활, 언어, 역사문화의 각 분야에서 다루는 학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관심과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이해하고 탐색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교양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이론을 갖추도록 한다. 

교양핵심�각�영역별�교육목표

제1영역�-�인문학

  현대문화와 세계 각 지역의 사회 조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문학, 교육, 철학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삶과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제2영역�-�사회과학

  국내 및 세계의 사회 변화와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직 및 제도, 법률, 매스컴 등 각 분야 

이론을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과 통찰력을 갖추

도록 한다. 

제3영역�-�자연과학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다양하게 접함으로써 과학적 안목과 분석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를 

지식 탐구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응용력을 갖추게 한다.

제4영역�-�예술

  문예,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연극, 영상, 사진, 건축, 스포츠 등 다양한 예술 분야 기초이론과 기능을 습득하게 함으

로써 현대 사회의 문화인으로서의 자질과 분야별 기본 능력을 갖추게 한다. 

제5영역�-�여성과�생활문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생활하는 현대 여성으로서 직업 및 가정에서 갖춰야 할 지식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우리 사회

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을 체득하도록 한다.

제6영역�-�외국어�영역

  세계 각 지역 문화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나아가 인류의 언어와 삶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국제 문화 이해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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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과목 또는 영역
학점 / 

이수사항

비고

학수번호 이수학기 이수학년

교양
필수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글쓰기와읽기
발표와토론

리더십역량개발Ⅰ
리더십역량개발Ⅱ
인문학독서토론

3
3
2
2
2
2
2

21000082 
21000083 
21002930 
21002931 
21003464
21050179
21009882 

1학기
2학기
전학기
전학기
전학기
전학기
전학기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교양필수 소계 16학점

교양
핵심
선택

제1영역 - 인문학

각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소비자경제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2영역의  
  ‘경제학개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나노물리학을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에서 ‘물리학의이해’, ‘수  
  학개론’을 제외한 교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화학과, 생명과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  
 의 '수학개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수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의 '자연과학  
 개론',물리학의이해’,화학의이해,생명과학의이해중 1과목을 반  
 드시 이수해야 함.

•통계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에서 ‘통계학입문’을 제외  
 한 교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컴퓨터과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의 ‘컴  
  퓨터과학의이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식품영양학과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3영역의 ‘생  
  명과학의이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경영학부를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2영역의경제학  
  개론과 제3영역의 ‘통계학입문’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경영학부 복  
  수전공자 중 경제학부 학생은경제학개론을, 통계학과 학생은통계학  
  입문을 이수하지 않고 동일영역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음.

•문과대, 사회과학대, 법과대, 경상대, 영어영문학부, 미디어학부 소속의 전  
 공을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는 제6영역의 제2외국어 1과  
 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고급영어읽기와쓰기’,'SNOW를통한영어‘는 제2  
 외국어가 아니므로 주의할 것)

제2영역 - 사회과학

제3영역 - 자연과학

제4영역 - 예술

제5영역 - 여성과 생활문화

제6영역 - 외국어

제7영역 - 역사문화

교양핵심선택 소계 21학점

일반교양선택 자유 이수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수 가능(단, ROTC후보
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군사학Ⅰ〜Ⅳ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양이수학점 총계 37학점

1. 교양과목 총 이수학점은 68학점 이내로 함. 단,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예외  
  로 함.
2. 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교양이수 학점을 4학점이상으로 하되, 교양필수 과  
  목인 리더십역량개발 I, II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2010년 이후에 개설  
  된 리더십역량개발 I 또는 II를 이수하고 입학한 경우에는 학점인정원을 제  
  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영역�-�역사문화�영역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세계 문화 형성의 기본이 되는 한국과 동서양의 전통 및 현대의 역사와 한국과동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역사적 의식과 새로운 역사문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교양필수�및�교양선택�이수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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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  고
이론 실습

교양필수

전학기

1학년 21003464 리더십역량개발I 2 2 0 역량개발센터

3학년 21050179 리더십역량개발II 2 2 0 역량개발센터

2학년 21009882 인문학독서토론 2 2 0 의사소통센터

1학년 21002931 발표와토론 2 2 0 의사소통센터

1학년 21002930 글쓰기와읽기 2 2 0 의사소통센터

1학기 1학년 21000082 영어토론과발표 3 3 0 일반영어센터

2학기 1학년 21000083 영어쓰기와읽기 3 3 0 일반영어센터

3.�교양필수�교육과정표

교양필수과목�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2930 글쓰기와읽기(WRITING�AND�READING)

세계의 고전을 자료로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기른다. 지도자적 교양과 사고력, 표현력을 배양하며 학문 

활동의 기초가 되는 보고서, 논술문, 논문 등의 작성 요령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21003464 리더십역량개발I(LEADERSHIP�AND�CAREER�DEVELOPMENT� I)

본 과목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전공하려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기초적 리더십 소양과 진로개발을 소개

하는 교양입문 강좌이다.

21050179 리더십역량개발II(LEADERSHIP�AND�CAREER�DEVELOPMENT� II)

리더십역량개발I을 수강한 고학년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설계와 전문 직업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  

   하기 위한 역량개발에 목적을 둔다.

21002931 발표와토론(PRESENTATION�AND�DISCUSSION)

발표, 토의, 토론 등에 필요한 논리구축 능력, 말하기와 듣기 능력 등을 실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른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수준 높은 공적(公的)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21000083� 영어쓰기와읽기(ENGLISH�WRITING�AND�READING)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훌륭한 문단쓰기와 고급 에세이 작성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중에 다뤄지는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영어센터의 다른 교과목처  

   럼, 본 교과목도 과업 위주이며 학생들은 각 유닛별 과업을 마쳐야 한다.

21000082 영어토론과발표(ENGLISH�DISCUSSION�AND�PRESENTATION)

본 과목을 학생 중심의 토론과 발표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하며 어떻게 조직화도

고 주안점을 둔 토론을 하는지 배운다. 또한, 학생들은 기복적인 발표 기술을 익힌 뒤, 그룹내 및 반전체

를 대상으로 개인발표, 그룹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갖는다. 학생들은 토론과 발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21009882 인문학독서토론(READINGS� IN�HUMANITIES)

‘인문학독서토론’은 ‘글쓰기와읽기’의 고급과목에 해당하는 세미나 과목이다. 본 과목은 인문학의 고전  

   들을 교수와 학생이 함께 강독하고 여기서 추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독서토론을 진행하여 독  

   해와 사고 능력을 동시에 함양하고 나아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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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시간

주관학과
이론 실습

교양  
핵심

1 21001638 철학개론 1학기 3 3 0 문과대학

1 21003770 사랑과인생 2학기 3 3 0 문과대학

1 21000033 국어와우리문화 1학기 3 3 0 한국어문학부

1 21003877 한국문학과문화콘텐츠 2학기 3 3 0 한국어문학부

1 21000127 프랑스문화권연구 1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1 21002993 프랑스대중문화읽기 2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1 21003696 영화로읽는중국인 전학기 3 3 0 중어중문학과

1 21002935 중국바로알기 1학기 3 3 0 중어중문학과

1 21002988 독일어권문화새롭게보기 1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1 21002989 동화와꿈의세계 2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1 21003318 일본대중문화기행 1학기 3 3 0 일본학과

1 21001655 일본문화연구 2학기 3 3 0 일본학과

1 21000089 영미문화권연구 2학기 3 3 0 영어영문학부

1 21000283 현대인과정신건강 전학기 3 3 0 교육학부

1 21002575 여성교육론 1학기 3 3 0 교육학부

1 21004012 세계속의한국문화 1학기 3 3 0 한국문화교류원

2 21002421 문화산업의이해 2학기 3 3 0 문화관광학부

2 21000830 아동심리학 1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2 21003866 행복한코칭대화법 1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2 21001643 현대사회와사회학 2학기 3 3 0 사회과학대학

2 21000872 전쟁과평화 1학기 3 3 0 정치외교학과

2 21002308 문화와정치 2학기 3 3 0 정치외교학과

2 21000945 행정학개론 전학기 3 3 0 행정학과

2 21002313 매스미디어와사회 전학기 3 3 0 미디어학부

2 21000910 법학개론 1학기 3 3 0 법학부

2 21000912 헌법의이해 2학기 3 3 0 법학부

2 21001043 경제학개론 전학기 3 3 0 경제학부

2 21001047 소비자교육론 1학기 3 3 0 소비자경제학과

2 21001136 소비자보호와이슈 2학기 3 3 0 소비자경제학과

2 21001095 경영학개론 2학기 3 3 0 경영학부

2 21004088 동서남북:국제거버넌스의이해 2학기 3 3 0 글로벌협력전공

2 21003253 미국의문화와역사 1학기 3 3 0 글로벌협력전공

2 21004045 앙트러프러너십의이론과실제 1학기 3 3 0 앙트러프러너십전공

3 21002420 자연과학개론 전학기 3 3 0 나노물리학과

3 21002938 물리학의이해 전학기 3 3 0 나노물리학과

3 21002744 화학의이해 전학기 3 3 0 화학과

3 21002048 생명과학의이해 전학기 3 3 0 생명과학과

3 21002737 수학개론 전학기 3 3 0 수학과

4.�교양선택�교육과정표

n 교양핵심�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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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시간

주관학과
이론 실습

교양
핵심

3 21003032 통계학입문 전학기 3 3 0 통계학과

3 21003946 컴퓨터과학의이해 전학기 3 3 0 컴퓨터과학부

3 21009993 의약과학의이해 1학기 3 3 0 의약과학과

4 21002741 무용예술경영입문 1학기 3 3 0 무용과

4 21002742 Worship과무용 2학기 3 3 0 무용과

4 21003395 패션과영상 1학기 3 3 0 의류학과

4 21001323 음악치료학 1학기 3 3 0 작곡과

4 21002726 한국음악의이해 2학기 3 3 0 작곡과

4 21003001 디자인과생활 2학기 3 3 0 시각․영상디자인과

4 21001488 인간과디자인 1학기 3 3 0 시각․영상디자인과

4 21002237 공예와생활문화 전학기 3 3 0 공예과

4 21002992 공예의이해 1학기 3 3 0 공예과

4 21001610 한국미술사 1학기 3 3 0 회화과

4 21001612 서양미술사 2학기 3 3 0 회화과

5 21000723 결혼과가족 전학기 3 3 0 가족자원경영학과

5 21003440 리더십과직업생활매너 2학기 3 3 0 가족자원경영학과

5 21000833 행복한부모 2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5 21002940 패션산업 1학기 3 3 0 의류학과

5 21000763 패션정보 2학기 3 3 0 의류학과

5 21000803 생활속식품이야기 1학기 3 3 0 식품영양학과

5 21000802 현대인과영양 2학기 3 3 0 식품영양학과

5 21001417 여성과건강 1학기 3 3 0 약학부

5 21001439 의약품의이해 1학기 3 3 0 약학부

5 21001670 여성과리더십 1학기 3 3 0 아시아여성연구소

5 21001646 여성학 1학기 3 3 0 아시아여성연구소

5 21002319 여성과일 2학기 3 3 0 아시아여성연구소

6 21001649 러시아어

제2외국어

전학기 3 3 0 문과대학

6 21001651 스페인어 전학기 3 3 0 문과대학

6 21001653 이태리어 전학기 3 3 0 문과대학

6 21000125 프랑스어Ⅰ 전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6 21000126 프랑스어Ⅱ 2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6 21000165 중국어Ⅰ 전학기 3 3 0 중어중문학과

6 21000166 중국어Ⅱ 2학기 3 3 0 중어중문학과

6 21000203 독일어Ⅰ 전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6 21000204 독일어Ⅱ 2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6 21001636 일본어Ⅰ 전학기 3 3 0 일본학과

6 21001637 일본어Ⅱ 2학기 3 3 0 일본학과

6 21000084 고급영어읽기와쓰기 전학기 3 3 0 일반영어센터

6 21009961 SNOW를통한영어 1학기 3 3 0 일반영어센터

7 21001943 동아시아사바로보기 전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7 21001956 서양의역사와문화 전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7 21001913 중국,중국인의역사 전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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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시간

주관학과
이론 실습

교양
핵심

7 21003943 중국역사의진실 전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7 21000350 한국근 현대사의이해 전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7 21000355 한국민족의생활사 전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7 21003206 한국사속의왕과왕실 전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7 21003884 한국의문화유산 전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7 21000321 현대세계사의이해 전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교양핵심선택� 1영역�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0033 국어와우리문화(KOREAN LANGUAGE & CULTURE)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 역사, 문학, 민속, 사회 등의 제 영역에  

           나타나는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21002988 독일어권문화새롭게보기(STUDY�OF�GERMAN�CULTURAL�AREA)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중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어권 문화 전반의 언어, 역사, 문학, 미술, 음악, 

종교 및 정치사회를 조망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현대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

고 있는 그 문화를 개관한다. 지역연구의 성격과 함께 현대문화의 본질과 그 현황을 더불어 살펴보는 

교과목이다.

21002989 � �동화와꿈의세계(FAIRYTALES�AND�DREAM�WORLD)

            독일 동화문학은 그림형제 이래로 전 세계인의 동심 속에 자리하는 세계문학으로서, 아울러 ‘문학의 경

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세계문화의 척추로 기능하는 동화문학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중요한 동화작

품을 선별하여 감상한다. 동화에 내재된 꿈의 세계를 탐험하고, 정신사적으로 신화와 더불어 인류의 

소원 환상을 대표하는 동화를 분석하며 보다 폭넓게 이해한다.

21003770 사랑과인생(LOVE�AND� LIFE)

교육의 목적 내지 가치판단의 기초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제 능력을 기른다. 나아가 동서의 문화사상과 

역사적 발전을 밝히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탐구한다.

21002575 여성교육론(INTRODUCTION�TO�WOMEN'S� EDUCATION)

여성학의 형성과정과 주요이론을 이해하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여러 교육이론들을 검토한다.

21000089 영미문화권연구(A�STUDY�OF�BRITISH�AND�AMERICAN�CULTURES)

문학을 포함한 예술, 정치, 경제, 역사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영미문화의 전통과 다면적인 

양상 그리고 그러한 문화의 형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1003696 영화로읽는중국인(CHINESE� IN�CHINESE� FILM)

근․현대의 중국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0세기 초 중국 무성영화에서 오늘날의 화제작들까지 그 대표

작들을 감상하면서 그들의 기억과 환상,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화와 서사를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한다.

21003318 일본대중문화기행(POPULAR�CULTURE�OF� JAPAN)

다양한 장르(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게임 등)의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일본대중문화

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다. 아울러 하나의 ‘산업’으로서 일본대중문화가 갖는 특징과 장단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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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 본다.

21001655 일본문화연구(STUDY� FOR� JAPANESE�CULTURE�AREA)

일본의 역사, 문화의 연구를 통해 일본 문화전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

21002935 중국바로알기(VIEWING�MODERN�CHINA)

세계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모든 것을 기초부터 소개하는 과목이다. 중국의 지리, 역사,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를 조금씩 다룰 것이다. 강의의 중점은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사람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둘 것이다.

21001638� 철학개론(INTRODUCTION�TO�PHILOSOPHY)

철학개론의 과제는 철학일반을 개괄적으로 해설하는 것이며, 동시에 선철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

여 우리자신이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21002993� 프랑스대중문화읽기(FRENCH�POPULAR�CULTURE)

프랑스의 신문, 잡지, 광고, 영화, TV, 컴퓨터 등을 살펴보면서 대중문화를 집중 연구한다.

21000127� 프랑스문화권연구(STUDIES�ON�THE� FRANCOPHONE�CULTURE)

프랑스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역사, 사상, 풍속, 예술 등의 개념과 프랑스권의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본 프랑스인의 사고와 전통을 고찰한다.

21003877� 한국문학과문화콘텐츠(KOREAN�CULTURE�AND�CULTURAL�CONTENTS)

문화와 매체의 시대 속에서 문화콘텐츠로서의 한국문학의 의미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한국문학과 문화

의 세계적 위치를 이해한다. 

21000283� 현대인과정신건강(MODERN�PEOPLE�AND�MENTAL�HEALTH)

현대생활에 있어서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조건을 규명하여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고 보다 건전하고 안정된 행동체제를 유지하는 적응문제를 연구한다.

21004012� 세계속의한국문화(KOREAN�CULTURE� IN�GLOBAL� SOCIETY)

        본 수업은 우리문화를 올바로 이해하여 이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문화교류의 리더를 교육하는 교과목으

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 문화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갈 숙명인의 필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언어, 미술, 음악, 춤, 음식, 공간문화, 대중문화,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의 모습을 올바

르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은 물론, 각 분야의 명사들의 초청강의와 팀 프로젝트, 현장학습 등을 바탕

으로 현대 생활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한국문화 콘텐츠를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한국문화 세계화

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양핵심선택� 2영역�교과목�해설(가나다�순)� �

21001095� 경영학개론(THE�PRINCIPLES�OF�MANAGEMENT)

기업 및 경영의 개념, 경영관리의 과정, 기업의 경제적 환경을 비롯한 제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설명한

다. 아울러 경영학의 세부전공 영역인 인사ž조직, 마케팅, OM/MIS, 재무관리, 회계학, 국제경영/전략 

등도 개괄적으로 다루어 경영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1001043� 경제학개론(INTRODUCTION�TO�ECONOMICS)

경제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성 내지 공통성을 관찰 분석하여 경제의 인과 관계를 밝힘으로써 국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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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질서를 규명하는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21004088� 동서남북:국제거버넌스의이해(NORTH․EAST․WEST․SOUTH:UNDERSTANDING�GLOBAL�GOVERNANCE)
20세기�이후�국제사회의�거버넌스를�구성해�온�역사를�살피고�이념적,�종교적,�문명적�갈등의�현황과�

요인들을�분석한다.�특히�자원�등�생태학적�요인과�이념과�가치의�절대성�및�상대성을�균형�있게�

학습한다.

21002313� 매스미디어와사회(MASS�MEDIA�AND�SOCIETY)

현대 사회의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매스미디어의 매체별 특성과 기능, 기술적 발달, 경제적, 정치

적 제반 환경과의 관계, 사회적인 함의 등을 이해한다.

21002421� 문화산업의이해(INTRODUCTION�TO�CULTURAL� INDUSTRY)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인 문화산업의 개념과 각 분류별 문화산업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과 미래의 전망을 통찰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21002308� 문화와정치(CULTURE�AND�POLITICS)

정치․문화 이론에 대한 탐구 및 정치과정상에서 국민의 정치의식과 형태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는가라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21003253� 미국의문화와역사(AMERICAN�CULTURE�AND�HISTORY)

역사를 통해 본 미국 사회문화와 국제정치사이의 관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주제에 대한 

그들의 정의와 세계적 영향력을 주는 요소를 이해한다.

21000910� 법학개론(INTRODUCTION�TO� JURISPRUDENCE)

법학전반에 걸친 이론을 개괄적으로 강의함으로써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

로서, 법의 의의, 법학의 학문성, 법과 타 규범과의 관계, 법의 이념·목적·연원·체계·효력․법의 적용과 

해석 등을 강의한다.

21001047� 소비자교육론(CONSUMER�EDUCATION)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기 위한 분석력, 사고력을 배양한다.

21001136� 소비자보호와이슈(CONSUMER�PROTECTION�&� ISSUES)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도, 방법 등을 연구한

다.

21000830� 아동심리학(CHILD�PSYCHOLOGY)

아동에 대한 각 영역에서의 이해와 아동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구체적인 아동양육 및 

교육방법을 소개한다.

21004045� 앙트러프러너십의이론과실제(ENTREPRENEURSHIP:THEORY&PRACTICE)

이 과목에서는 창업의 의의,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아이디어 개발과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의 추진과정, 창업의 성공과 실패요인, 기업가정신과 성공하는 기업가의 특성, 창업지원을 위한 정

부 시책과 활동방안 등을 공부한다. 또한 창업과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현실 감각을 높이기 위하여 저명

한 기업가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자주 실시한다. 이 과목의 학업성적은 P(합격) 또는 F(낙제)로 부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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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872� 전쟁과평화(WAR�AND�PEACE)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검토한다.

21003866� 행복한코칭대화법(HAPPY�COACHING�COMMUNICATION)

코칭철학과 코칭환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코칭기술의 연습을 통하여, 리더십 마인드를 고취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21000945� 행정학개론(INTRODUCTION�TO�PUBLIC�ADMINISTRATION)

현대행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학의 본질, 행정학 이론의 발달과정, 

행정학 구성의 기본요소 등 행정현상 탐구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계발하고자 한다.

21000912� 헌법의이해(INTRODUCTION�TO�CONSTITUTIONAL�LAW)

공동체의 근본법이며 최고법인 헌법의 의의와 헌법상의 기본원리, 기본권 및 입법, 사법, 행정 등의 통

치구조에 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21001643� 현대사회와사회학(MODERN�SOCIETY�AND�SOCIOLOGY)

사회학의 기초이론과 방법을 총괄적으로 다루어 사회학의 학문적 성격을 이해하고 중요한 특수분야를 

개괄함으로써 사회학적 관심의 소재를 밝힌다.

교양핵심선택� 3영역�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2938� 물리학의이해(FUNDAMENTALS�OF�PHYSICS)

물리학의 기본적 관심인 만물의 근원 물질이 무엇인가라는 오랜 질문으로부터 그 기본물질로부터 어떻

게 다양한 세계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개념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분자, 원자 및 소립자의 

세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체, 천체, 우주의 이해를 도모한다.

21002048� 생명과학의이해(UNDERSTANDING� LIFE� SCIENCE)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싯점에서, 현대에 큰 issuse가 되는 여러 주제들을 비전

공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강의이다.  

21002737� 수학개론(BRIEF� SURVEY�OF�CALCULUS)

함수, 극한과 연속성, 도함수, 정적분, 미분법, 적분법, 기본적인 선형대수 이론(행렬, 벡터공간, 일차독

립)등을 다룬다.

21009993 의약과학의이해(INTRODUCTION�TO�MEDICAL�AND�PHARMACEUTICAL� SCIENCE)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명 유지 및 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학과 약물의 개발과 응용

원리를 강의한다. 

21002420� 자연과학개론(INTRODUCTION�TO�NATURAL� SCIENCE)

오늘날은 자연과학의 시대이다. 자연과학에서 제기되는 현대의 문제들을 비전공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교과목이다. 

21003946� 컴퓨터과학의이해(FUNDAMENTALS�OF�COMPUTER�SCIENCE)

컴퓨터의 역사,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설계방법, 운영체제의 기능 등을 공부하며 컴퓨터과학 분야

의 최신동향을 소개한다. 

21003032� 통계학입문(INTRODUCTION�TO�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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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및 수학, 통계학을 제외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적

인 통계학을 강의하는 교양과목이다. 추정 및 검정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분산분석, 범주형자료분석 등 보편적인 자료분석 방법들이 소개된다.

21002744� 화학의이해(INTRODUCTION�TO�CHEMISTRY)

화학이 이룩한 여러 가지 발달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번영에 기여할 첨단 화학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교양핵심선택� 4영역�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2237� 공예와생활문화(CRAFT�&�LIFE)

독자적 표현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는, 공예전반에 관한 지식습득을 기본으로 공예미학적 사회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다.

21002992� 공예의이해(COMPREHENSION�OF�ARTS�&�CRAFTS)

생활의 도구로서의 공예를 역사와 문화적 안목으로 연결시켜 그 쓰임새와 재료적 특성과 예술적 감각을 

이해시킨다. 

21003001� 디자인과생활(DESIGN�&� LIFE)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디자인에 대한 이해의 과목으로 디자인의 개념, 정의, 디자인의 요소

와 원리, 디자인의 역사를 이해한 뒤, 나의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디자인을 재조명하고자 함이다.

21002741� 무용예술경영입문(DANCE�MANAGEMENT�OF� INTRODUCTION)

사회 전반에 무용의 홍보, 무용 공연의 활성화, 무용의 기획 등 무용 발전을 위하여 제도화 하는 것을 

연구한다.

21001612� 서양미술사(HISTORY�OF�WESTERN�ART)

고대 이집트․메소포타미아․그리스․로마․초기 기독교․중세시대를 거쳐 르네상스․바로크․로코코․19세기를 

지나 모더니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945년에 이르기까지의 서양미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탐구

하고 그 전개과정을 연구한다.

21001323� 음악치료학(MUSIC�THERAPY)

음악을 통한 여러 응용 분야 중에서 행동과학에 바탕을 둔 음악치료학의 정의와 목적, 적용에 대한 정확

한 이해와 실험측정의 과학적 접근방식의 설명, 치료과정시의 단계적 훈련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다.

21001488� 인간과디자인(HUMAN�AND�DESIGN)

“바늘에서 우주선까지...”라는 디자인의 고전적 표어처럼 우리 생활에 미치는 광범위한 디자인의 환경

요소를 찾아보고 그 이해를 통해 디자인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었으며 또 발전했는지를 

알아보는 과목이다.

21003395� 패션과영상(FASHION�AND� IMAGE)

패션과 이미지를 접목시켜 패션정보지, 멀티미디어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복식의 양식론, 미의식, 복식

미의 특징, 국내외 패션경향을 다룬다.

21001610� 한국미술사(HISTORY�OF�KOREAN�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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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술의 전반에 걸친 미술사적 변천 양상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조형성을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21002726� 한국음악의이해(STUDIES� IN�KOREAN�MUSIC)

한국음악의 양식과 연주방법의 변혁, 발전과정을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고찰시키며, 대표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과 감상을 행한다.

21002742 Worship과무용(WORSHIP�AND�DANCE)

성서와 신화적 문헌을 근거로 오늘날 기독교 문화 속에서의 찬양이나 성서적 내용으로 작품을 제작함으

로써 기독교와 무용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교양핵심선택� 5영역�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0723 결혼과가족(MARRIAGE�&� FAMILY)

가족의 본질과 기능, 배우자 선택과정 및 부부간의 적응 등을 학습하여 배우자 선택에 대한 준비를 돕고 

결혼생활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기른다. 

21003440 리더십과직업생활매너(SERVANT� LEADERSHIP�&�OCCUPATIONAL,� LIFE�MANNERS)

리더십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데 가장 절실한 요소 중 하나로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특히 

예전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관계를 만드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권위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너가 개인 경쟁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까지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직업 및 생활예절의 기본을 배우면

서 동시에 섬김의 리더십까지도 함양하여 국내외 사회생활에서의 현대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21000803 생활속식품이야기(FOOD�STORY� IN� LIFE)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 먹는 식품과 이들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제반요인에 대해 강의한

다. 즉,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게 한다.

21001417 여성과건강(WOMEN'S�HEALTH)

건강의 개념, 건강의 유지, 및 장애요소, 약에 관한 일반개념과 약물작용의 원리, 인체의 구조와 기능, 

모자보건,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중독과 해독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여 건전한 사회생활 및 행복한 

가정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21001670� 여성과리더십(WOMAN�AND� LEADERSHIP)

이 과목에서는 리더십의 형태와 성격을 연구하면서 여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익히고 여성지도자들

을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직접 듣고 토론한다.

21002319� 여성과일(WOMEN�&�WORK)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성차별상황 등을 중심으로 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현실적으로 가능한 성 평등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21001646� 여성학(WOMEN'S� STUDIES)

가정,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친 여성문제를 이론적으로 소개하고, 오랜 전통문화 속에서

매몰되어 온 여성의 의식과 잠재능력을 깨우치고 개발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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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439� 의약품의이해(FUNDAMENTAL�UNDERSTANDING�OF�DRUGS)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해 약의 개발과정, 작용기전, 약효와 독성, 약의 체내 운명, 약물

남용 및 주요약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강술한다.

21002940� 패션산업(FASHION�BUSINESS)

섬유, 패션디자인, 의류제조 및 패션마케팅 등 패션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국내외 

패션산업 현황과 발전방향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21세기 경쟁사회에 대비한 패션산업의 구조 및 동향

을 파악한다. 

21000763� 패션정보(FASHION� INFORMATION)

패션에 관계된 정보, 즉 패션마케팅의 정보분석 및 활용과정, 패션에 관계된 업무 및 직업세계, 국내 

의류디자인 산업의 현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패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가짐과 

동시에 정보사회에 적응해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세련미를 갖추도록 한다.

21000833� 행복한부모(HAPPY�PARENTS)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살펴본다.

21000802� 현대인과영양(NUTRITION� FOR�MODERNS)

영양학의 이론을 현대에 살고 있는 인류의 실생활에 접목시켜 응용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식생활상을 정립한다.

교양핵심선택� 6영역�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9961 SNOW를통한영어(SNOW�ENGLISH)

숙명지식공유시스템 SNOW(Sookmyung Network for Open World)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초 영어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 대학의 동영상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저명인사의 연설 및 

다양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키우

도록 한다.

21000084 고급영어읽기와쓰기(ADVANCED�ENGLISH�READING�AND�WRITING)

영어토론과발표와 영어쓰기와읽기 과정의 연결과정으로 문학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창의력을 중시

한다. 읽기부분은 자서전, 소설, 비소설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수준별로 진행되므로 자신의 취향 및 수준

에 맞는 책을 선택한다. 본 과목은 ‘영어토론과발표’와 ‘영어쓰기와읽기’를 선행 이수할 것을 권고한다.

21000203� 독일어Ⅰ(GERMAN�Ⅰ)

교양을 위한 기초 독일어 습득을 학습목표로 하는 본 교과목에서는 시청각교재를 활용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연습을 통하여 실용적인 독일어를 배운다.

21000204� 독일어Ⅱ(GERMAN�Ⅱ)

실용적인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어권의 역사와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정보를 얻고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국가 간의 상호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다.

21001649� 러시아어(RUSSIAN)

기본적인 읽고 쓰기에 필요한 문법과 어휘를 익히기 위한 과정으로서 처음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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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다.

21001651� 스페인어(SPANISH)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문법의 습득과 초보적인 회화능력을 배양하는 초급과정으로서 스페인 문화권

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

21001653� 이태리어(ITALIAN)

기본문법과 어휘습득을 통하여 초보적인 회화능력과 독해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21001636� 일본어Ⅰ(JAPANESE�Ⅰ)

일본어의 쓰기와 읽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본어의 실용적인 기초실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21001637� 일본어Ⅱ(JAPANESE�Ⅱ)

초급일본어를 배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일본어를 교수하여 일본어 원서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

록 한다.

21000165,�21000166� � �중국어Ⅰ,�Ⅱ(CHINESE�AS� THE� SECOND�FOREIGN� LANGUAGE�Ⅰ,�Ⅱ)

중국어의 초보과정을 음성. 문법. 어휘의 삼면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현대중국어의 문장을 독

해 할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한다.

21000125,�21000126� � �프랑스어Ⅰ,�Ⅱ(FRENCH�Ⅰ,�Ⅱ)

프랑스어의 체계적 기초지식을 학습시킴으로써 각 전공서적 중 프랑스어 원서의 최소한의 독해력을 습

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양핵심선택� 7영역�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943� 동아시아사바로보기(REFIGURING�EAST-ASIAN�HISTORY)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 간의 현안문제(영토분쟁, 역사왜곡)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시각적 차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1001956� 서양의역사와문화(THE�WESTERN�CULTURE�&�HISTORY)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서양문화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서양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21001913� 중국,�중국인의역사(CHINA,�HISTORY�OF�CHINESE)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중국인과 중국의 역사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강의한다. 특히 

중국인의 특질에 대해 규명하고 중국의 역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밝힌다.

21003943� 중국역사의진실(THE�REALITY�OF�CHINESE�HISTORY)

본 교과목에서는 잘못 알려진 중국 역사 사실 중에서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강의함으

로써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21000350� 한국근․현대사의이해(UNDERSTANDING�OF�KOREA�MODERN�AND�CONTEMPORARY�HISTORY)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현대사회의 전개양상을 주체적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분석․검토하여 민족사의 바

람직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21000355� 한국민족의생활사(THE� LIFE�HISTORY�OF�KOREAN)

한국 전근대 사회의 경제생활, 사회생활, 정치생활을 비롯하여 각 시대 각 계층의 구체적인 생활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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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시간

주관학과
이론 실습

일반교양　
　
　

21003507 다문화시대의지구촌 1학기 3 3 0 문과대학

21003005 라틴어 2학기 3 3 0 문과대학

21001657 스페인어권문화연구 2학기 2 2 0 문과대학

21001656 이콘과도끼:러시아문화론 2학기 2 2 0 문과대학

21001644 지리학개론 2학기 3 3 0 문과대학

21003287 대중매체와한국어 1학기 3 3 0 한국어문학부

21009949 동아시아고전읽기 1학기 3 3 0 한국어문학부

21000035 문예창작론 2학기 2 2 0 한국어문학부

21000167 실용한문 전학기 2 2 0 한국어문학부

21001955 실용화법 1학기 2 2 0 한국어문학부

21001645 연극영화의이해 1학기 2 2 0 한국어문학부

21002652 외국인을위한한국어Ⅰ 전학기 3 2 0 한국어문학부

21002653 외국인을위한한국어Ⅱ 전학기 3 2 0 한국어문학부

21002654 외국인을위한한국어Ⅲ 전학기 3 2 0 한국어문학부

21002655 외국인을위한한국어 Ⅳ 전학기 3 2 0 한국어문학부

21009951 외국인을위한한국어Ⅴ 전학기 3 2 0 한국어문학부

21009952 외국인을위한한국어Ⅵ 전학기 3 2 0 한국어문학부

21003203 한국문학과전통 2학기 3 3 0 한국어문학부

21050293 한국신화와세계신화 2학기 3 3 0 한국어문학부

21003879 한국현대명시의세계 2학기 3 3 0 한국어문학부

21003642 현대명작산문읽기 1학기 3 3 0 한국어문학부

21003944 도시의문화사 1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21003773 미디어와한국사 2학기 2 2 0 역사문화학과

21003945 법정세계사 2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21003506 사진으로떠나는한국사여행 1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21002296 인물로보는한국역사 2학기 3 3 0 역사문화학과

21002950 쟁점한국사 2학기 2 2 0 역사문화학과

21002300 문학과사랑의테마 전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21003206� 한국사속의왕과왕실(THE�KING�AND�KING'S� FAMILY�OF�MEDIEVAL�KOREA)

한국사속의 왕과 왕실(종친․외척)들을 통하여 한국 중세사회의 성격과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21003884� 한국의문화유산(KOREAN�CULTURAL�HERITAGE)

한국 문화의 유물을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구체적 유형 유산을 알기 쉽게 접근하고 이해함으로써 한국

의 역사 진전과정과 그 세계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 

21000321� 현대세계사의이해(UNDERSTANDING�OF�MODERN�WORLD�HISTORY)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서구역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서구열강의 팽창과정, 서세동점의 결과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세계의 급격한 변모과정을 통하여 현대세계사의 전개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올바른 세계

관과 현실인식의 형성에 중점을 둔다.

n 일반교양�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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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시간

주관학과
이론 실습

21002301 신화의이해 전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1009955 영어로배우는쉬운프랑스어 1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1003653 프랑스공연예술 2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일반교양
　
　
　
　
　
　
　
　
　
　
　
　
　
　
　
　
　
　
　
　
　
　
　
　
　
　

21002994 프랑스문학과예술 2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1002952 프랑스영화의이해 1학기 3 3 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1002986 독일명작베스트 1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21003514 독일영화의이해 1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21003702 문화기행독일어 1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21002304 세계명작순례 2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21004043 예술과로맨티시즘 1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21009881 판타지예술과의만남 1학기 3 3 0 독일언어·문화학과

21002551 일본전통문화와예술 2학기 3 3 0 일본학과

21050156 글로벌정보읽기와커리어개발 2학기 3 3 0 문헌정보학과

21009968 기록과문화 1학기 3 3 0 문헌정보학과

21003929 정보디자인과브랜드전략 2학기 3 3 0 문헌정보학과

21003354 공연예술의이해 전학기 3 3 0 문화관광학부

21003895 대중문화예술이야기 1학기 3 2 2 문화관광학부

21002954 세계여행 전학기 3 3 0 문화관광학부

21003157 와인과칵테일 전학기 3 3 0 문화관광학부

21003375 다중매체를통한영어연습 2학기 3 3 0 영어영문학부

21000085 시사영어 1학기 3 3 0 영어영문학부

21000090 실용영작문 2학기 3 3 0 영어영문학부

21003587 영화로읽는영미문화 1학기 3 2 2 영어영문학부

21002636 한국문학영역선 2학기 3 3 0 영어영문학부

21002985 교육리더십세미나 1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3285 교육학특강 1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2289 사랑의심리학 2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2426 성인학습및상담 2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0282 심리학개론 전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2427 원격교육론 2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0281 인간관계론 1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0255 일반심리학 1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2571 지역사회교육론 1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0241 청소년교육론 2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2572 평생교육경영론 1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2570 평생교육방법론 1학기 3 3 0 교육학부

21009877 평생교육실습 전학기 3 0 3 교육학부

21000428 인간과우주 전학기 3 3 0 나노물리학과

21000425 지구과학 1학기 3 3 0 나노물리학과

21003732 연구와윤리 1학기 2 2 0 생명과학과

21002143 정보통신입문 2학기 3 3 0 컴퓨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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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학기 학점
시간

주관학과
이론 실습

21003117 컴퓨터활용 전학기 2 2 0 컴퓨터과학부

21003004 프레젠테이션 2학기 2 2 0 컴퓨터과학부

21003998 동영상제작기초 1학기 3 3 0 멀티미디어과학과

일반교양
　
　
　
　
　
　
　
　
　
　
　
　
　
　
　
　
　
　
　
　
　
　
　
　
　
　
　
　
　
　
　
　
　

21003688 디지털사진촬영기초 2학기 3 3 0 멀티미디어과학과

21004027 디지털색채기초 2학기 3 3 0 멀티미디어과학과

21004044 디지털콘텐츠와지적재산 1학기 3 3 0 멀티미디어과학과

21003608 애니메이션제작기초 2학기 3 3 0 멀티미디어과학과

21003689 영화제작과멀티미디어 2학기 3 3 0 멀티미디어과학과

21003687 인터넷정보검색사 1학기 3 3 0 멀티미디어과학과

21003727 포토샵과이미지기초 1학기 3 3 0 멀티미디어과학과

21002630 홈페이지제작과정 2학기 3 3 0 멀티미디어과학과

21002020 레크리에이션이해 1학기 2 1 1 체육교육과

21003603 스포츠를위한마케팅 전학기 2 1 1 체육교육과

21003905 마당극배워보기Ⅰ 1학기 2 0 2 무용과

21003906 마당극배워보기Ⅱ 2학기 2 0 2 무용과

21003767 무용치료 전학기 2 0 2 무용과

21003918 발레의이해 1학기 2 2 0 무용과

21003768 생활무용 전학기 2 0 2 무용과

21003765 여성의아름다운움직임 2학기 2 0 2 무용과

21003919 영상으로보는발레 2학기 2 2 0 무용과

21003764 영상을통한한국춤배우기 2학기 2 0 2 무용과

21003589 영·유아무용교육론 1학기 3 3 0 무용과

21003925 움직임에미치는영양학 2학기 2 1 1 무용과

21003901 타악실습기초Ⅰ 1학기 2 0 2 무용과

21003902 타악실습기초Ⅱ 2학기 2 0 2 무용과

21003920 현대무용감상법 2학기 2 0 2 무용과

21003769 호흡을통한웰빙무용 전학기 2 0 2 무용과

21010006 현대의약과학 2학기 3 3 0 의약과학과

21003853 그림으로보는가족상담의이해 2학기 3 3 0 가족자원경영학과

21050288 다문화가정리더십 2학기 3 3 0 가족자원경영학과

21050287 다문화가족과청소년이해 2학기 3 3 0 가족자원경영학과

21003989 다문화가족복지론 1학기 3 3 0 가족자원경영학과

21009946 다문화가족프로그램개발과평가 1학기 3 3 0 가족자원경영학과

21009909 숲과어린이 1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21002995 아동과사회 2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21003839 아동교육론 1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21050238 어린이리더십교육 2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21003867 에니어그램리더십과성격코칭 1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21003738 영화로읽는이상심리학 2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21009908 행복으로가는심리학 1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21003439 행복한가족 2학기 3 3 0 아동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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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762 글로벌패션문화 2학기 3 3 0 의류학과

21003503 패션과건강 전학기 3 3 0 의류학과

21004001 패션과컬쳐코드 2학기 3 3 0 의류학과

　
　

일반교양　
　
　
　
　
　
　
　
　
　
　
　
　
　
　
　
　
　
　
　
　
　
　
　
　

　　
　　
　
　
　
　

21002025 알기쉬운식품학 2학기 3 3 0 식품영양학과

21000804 알기쉬운영양학 1학기 3 3 0 식품영양학과

21002947 영양과건강한식생활 1학기 3 3 0 식품영양학과

21001996 영양과다이어트 2학기 3 3 0 식품영양학과

21003852 음식과공간미학 2학기 3 3 0 식품영양학과

21050245 커뮤니케이션과영양 1학기 3 3 0 식품영양학과

21001666 사회과학연구방법론 2학기 3 3 0 사회과학대학

21003874 다문화사회의이해 2학기 3 3 0 정치외교학과

21003875 민주주의론 1학기 3 3 0 정치외교학과

21004042 현대생활과부동산 1학기 3 3 0 행정학과

21001005 광고와사회 2학기 3 3 0 홍보광고학과

21003716 문화예술과지식재산 2학기 3 3 0 법학부

21001698 상법개론 2학기 3 3 0 법학부

21000911 생활법률 전학기 3 3 0 법학부

21003750 소비생활과법률 1학기 3 3 0 법학부

21002514 영화를통한법의이해 전학기 3 3 0 법학부

21003907 커리어우먼을위한법 2학기 3 3 0 법학부

21003745 현대사회와범죄 1학기 3 3 0 법학부

21003746 현대사회와인권 2학기 3 3 0 법학부

21002736 금융과재테크 1학기 3 3 0 경제학부

21001048 한국경제의이해 1학기 3 3 0 경제학부

21003425 소비자와시장경제 1학기 3 3 0 소비자경제학과

21003796 생활합창 2학기 2 2 0 성악과

21050269 고전음악의이해 2학기 2 2 0 작곡과

21003522 국악기실습Ⅰ 1학기 2 0 2 작곡과

21003523 국악기실습Ⅱ 2학기 2 0 2 작곡과

21009936 낭만음악의이해 1학기 2 2 0 작곡과

21009937 뮤지컬의이해 1학기 2 2 0 작곡과

21009935 바로크음악의이해 1학기 2 2 0 작곡과

21050271 재즈음악의이해 2학기 2 2 0 작곡과

21050270 현대음악의이해 2학기 2 2 0 작곡과

21009932 음악철학 1학기 2 2 0 관현악과

21003002 디자인의이해 1학기 2 0 2 시각․영상디자인과

21003156 컴퓨터기초디자인 1학기 2 1 2 시각․영상디자인과

21001487 사진의이해 1학기 2 2 0 산업디자인학과

21002238 건축기행 1학기 2 2 0 환경디자인과

21003444 디자인리더십 1학기 2 2 0 환경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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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052 유럽건축문화 2학기 2 2 0 환경디자인과

21003267 교양미술(서양화) 전학기 3 0 3 회화과

　
　
　
　
　
　

일반교양　
　
　
　
　
　
　
　
　
　
　
　
　
　
　
　
　
　
　
　
　
　
　
　

　　

21003665 교양미술(한국화) 전학기 3 0 3 회화과

21003340 그림으로읽는성서 1학기 2 2 0 회화과

21003795 미술과현실 전학기 3 1 2 회화과

21001611 미술의이해 2학기 2 2 0 회화과

21003339 현대미술의조형이해 1학기 2 2 0 회화과

21009976 국제개발협력의사례와전략 1학기 3 3 0 글로벌협력전공

21003968 국제개발협력이론과사례 2학기 3 3 0 글로벌협력전공

21004066 문화간커뮤니케이션 1학기 3 3 0 글로벌협력전공

21004046 기업가정신과리더십 2학기 3 3 0 앙트러프러너십전공

21003640 고급영어발표와토의 1학기 3 3 0 일반영어센터

21003638 취업을위한영어 전학기 3 3 0 일반영어센터

21004041 건강과자전거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81 교양골프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72 교양댄스스포츠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9964 교양등산과하이킹 1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71 교양볼링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9963 교양사격 1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83 교양수상스포츠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50318 교양스노우보드 2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73 교양스키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85 교양승마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87 교양요가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75 교양운동과다이어트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86 교양재즈댄스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77 교양캠핑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50319 교양태권도 2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2674 교양호신술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3391 내몸에맞는체질운동법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9962 신체놀이를통한리더십 1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50317 초급아이스하키 2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4024 필라테스와댄스 전학기 2 0 2 체육위원회

21003490 메이크업의실제와활용 전학기 3 3 0 원격대학원

21003797 새로운실버산업의이해 전학기 3 3 0 원격대학원

21050324 아동미디어문화 2학기 3 3 0 원격대학원

21003257 인간행동의심리학적기초 1학기 3 3 0 원격대학원

21003991 토탈스킨케어 1학기 3 3 0 원격대학원

21002927 화장품과피부 전학기 3 3 0 원격대학원

21003484 글로벌여성리더십 전학기 2 1 2 숙명리더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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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167 리더십워크숍 1학기 2 2 0 숙명리더십개발원

21003465 리더십특강 전학기 2 2 0 숙명리더십개발원

21003268 여성리더십의이해 1학기 3 3 0 숙명리더십개발원

　
　
　
　
　
　
　
　
　
　
　

일반교양　
　
　
　
　
　
　
　
　
　
　
　
　
　
　
　
　
　
　
　
　
　

21003521 행복한결혼을위한가정리더십 1학기 2 2 0 숙명리더십개발원

21009897 국가안보론 전학기 2 2 0 교양교육팀

21100227 글로벌리더십역량의이해

21009898 리더십 전학기 2 2 0 교양교육팀

21009901 무기체계론 전학기 2 2 0 교양교육팀

21050320 문학속에나타난여성 2학기 2 2 0 교양교육팀

21009899 북한학 전학기 2 2 0 교양교육팀

21003166 사랑학개론 전학기 3 3 0 교양교육팀

21003954 신입생입문교육 1학기 1 2 0 교양교육팀

21003158 영화를통한범죄심리 2학기 3 3 0 교양교육팀

21009966 예술적상상력과문화 1학기 2 2 0 교양교육팀

21009900 전쟁사 전학기 2 2 0 교양교육팀

21003722 키워드로읽는오늘 전학기 3 3 0 교양교육팀

21050432 기업실무인턴십Ⅰ 전학기 1 0 5.3 취업경력개발원

21003969 기업실무인턴십Ⅱ 전학기 3 0 11 취업경력개발원

21003019 기업체현장실습Ⅰ 전학기 2 0 4 취업경력개발원

21003020 기업체현장실습Ⅱ 전학기 3 0 6 취업경력개발원

21003021 기업체현장실습Ⅲ 전학기 4 0 8 취업경력개발원

21003022 기업체현장실습Ⅳ 전학기 5 0 10 취업경력개발원

21003277 멘토프로그램Ⅰ 1학기 1 0 2 취업경력개발원

21003278 멘토프로그램Ⅱ 2학기 1 0 2 취업경력개발원

21003303 성공취업실전 전학기 2 2 0 취업경력개발원

21003831 시장경제NIE특강 전학기 3 3 0 취업경력개발원

21003003 직업과경력개발 전학기 3 3 0 취업경력개발원

21003302 직업과진로탐색 전학기 2 2 0 취업경력개발원

21004002 진로및직무이해실습 전학기 1 0 2 취업경력개발원

21003601 진로설계실습 전학기 1 0 2 취업경력개발원

21003832 진로설계와취업 전학기 2 2 0 취업경력개발원

21002648 취업설계 전학기 2 2 0 취업경력개발원

21003627 e커머스창업 전학기 3 3 0 취업경력개발원

21003277 멘토프로그램Ⅰ 1학기 1 0 2 취업경력개발원

21003278 멘토프로그램Ⅱ 2학기 1 0 2 취업경력개발원

21003077 생활문화와국제매너실습 전학기 3 0 6 가정경영실습관

21008281 조직감성및적응역량강화Ⅰ 전학기 3 0 6 학생생활상담소

21009994 조직감성및적응역량강화Ⅱ 전학기 3 0 6 학생생활상담소

21009995 조직감성및적응역량강화Ⅲ 전학기 3 0 6 학생생활상담소

21002743 집단상담과의사소통 전학기 2 0 2 학생생활상담소

21002323 남성연구 2학기 3 3 0 아시아여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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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927 여성HRD의이해 2학기 3 3 0 아시아여성연구소

21003975 근대한국사 전학기 3 3 0 국제교류팀

21009965 글로벌인턴십직무교육 전학기 3 3 0 국제교류팀

21009618 글로벌현지교육 1학기 1 0 2 국제교류팀

　
　
　
　
　
　
　
　

일반교양

21003979 아름다운한국음식 전학기 3 2 2 국제교류팀

21003986 태권도와한국스포츠문화 전학기 2 1 2 국제교류팀

21050169 한국어와한국문화 전학기 3 3 0 국제교류팀

21003985 한국의시각문화 전학기 2 2 0 국제교류팀

21003980 한국의전통춤입문 전학기 2 1 2 국제교류팀

21003977 한국의정치와외교 전학기 3 3 0 국제교류팀

21003305 해외인턴십Ⅰ 전학기 3 0 6 국제교류팀

21003984 현대한국문학과영화에나타난계급과성 전학기 2 2 0 국제교류팀

21003988 Honors Class:글로벌의사소통 1학기 2 2 0 국제교류팀

21003502 학습전략과학습기술 전학기 1 1 0 교수학습센터

21003871 논리와추론 1학기 3 3 0 의사소통센터

21003872 대화와협상 1학기 3 3 0 의사소통센터

21003519 비판과논술 전학기 3 3 0 의사소통센터

21003099 언어와독해 1학기 3 3 0 의사소통센터

21003100 자료해석과수리추리 2학기 3 3 0 의사소통센터

21001647 사회봉사Ⅰ 전학기 1 0 2 사회봉사실

21001648 사회봉사Ⅱ 전학기 1 0 2 사회봉사실

21002926 사회봉사Ⅲ 전학기 1 0 2 사회봉사실

21003301 문화예술시간여행 전학기 3 3 0 박물관

21009718 신입생영어반 1학기 2 0 0 국제언어교육원

21003999 디지털시대의국제개발 1학기 3 3 0 아태여성정보통신원

21004000 디지털화와지구사회 2학기 3 3 0 아태여성정보통신원

21009967 군사학Ⅰ 1학기 3 2 2 학생군사교육단

21050321 군사학Ⅱ 2학기 3 2 2 학생군사교육단

21050322 군사학Ⅲ 1학기 3 2 2 학생군사교육단

21050323 군사학Ⅳ 2학기 3 2 2 학생군사교육단

일반교양선택�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4041 건강과자전거(HEALTH�AND�BICYCLES)

미래에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자전거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배우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21002238 건축기행(UNDERSTANDING�OF�ARCHITECTURE�AND�PLACE)

국내 및 세계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구조를 건축작품과 장소성을 통해 이해하고 

각 건축물이 담고 있는 조형적 특징과 숨어있는 의미를 읽어내어 건축물과 시대적 흐름의 상관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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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640 고급영어발표와토의(ADVANCED�ENGLISH�PRESENTATION�AND�DISCUSSION)

본 과목은 영어 발표와 토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발표 준비 단계에서부터 자료들을 정리

하고 주제를 찾아서 정리, 발표하는 것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닉을 배우고 연습한다. 또한 

토의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설득하는 훈련을 쌓는다. 

21050269 고전음악의이해(CLASSIC� PERIOD�MUSIC)

고전시대(1725-1810)의 다양한 양식 즉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협주곡, 합창곡, 오페라 등의 화

성, 형식, 구조의 분석과 감상을 통하여 이해한다.

21003354 공연예술의이해(UNDERSTANDING�OF�PERFORMING�ARTS)

실제 작품 감상과 이론 분석을 통해 동서양 공연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동시에 

관람객과 기획자의 입장에서 공연예술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는다.

21001005 광고와사회(ADVERTISING�&� SOCIETY)

광고를 제도, 사회인구통계, 법규제, 경제 및 윤리적 쟁점을 기초로 한 시각에서 개관하고, 광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제시한다. 이 과목은 광고의 역사, 광고대행사의 조직과 역할, 광고의 사회․경제적 기능, 

국내외 광고계 흐름 등 광고와 관련된 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교양과목으로서 다룬다.  

21002681 교양골프(GOLF�BASIC)

골프의 기본 원리 및 기술을 숙달시키고, 골프의 Manner와 기술내용을 인지하며, 골프 경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21002672 교양댄스스포츠(DANCE�SPORT�BASIC)

댄스스포츠는 음악에 맞추어 기본 스텝과 응용동작을 즐기는 운동으로, 10가지 댄스종목의 특성에 맞

는 예의와 기술을 학습하도록 한다.

21009964 교양등산과하이킹(CLIMBING�&�HIKING)

서울 근교의 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지구력을 높인다. 

21003267 교양미술(서양화)(A�REQUISITE�COURSE�FOR�PAINTINGS)

일반인도 습득 가능한 회화의 기초능력을 배양시킴과 동시에 채색, 아크릴 및 유화를 사용한 표현 능력

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21003665 교양미술(한국화)(A�REQUISITE�COURSE�FOR�KOREAN�PAINTING)

일반인도 습득 가능한 회화과 조형감각을 배양시킴과 동시에 현대의 다양한 한국화 기법을 사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예술 감각이 키워지도록 한다.

21002671 교양볼링(BOWLING�BASIC)

볼링장에서의 집중적인 실기교육을 통하여 단기간에 볼링에 관한 기술 및 응용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

하고, 경기 매너 및 경기규칙 등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21009963 교양사격(SHOOTING)

사격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과 집중력을 기르고 나아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한다. 

21002683 교양수상스포츠(AQUATIC� SPORT�BASIC)

수상스포츠의 종류 및 기초기술을 학습하여 생활체육 활동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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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18 교양스노우보드(SNOWBOARD)

많은 사람들이 스노우보드를 즐기고 있으며, 전용코스가 생기는 등 대중화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스노우보드를 통하여 건강체력

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스노우보드의 과학적 원리를 습득케 한다. 

21002673 교양스키(SKI� BASIC)

알파인 스키의 기초기술에 관한 훈련법과 지도법을 학습하며, 프로그 보겐에 의한 사활강 및 long & 

short turn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슈템턴까지의 숙련을 목표로 한다.

21002685 교양승마(HORSE�RIDING�BASIC)

말을 타고 말을 여러 가지 운동을 시키는 스포츠로서, 승마장에 가서 말을 타고 트랙킹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21002687 교양요가(YOGA�BASIC)

심신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준다는 측면에서 대체의학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분야인 요가의 각각의 체위와 호흡, 

명상법을 익힌다.

21002675 교양운동과다이어트(EXERCISE�AND�DIET�BASIC)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바람직한 생활 습관과 효율적인 체력관리에 관한 기초적

인 이론과 활동을 제시한다.

21002686 교양재즈댄스(JAZZ�DANCE�BASIC)

춤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재즈 음악에 맞춰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춤으로서 재즈댄스의 기본동

작 및 응용동작을 학습한다.

21002677 교양캠핑(CAMPING�BASIC)

도시화, 상업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캠프활동은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해 자

연을 아끼는 마음과 방법을 배우며, 지적, 정서적, 신체적의 모든 활동에 의해서 창조성과 사회성을 기

르고 건강한 심신을 육성하도록 한다.

21050319 교양태권도(TAEKWONDO)

한국 고유 무술로서 맨발과 맨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한다. 기본적인 태극 1장부터 8장까

지의 기술을 습득한다. 

21002674 교양호신술(SELF�DEFENSE�BASIC)

기본 체력은 물론 방어기술, 공격기술을 통하여 보다 빠른 동작을 익혀 민첩성, 순발력 등을 단련하여 

체육의 기본 동작과 상황 판단력, 적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본 기술을 익힌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불의의 공격에 즉각적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1002985 교육리더십세미나(FRESHMAN�LEADERSHIP� SEMINAR)

신입생들에게 교육과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

다. 나아가 교육과 리더십의 중요성과 상호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대학

생활의 방향을 고민하고 계획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21003285 교육학특강(SEMINAR� IN� EDUCATIONAL� THEORIES)

교육학 이론 적용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여 임용고시를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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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9897 국가안보론(NATIONAL�SECURITY�STUDIES)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대내적, 대외적 안전보장의 방식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안보환경을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에 대해 국제적, 지역적, 

국지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본다.

21003522,�21003523� � �국악기실습Ⅰ,Ⅱ(KOREAN�MUSIC�&�MUSICAL� INSTRUMENTS�WORKSHOP�Ⅰ,Ⅱ)

국악 이해의 기초가 되는 장구와 단소, 가야금 등을 직접 배워 보는 강의다. 이밖에 기본적인 민요 가창 

실습을 겸한다. 이 강의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음악을 통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음악교양과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21009976 국제개발협력의사례와전략(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ODA):�CASE�STUDIES�AND�STRATEGIES)

외교·정책적 전략차원 및 개발현장에서의 실제적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각국대사(주한노르웨이 대사, 주한 일본대사) 및 산업

연구원, UN 산하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KOICA 등 다양한 영역

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를 초빙해 각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발협력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강의

가 구성된다.

21003968 국제개발협력이론과사례(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THEORIES�AND�CASE�STUDEIS)

이 과목은 오늘날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구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증진하

고, 국내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분야 진출을 위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론적 탐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사례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제1부 국제개발협력의 개요는 개발의 개념과 개발협력역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2부 국제개

발협력의 이론과 사례(CASE STUDY)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개발협력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UN, 

OECD, WORLD BANK, ADB 등 다자간 개발협력기관들의 정책과 사례도 알아본다. 제3부에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활동 사례를 알아보고, 개발전문가로의 성장 경로를 탐색한다. 제4부에서

는 21세기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21009967,�21050321∼3� � �군사학(MILITARY�SCIENCEⅠ∼Ⅳ)

군사적인 기본소양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군사적인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확

립하며, 군사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지휘통솔 능력과 장차 소대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지휘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이 과정에서는 군인적 특성 및 적응력을 배양하고, 복종 및 규정의 실천을 중점

으로 둔다.

21003853 그림으로보는가족상담의이해(UNDERSTANING�FAMILY� THERAPY�THROUGH�DRAWING)

개인과 가족은 전 생애에 걸쳐 변화, 발달, 그리고 성장과정을 경험한다. 가족은 이러한 발달과 성장경

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이와 같은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본 교과

목에서는 그림을 통해 가족의 심리를 분석하고, 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원활

한 가족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1003340 그림으로읽는성서(READING�BIBLE� THROUGH�WORKS�OF�ARTS)

전통적으로 서양미술의 주된 주제는 성서였으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성

서가 회화의 조형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미술사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21003975 근대한국사(MODERN�KOREAN�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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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대두에서 한말에 이르는 근대적 개혁의 추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대한제국

의 붕괴,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일제 통치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친 변동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국토양단과 그에 따른 한국전쟁, 한국현대사와 역사의식, 한국의 경제발전, 

한국의 민중문화와 민주화 운동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도록 한다.

21003484 글로벌여성리더십(GLOBAL�WOMEN� LEADERSHIP)

새롭게 변화하는 글로벌패러다임에 부응하고 기업발전을 주도할 여성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개설

한 강의이다. 이 강의는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과 사례중심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며 다각도로 자기개발

을 모색하고 리더십을 함양시킨다.

21009965 글로벌인턴십직무교육(GLOBAL�CAREER�DEVELOPMENT)

글로벌기관에서의 인턴십 및 실무를 쌓기 위한 준비수업으로 Business Communication,  

          Professional  Presentation, Negotiation & Discussion, Case Study, Global 에티켓 등의 내용

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21050156 글로벌정보읽기와커리어개발(GLOBAL� INFORMATION�AND�CAREER�DEVELOPMENT)

'글로벌정보읽기와 커리어개발'은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 유비쿼터스시대로 대별 되는 현 시대를 살아

가는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커리어개발을 유도하

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일반적 검색엔진에서 웹데이터베이스 그리고 UCC자료에 이르는 다양한 검색도

구 실습과 커리어개발을 위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을 학습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1000762 글로벌패션문화(GLOBAL�FASHION�CULTURE)

인체에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서의 의복은 신체보호라는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추구라는 창의적인 측면

은 물론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한다. 패션산업과 20세기 문화와 패션에 관해서 분석함으로써 복식

이 자연적인 산물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생활의 전반을 반영해 주는 문화적 산물임을 인식하게 하며 

합리적인 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21009618 글로벌현지교육(GLOBAL�FIELD� STUDY)

강좌운영은 하계/동계방학 중에 이루어지며, 다양한 글로벌현지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심도 깊은 문화

체험과 개인의 전공분야를 글로벌 환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찾게 된다.

21002736 금융과재테크(FINANCE�AND�PORTFOLIO�MANAGEMENT)

금융시장의 작동원리와 금융상품의 내용을 공부하여 금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

는 과목이다.

21009968 기록과문화(ARCHIVES�AND�CULTURE)

인류의 문화를 가능하게 만든 기록 및 기록매체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지적, 사회적 특히 문화적 의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개함으로써 향후 인류의 미래지향적인 기록 및 기록매체와 문화적 예측까지 가능하

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1004046 기업가정신과리더십(ENTREPRENEURIAL�MIND�&� LEADERSHIP)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창업의 성패요인과 기업가 정신과의 관계를 살펴

본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창업과 기업경영에 성공한 리더들의 사례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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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32 기업실무인턴십Ⅰ(INTERNSHIPⅠ)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이 학생 개인별 섭외를 통한 기업체 연수를 통해 주당 20시간 이상, 4주 이상 

8주 미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한 학생에 한에 학점을 부여함. 

21003969 기업실무인턴십Ⅱ(INTERNSHIPⅡ)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이 노동부 주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나 학생 개인별 섭외를 통한 기업체 

연수를 통해 주당 20시간 이상, 2개월 이상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한 학생에 한해 학점을 

부여함.

21003019∼21003022� � �기업체현장실습Ⅰ∼Ⅳ(INTERNSHIP� PROGRAM�Ⅰ∼Ⅳ)

학교 또는 국가가 지원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업체 및 단체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지금까지 습득한 전공교과목을 심화 적용시켜본다. 전 과정을 이수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빙되

어야 한다. 기본은 2학점으로 1개월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야하고, 30시간 또는 실습개월당 1학점

으로 처리한다.

21002323 남성연구(MEN'S� STUDIES)

사회변화에 따른 남성의 역할, 삶을 분석해 보고 만들어지고 있는 남성다움, 남성 심리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평등한 남녀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1009936 낭만음악의이해(ROMANTIC�PERIOD�MUSIC)

낭만시대(1810-1910)의 다양한 양식 즉 가곡,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협주곡, 합창곡, 오페라 등

의 화성, 형식, 구조의 분석과 감상을 통하여 이해한다.

21003391 내몸에맞는체질운동법(CONSTITUTION�EXERCISE)

건강한 삶을 위한 나만의 체질맞춤운동법에 대해 연구하고 배운다. 

21003871 논리와추론(LOGIC�AND�REASONING)

논증 및 추론의 기본 개념과 기법을 익힘으로써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키운다. 특히 법학적

성시험(LEET), 공직적성평가(PSAT), 의학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등을 준비하는 학생

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이들 시험들이 요구하는 논증 및 추론 관련 문제의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

다.

21050288 다문화가정리더십(MULTICULTURAL� FAMILY�LEADERSHIP)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이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

장,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에 대한 방법을 모색한다.

21050287 다문화가족과청소년이해(MULTICULTURAL� FAMILIES�AND�YOUTH�UNDERSTANDING)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심리, 사회, 발달적 독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돕는 방법을 모색하고 학습 한다. 또한 본 교과목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의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연구

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방법론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21003989 다문화가족복지론(MULTI-CULTURE�FAMILY�WELFARE)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세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지만 한국의 독특한 사회 배경이 추세를 가속화

하고 있다. 즉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농촌 및 도시 빈민층, 이혼자들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복지

적 차원의 대응정책 부재로 인해 이들 다문화 가족들은 한국 사회 및 가정생활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153

- 153 -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복지론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사회

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역량강화방안을 모색하고, 다문화 가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가족 복지 서비스 프로그

램 개발 및 기초이론을 탐구한다.  

21009946 다문화가족프로그램개발과평가(MULTICULTURAL�FAMILY�PROGRAM�DEVELOPMENT�AND�EVALUATION)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현대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중요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명하고 나아가서 다문화 가족 관련 실천프로그램의 기획 및 관리, 평가방법을 모색

한다.

21003874 다문화사회의이해(UNDERSTANDING�MULTICULTURAL�SOCIETY)

전 세계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의 중심에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각 국의 다문화 

사회의 특징과 다문화 사회가 지녀야 할 기본 철학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다루며 한국 사회의 모습과 

대비에 대해 다룬다.

21003507 다문화시대의지구촌(THE�GLOBAL�VILLAGE�OF�MULTICULTURAL�ERA)

세계 각국의 풍속과 문화를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인간의 삶을 다각

도에서 조명해 보며 세계화와 지구촌에서 이웃되기에 관하여 생각해본다.

21003375 다중매체를통한영어연습(ENGLISH�THROUGH�MULTIMEDIA)

(원어강의)영어로 듣기, 말하기와 쓰기를 연습하는 과정이다. TV, 영화,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고급 

영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며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말하기 및 쓰기를 적용하여 연습한다.

21003287 대중매체와한국어(KOREAN�LANGUAGE� IN�MASS�MEDIA)

현대 사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방송, 신문, 광고, 영화, 만화 등의 대중매체에 사용된 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살펴본다.

21003895� 대중문화예술이야기(UNDERSTANDING�MASS�ART�AND�CULTURE)

대중과 문화, 예술과의 관계를 시대적, 공간적 범위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고찰한다.

21003872 대화와협상(CONVERSATION�AND�NEGOTIATION)

‘대화와협상’은 ‘발표와토론’의 심화과목으로서 다양한 문화와 상황, 젠더의 측면을 고려하며 타인을 배

려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이해하고, 정서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익힌다.

21003944 도시의문화사(CULTURAL�HISTORY�OF�CITIES)

서양 중세부터 현대까지 로마, 암스테르담, 런던, 파리, 뉴욕 등의 유럽과 미국 주요 도시들을 문화사의 

시각에서 고찰한다. 특히 이들 도시의 건축 환경, 도시경관, 도시 디자인과 이미지, 도시에서의 삶의 

구조들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초점을 둔다.

21002986 독일명작베스트(THE�BEST�MASTERPIECES�OF�GERMAN�LITERATURE)

독일문학사상 뛰어난 걸작들을 선별하여 읽어본다. 특히 작가 및 시대배경,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과 문제의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어권 문학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도와준다.

21003514 독일영화의이해(UNDERSTANDING�GERMAN�FILM)

독일영화를 감상하면서 주제, 독일영화의 고유 언어와 상징, 테크닉을 분석하고, 아울러 시대와 장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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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작가적 고유세계를 탐구한다.

21009949 동아시아고전읽기(READING�OF�EAST�ASIAN�CLASSICS)

한국과 주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고전을 읽고 분석하여 거시적인 관점

에서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각국의 특수성을 이해한다. 문학의 보편적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특정 갈래나 주제에서의 동이 관계, 한문학의 공동 유산이 상이하게 이용되는 과정 등에 대한 대비적 

고찰과 영향 관계에 대한 비교 논의를 포괄한다. 

21003998 동영상제작기초(FUNDAMENTAL�MOVIE� PICTURE�PRODUCTION� )

본 교과목에서는 동영상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바탕으

로 동영상을 제작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범용적인 동영상 저작도구를 통하여 

동영상 제작 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제작되는 동영상에 다양한 효과를 주는 기법들도 함께 습득한다.

21003444 디자인리더십(DESIGN�&� LEADERSHIP)

본인이 설계한 모든 디자인은 사용자, 즉 상대가 있고, 나 이외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 디자

인이 성공적이라고 하기까지는 디자인의 소신감, 책임감, 창의력, 지도력, 설득력과 더불어 특별히 고객

의 요구조건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디자인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성과, 디자인 진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로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습득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과 함께 토론하고, 완성된 작품들을 통하여 문제점 해결과정

을 알아간다. 다양한 실내공간별 계획사례를 보면서 공간 개념 설정의 중요성, 계획의 정확성, 그리고 

인간 중심의 공간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며, 무엇보다 공공의 디자이너로서 

나보다 상대,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삶의 그릇을 설계하는 자세를 배우는 세미나 수업이다.

21003002 디자인의이해(UNDERSTANDING�OF�DESIGN)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디자인 등을 고찰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자연스러운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위한 기본적인 자질 교양

에 그 목표를 둔다.

21003688 디지털사진촬영기초(PHOTOGRAPHING�DIGITAL�CAMERA�FUNDAMENTAL)

본 과정은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촬영기법을 배운다. 디지털 사진

에 관한 기초이론과 기법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인물, 사물, 효과사진, 웹사진, 야외촬영, 스튜디오촬영, 

특수촬영 등 사진촬영의 이론과 실제는 물론 디지털 사진의 편집, 조작, 관리 등에 관한 실기를 통해 

디지털 사진매체에 의한 창의적인 디자인 표현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21004027 디지털색채기초(PRACTICE�ON�DIGITAL�COLOR)

색채의 속성, 기능, 시스템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색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을 학습하며, 색채의 과학적, 지각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속성에 대한 강의와 디지털 색채를 활용한 

다양한 내용의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색채의 이론과 실제를 상호 유기적으로 학습한다. 

21003999 디지털시대의국제개발(INTERNATIONAL�DEVELOPMENT� IN�DIGITAL�ERA)

학부생들에게 ICT의 개념 및 국제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 ICT의 개념 및 역사에 대한 정리 / - 국제개발에서의 ICT의 역할 / - 실제 사례 분석

21004044 디지털콘텐츠와지적재산(DIGITAL�CONTENT�AND� INTELLECTUAL�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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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파노라마 (IP Panorama)와 강의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하여 특허, 트레이드마크, 산업

디자인등 기본적인 지적 재산을 배운다. 국제 무역에서의 지적재산에 관한 등을 배운다. 이 과정을 공부

한 후 온라인 시험을 통해 국제지적재산기구 (WIPO)의 Certificate을 받을 수 있게 한다. 

21004000 디지털화와지구사회(DIGITALIZATION�AND�GLOBAL�SOCIETY)

디지털화와 지구사회의 관련성에 대한 학부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설.

        -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이해(정치, 경제, 문화) / - 글로벌 사회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의미 및 영향력

21003005 라틴어(LATIN)

기본문법과 어휘습득을 통하여 초보적인 회화능력과 독해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21002020 레크리에이션이해(UNDERSTANDING�OF�RECREATION)

자기표현의 기회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

하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1009898 리더십(LEADERSHIP)

리더십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관리, 시간관리 등의 다양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 삶의 비젼과 사명을 확립하는 훈련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

해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위한 리더십 능력의 함양을 가능케 한다.

21003167 리더십워크숍(LEADERSHIP�WORKSHOP)

리더십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관리, 시간관리 등의 다양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

고, 자기 삶의 비전과 사명을 확립하는 훈련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위한 리더십 능력의 함양을 가능케 한다.

21003465 리더십특강(SPECIAL� LECTURE� IN� LEADERSHIP)

본 특강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세미나형식의 수업이다. 이론적 정리와 사회 각 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리더의 초청강의를 병행하여 실제의 리더십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아울러 사회참여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

고 있다.

21003905,�21003906� � �마당극배워보기Ⅰ,Ⅱ(TO� LEARN�THE�TRADITIONAL�PLAYING�Ⅰ,Ⅱ)

마당극 배워보기는 탈춤, 판소리, 풍물 등의 전통 민속 연희의 전체를 일컫고 본 강의에서는 산대놀이 

계통의 탈춤을 기초적으로 배워보고자 한다.

21003490 메이크업의실제와활용(PRINCIPALS�AND�PRACTICES�OF�MAKE-UP)

기초적인 스킨케어를 비롯하여 뷰티메이크업의 원리와 기술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개인의 얼굴과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업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미를 고취함은 물론 그와 더불어 취업이나 공연 등 

다양한 사회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277,�21003278� � �멘토프로그램Ⅰ,Ⅱ(MENTORING�PROGRAM�Ⅰ,Ⅱ)

재학생 개인의 제한된 정보 습득 한계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경력자를 선호하는 채용 변화

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다. 교수(멘토) 1인이 8명 이상의 재학생(멘티)을 선발하여 관련분

야 탐구 및 동향분석, 기업탐방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1009901 무기체계론(WEAPON�SYSTEM)

무기에 관련된 물적요소와 인적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목으로 무기체계에서 과학기술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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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학기술과 국가안보와의 관계, 현재 한국의 무기체계와 과학기술의 현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전을 위한 준비에 대해 생각해 본다.

21003767 무용치료(DANCE�THERAPY)

무용치료는 기초치료 대상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단계별 심상훈련과 움직임을 다양하게 적용시켜 

접근함으로써 심신의 정서적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1000035 문예창작론(WRITING�OF� LITERATURE)

모든 갈래의 문학 작품 창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실습 위주로 학습한다.

21002300 문학과사랑의테마(LITERATURE�AND�THEMES�OF�LOVE)

다양한 문학 작품 속에서 사랑이라는 테마가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 

21050320 문학속에나타난여성(WOMEN� IN�THE�HISTORY�OF�KOREAN� LITERATURE)

오늘의 여성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역사를 짚어 보는 일은 유용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황진이, 이옥봉 및 허난설헌의 전통적인 조선 시대 여성 문학에 이어, 1920년대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등의 신여성 문학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모윤숙, 노천명, 김남

조 등의 현대 여성 시인들의 시 작품과 우리나라 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현대 여성 소설가들의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상도 검토할 것이다. 여성 작가들의 문학 작품과 남성 작가들의 문학 작품에 

다른 점을 찾고, 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들이 실제의 여성들과의 관계망을 알아보는 일은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타진하는 데 중요하고도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할 것이다.본 강의는 21세기의 “나”와 

역사 속의 “너”의 관계를 검토하고 한국 여성의 자아 인식을 이해하는 데 물꼬를 트는 작업이 될 것이

다.

21004066 문화간커뮤니케이션(CROSS�CULTURAL�COMMUNICATION)

미국 역사에서 유럽계 미국인이 외국인을 다루는 방법을 문화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다. 예를 

들어, 유럽계 미국인들이 외국, 외국인, 외국문화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외국에 대한 이해가 자신들

의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또한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국제정책을 생산해냈는가 

등에 대해 고찰한다. 

21003702 문화기행독일어(GERMAN�FOR�CULTURE�AND�TRAVEL)

독일어권 나라들을 여행하고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독일어를 

습득한다. 또한 독일어권과의 학술교류나 유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오리엔테이션도 제공

된다.

21003716 문화예술과지식재산(CULTURE-ARTS�AND� INTELLECTUAL�PROPERTY)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UCC 등 누구나 지식재산의 창작자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지식재산의 이

용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소양을 토대로 문화와 

예술 분야의 창작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과 MP3 음악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소리바다 등 P2P 사이트나 웹하드를 이용한 공유 등 지적 창작물의 이용자로서 법적지위에 대한 다양

한 소양을 쌓는다. 동시에 예술분야의 주요 장르별로 현안이 되어 있는 법적 쟁점과 분쟁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1003301 문화예술시간여행(JOURNEY� IN� TIME�THROUGH�OUR�ARTISTIC�CULTURE)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키운다. 동양과 서양, 옛것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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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역사적, 조형적 의미를 습득한다.

21009937 뮤지컬의이해(UNDERSTANDING�MUSICAL)

뮤지컬의 역사, 발전과정,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대표적인 작품의 분석과 감상을 통하여 뮤지컬을 이해

하도록 한다.

21003773 미디어와한국사(MEDIA�AND�KOREAN�HISTORY)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등 미디어에서 표현되어지는 한국사의 제반 영역을 살펴본다. 미디어 속 한국

사와 실재 한국사의 간극과 표현방식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사의 대중화 방식을 알아본다. 

21003795 미술과현실(ART�AND�ACTUALITY)

21세기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사회전반 및 생활문화에 적용되고 있는 미술의 역할을 돌아보고, 

통합적인 이론적 습득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해 나간다.

21001611 미술의이해(COMPREHENSION�OF�ART)

미술의 이론적 정의 및 형식의 변천, 명작 감상, 작가분석 등 미술 전반에 걸친 상식적인 이론과 감식안

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21003875 민주주의론(INTRODUCTION�TO�DEMOCRACY)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 현대 민주주의의 주요 쟁점들을 학습함으

로써 다양한 정치현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1009935 바로크음악의이해(BAROQUE�PERIOD�MUSIC)

바로크시대(1600-1750)의 다양한 양식 즉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합창곡, 오페라 등의 화성, 형

식, 구조의 분석과 감상을 통하여 이해한다.

21003918 발레의이해(UNDERSTANDING�OF�BALLET)

발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요즘 일반인 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발레에 대하여 조금 더 쉽게 다가가

고자 한다. 

21003945 법정세계사(WORLD�HISTORY�OF� LAW�COURTS)

소크라테스에서 나치까지 2천년의 역사를 뒤흔든 다양한 재판들의 사례를 법과 정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관한다.

21009899 북한학(North�Korea� Studies)

북한의 정치이념, 정치구조,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군사. 통일정책 등 북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며 특히 북한 핵위기 이후의 생존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21003519 비판과논술(CRITICISM�AND�WRITING)

현대 사회의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인문·사회·자연계열에서 논의되는 문제를 다양한 텍스트의 형식으로 접하고 탐구적이며 창의적

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사고력과 표현력, 균형 잡힌 가치관을 배양하도록 한다. ‘글쓰기와읽기’의 상위 

과목으로서 취업을 위한 글쓰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된다. 특히 이 교과목은 법학적성시험

(LEET)의 ‘논술’과 교사임용고시의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002289 사랑의심리학(PSYCHOLOGY�OF� LOVE)

사랑의 본질과 그 심리적 기초를 살펴보고 사랑을 통한 학습지도 모형으로 친밀감, 관심, 올바른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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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행의 중요성 및 접근 방식을 다룬다.

21003166 사랑학개론(AN� INTRODUCTION�TO� LOVE)

사랑이란 인간이 꿈꾸는 가장 소중한 열망임과 동시에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사랑은 저절로 아름답

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사랑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사랑의 경험은 우리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시간에는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고,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이란 어떠한 것이며, 우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랑에 있어서 성(sexuality)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1003506 사진으로떠나는한국사여행(KOREAN�HISTORIC� TRAVEL�WITH�PHOTOGRAPHY)

디지털 사진을 통해서 한국사의 주요 현장을 찾아가서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21001487 사진의이해(UNDERSTANDING�OF�PHOTOGRAPHY)

21세기는 이미지 시대이다. 사진은 이미지 개념의 기초이다. 사진 발명 후, 현대적 모든 매스미디어의 

개발과 visual communication의 개념을 이루어낸 것을 사진 개념의 기초로부터 출발되었다. 사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지 시대의 시각언어를 아는 것이 된다.

21001666 사회과학연구방법론(THE�SOCIAL�SCIENCE�METHODOLOGY)

정치․경제․법률․행정․정보 등과 관련되는 사회현상을 학문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사회과학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킨다.

21001647,�21001648,�21002926� � �사회봉사Ⅰ,Ⅱ,Ⅲ(SOCIAL� SERVICE�Ⅰ,Ⅱ,Ⅲ)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생활에 기여하

고,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21001698 상법개론(INTRODUCTION�TO�COMMERCIAL� LAW)

상법의 기본적인 제도와 원리를 탐구하고 상기업의 주체인 상인과 상행위의 일반원칙 및 특수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법인기업으로 된 회사의 조직원리와 특수제도를 고찰하고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

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을 차례로 연구한다. 

21003797 새로운실버산업의이해(INTRODUCTION�TO�THE� INDUSTRY� FOR�THE�ELDERLY)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 강의를 통하여 실버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를 증대시킨다.

21003768 생활무용(DOMESTIC�DANCE)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무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활동을 즐겁게 활용할 수 있고 운동지각능력을 개발

시킴으로써 유연성, 지구력, 균형감, 민첩성 등을 향상시킨다.

21003077 생활문화와국제매너실습(EVERYDAY�LIFE�&�GLOBAL�ETIQUETTE)

가정경영실습관에 입주하여 가정경영의 실제 즉 의․식․주 시간, 가사노동, 금전관리, 기구관리 등에 관한 

이론을 총 정리하고, 실생활에 적용과정을 통해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간관계 및 서양테이블매너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예절을 중심으

로 다양한 경험을 갖도록 한다. 

21000911 생활법률(PRACTICAL� LEGAL�PRINCIPLES)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는 법률관계(즉, 금전대차 관계, 부동산물권에 관계된 채권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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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관계, 친족법상의 제 문제, 상속법상의 제 문제 등)를 빈도가 잦은 유형별로 케이스 스터디 

함으로써 보통의 시민으로서의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응용력을 배양한다. 

21003796 생활합창(CHORUS)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곡이나 합창곡들을 배움으로써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곡들을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303 성공취업실전(REAL�ACTION�OF�WORKING�SUCCESS)

취업에 필요한 입사서류 작성법(한글, 영어), 면접스킬 향상 및 모의면접 실시 등을 통해 취업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 해당연도의 취업시장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하도록 한다.

21002426 성인학습및상담(ADULT� LEARNING�AND�COUNSELING)

성인기의 심리를 이해하고 성인기 발달과업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하며, 성인기 

적응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탐구한다. 

21002304 세계명작순례(A� JOURNEY� INTO�THE�MASTERPIECES�OF� THE�WORLD)

동서양의 명작들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하다. 세계문학사상 걸작, 또는 

문제작들을 엄선하여 작품의 내용을 함께 감상하고, 작가의 행적과 시대적 배경, 작품의 주제 및 이념, 

각 시대에 미친 영향, 나아가 현대사회에서의 수용양상 등을 여러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 고찰해본다. 

작가의 생가나 집필 장소 또는 현존하는 기념관 등 작품의 이해에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소개한다.

21002954 세계여행(WORLD�TRAVEL)

세계 각 국의 명소를 영상 및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방문하고 체험한다.

21003750 소비생활과법률(CONSUMER'S�DAILY� LIFE�AND� LAW)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피해의 예방책과 구제책을 친근한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살펴본다. 

21003425 소비자와시장경제(CONSUMER�AND�THE�MARKET�ECONOMY)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시장경제 안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21009909 숲과어린이(CHILDREN� IN� THE� FOREST)

자연생활 특히 환경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는 숲의 중요성을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이를 통해  

아이들 삶속의 숲의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숲에서 놀고 숲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21001657 스페인어권문화연구(HISPANIC�CULTURE� STUDIES)

시청각 자료를 통해 스페인어권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연구를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함양하고,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603 스포츠를위한마케팅(MARKETING�THROUGH�SPORT)

경제 성장과 정부, 기업 등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스포츠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스포츠 욕구 증대가 

스포츠의 개념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지향적 산업 활동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골프·야구·축

구스타(박세리, 박지은, 김미현, 박찬호, 이승엽, 박지성, 이영표)등이 연간 수십·수백억 원의 외화를 벌

어들이는 민간외교사절로 경제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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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나 관광 경제적 가치가 크게 고려

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내용을 이론과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쉽게 이해하도

록 하는데 있다.

21000085 시사영어(CURRENT�ENGLISH)

영어읽기를 훈련하는 과목이다. 영문 시사지 및 신문의 기사를 읽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특수한 영어의 표현을 습득하며, 전문화된 논문과 수필을 통하여 고급영문강독 능력을 

배양하고 빠른 읽기와 정확한 이해 능력을 훈련한다.

21003831 시장경제NIE특강(MARKET�ECONOMY�NIE�SPECIAL� LECTURE)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제환경에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경제교육을 전

수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사 지원으로 숙명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21009718 신입생영어반(FRESHMAN�ENGLISH�CLASS)

21003954 신입생입문교육(INTRODUCTION�TO�COLLEGE)

입학사정관전형 등 특정역량 우수자를 위한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집단 수업에서 협업학습, 토론, 현장체

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인문학적, 과학적 소양과 리더십을 증진한다.

21009962 신체놀이를통한리더십(LEADERSHIP�FOR�PHYSICAL�PLAY)

함께하는 신체놀이를 통하여 리더십을 익힌다. 

21002301 신화의이해(GREEK�AND�ROMAN�MYTHOLOGIE�AND�EUROPEAN�CULTURE)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한 유럽문화의 고찰과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1000090 실용영작문(PRACTICAL�ENGLISH�COMPOSITION)

영어로 글쓰기를 중심적으로 훈련하는 과목으로서, 생각을 조직하고 정보를 선택, 재정리하여 편집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익힌다. 수사학적 지식을 통하여 좋은 글이란 무엇인지를 습득하고 짜임새 있고 내용

이 알찬 좋은 영문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1000167 실용한문(PRACTICAL� SINO�CHARACTERS)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생활한자를 선정하여, 한자의 어원을 살펴서 한자 뜻의 이해를 돕고 또한 용례를 

들어 알기 쉽게 한자를 학습케 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1001955 실용화법(PRACTICAL�KOREAN�SPEECH))

화법은 언어생활의 기본으로 화법의 이론적, 실제적 교양과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대화, 토론, 토의, 

연설, 강연, 사회법, 언어예절, 발음법 등의 영역에 걸쳐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21000282 심리학개론(INTRODUCTION�TO�PSYCHOLOGY)

심리학의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탐구한다. 영역으로는 심리학의 흐름과 특성, 발달, 학습, 동기, 정서, 

지각 및 감각, 지능, 성격 등을 다룬다.

21002995 아동과사회(CHILDREN�AND�SOCIETY)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성인 위주의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침해는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됨을 이해하고, 아동기에 대한 인식과 아동권리의 개념을 익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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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바탕으로 한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모니터함과 동시에 아동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동권리 증진 방법을 모색한다.

21003839 아동교육론(CHILD�EDUCATION)

아동교육에 대한 대표이론을 고찰하고, 아동의 사회, 인지, 정서,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실제를 다룬다.

21050324 아동미디어문화(CHILDREN'S�MEDIA�CULTURE)

아동의 미디어 문화에 대해 발달적 심리적 제반이론에 기초하여 현대시대의 최첨단 미디어 테크놀로지

가 아동의 놀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이 향후 아동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놀이와 미디어 문화로 어떻게 형성되는 지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21003979 아름다운한국음식(THE�BEAUTY�OF�KOREAN�CUISINE)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여 한국음식의 조리법뿐만 아니라 한국음식의 식재료와 관련된 영양적 측면 및 

각 지역 음식에 얽힌 유래 등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궁중음식, 반가음식, 향토음식, 시절식, 통과의례음

식, 저장음식 등을 포함한 한국전통음식과 현대에 맞는 새로운 식재료를 이용한 응용 퓨전 한국음식을 

익힐 수 있다.

21002025 알기쉬운식품학(UNDERSTANDING�THE� FOOD�SCIENCE)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생활양상이 변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단체

급식과 외식의 증가로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건강에대한 관심의 증가로 각종 건강식품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우리가 일상 섭취하는 식품에 함유되어있는 영양소와 인체 내에서의 기능을 알게 

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21000804 알기쉬운영양학(UNDERSTANDING�NUTRITION)

식품과 영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영양소들의 체내 대사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식품섭취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건강문제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 관련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21003608 애니메이션제작기초(PRACTICE�ON�ANIMATION�AUTHORING�TOOLS)

게임, 2D 만화영화, 디지털 광고 등에 이용되는 분야로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작도구인 플래시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작한다. 플래시 기능뿐만 아니라 스크립트를 다룬다.

21050238 어린이리더십교육(CHILDREN� LEADERSHIP�EDUCATION)

어린이가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자신과 가족 및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행복한 글로벌 성공리더로 

키우기 위해 리더십마인드를 형성함과 동시에 리더십기술을 계발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학습

한다. 

21003099 언어와독해(LANGUAGE�AND�READING�COMPREHENSION)

법학적성시험(LEET), 의학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공직적성평가(PSAT) 등 주요 국가

고시를 대비하기 위한 과목이다.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재를 활용

하여, 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등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이고도 

고차원적인 언어이해 능력을 기른다.  

21003867 에니어그램리더십과성격코칭(ENNEAGRAM�LEADERSHIP�&�COACHING)

인간의 9가지 성격유형인 에니어그램에 기반한 코칭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개인 리더십과 



162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162 -

대인관계리더십을 함양하는 방법을 배운다.

21003268 여성리더십의이해(UNDERSTANDING�OF�WOMEN�LEADERSHIP)

창의성과 예술성, 감성과 지성이 결합된 21세기, 정보화시대는 여성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1003765 여성의아름다운움직임(WOMEN'S�BEAUTIFUL�MOVEMENT)

여성은 사회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일인다역의 일을 하는 종합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활동영역을 가치 

있게 지속하려면 여성의 아름다운 몸의 움직임 관찰이 필요하다.(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움직임 : 워킹, 

출산 후 몸관리, S라인, 바른자세 등)

21003927 여성HRD의이해(UNDERSTANDING�HUMAN�RESOURCE�DEVELOPMENT(HRD)�FOR�WOMEN)

여성 HRD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력강화를 위한 자원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강좌를 통해서, 

여성HRD의 개념, 목적 및 역사 등을 개관하고 여성HRD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틀을 고찰하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성HRD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조직 내에서 여성HRD의 다양한 기능 등을 탐구한다.

21003732 연구와윤리(RESEARCH�AND�ETHICS)

연구진실성 및 연구대상윤리 분야 중에서, 주로 연구진실성 분야를 강의하게 되며 이에 포함되는 내용

으로는 연구결과의 데이터 관리, 심사 및 발표, 표절 등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켜야 할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며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하며, 연구대상 윤리분야는 기본적인 원리 등을 

포함하는 인간대상연구, 동물실험 등을 강의 한다.

21001645 연극영화의이해(UNDERSTANDING�OF�DRAMA�AND�MOVIE)� �

현대생활의 정서적 배양을 위해 연극과 영화의 여러 가지 측면을 그 제작과정과 감상법 등 다각도로 

접근하여 시각문화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21003919 영상으로보는발레(BALLET� THROUGH� IMAGE)

일반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발레에 대한 선입견을 낮추기 위해 영상과 함께 해설을 하여 발레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한다.

21003764 영상을통한한국춤배우기(LEARNING�KOREAN�DANCE�FROM�MOTION�PICTURES�-BEGINNER)

우리가 흔히 접하는 TV, 영화 등의 영상 매체를 통해 감상을 통해 누구나 소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국 춤사위를 배우며 실기와 감상을 함께 하는 시간이다.

21002947 영양과건강한식생활(NUTRITION�AND�HEATHY�DIEETARY� PRACTICE)

최근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필요가 

확대되고 있다. 본 강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하

는 과정으로 주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식사요법, 체중관리 및 조절, 노화와 영양, 운동영양, 식품알러

지, 여성과 영양 및 식품안전성 관련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21001996 영양과다이어트(NUTRITION�AND�DIET)

최근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체형에 대한 과다한 관심과 젊은 여성들의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이 청년들의 현재 건강은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식생

활과 건강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올바른 다이어트의 이론과 실제,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비만과 관련된 성인병의 이해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09955 영어로배우는쉬운프랑스어(LEARNING�EASY� FRENCH� IN�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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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를 이해하기 위해 기초 문법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문장의 구성을 살펴보고 실제 대화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회화 표현을 익힌다.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나 기초 수준의 프랑스어를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쉬운 영어로 진행하여 프랑스어 표현을 영어 표현과 비교하면서 공부한다.

21003589 영유아무용교육론(THEORY�OF�PRESCHOOL�DANCE�EDUCATION)

아동교육무용이론과 아동무용 실기 및 지도법, 보육과 놀이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아동무용지도자로

서의 전문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

21003587 영화로읽는영미문화(AMERICAN�AND�BRITISH�CULTURE� IN� FILMS)

이 강의는 미국 할리우드와 영국 영화에 나타난 미국과 영국 문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토론하는 교양수

업이다. 이 수업은 매주 강의계획서에 따라 엄선된 영화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21003738 영화로읽는이상심리학(ABNORMAL�PSYCHOLOGY� IN� FILMS)

영화 속에 나타난 다양한 심리장애 사례를 통해 심리장애의 특징과 원인, 경과, 치료 및 예방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병리적 특성을 논의하고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한다.

21003158 영화를통한범죄심리(THE�PSYCHOLOGY�OF�CRIMINAL�BEHAVIOR� IN�MOVIES)

범죄동기에 관한 기초적인 범죄이론을 살펴보고 영화에 나타난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유형, 범죄행동의 

원인, 정신병과 범죄행위의 상관관계 등을 강의한다.

21002514 영화를통한법의이해(UNDERSTANDING�OF� LAWS�VIA�SCREEN)

한국 및 세계 각국(특히 미국)의 영화 속에 투영된 다양한 사회현상과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외국의 법률문화, 법률용어 및 기본적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과 그 법률문화를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습득케 한다.

21003689 영화제작과멀티미디어(MOVIE�MAKING�AND�MULTIMEDIA)

본 과정은 영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제작 기법에 대해 배운다. 영화를 감상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작품의 구상에서 촬영, 편집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에 멀티미디어 제작 기법을 사용한 

부분을 도출해 내고, 그 제작 기법을 배워 진보된 영화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학습한다.

21004043 예술과로맨티시즘(ART�&�ROMANTICISM)

독일 로맨티시즘의 영향을 받은 문학, 음악, 미술 등 유럽의 각 예술분야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감상하

고 학습한다. 로맨티시즘과 연관된 예술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현대 유럽문화를 

깊게 통찰하고, 학문적 통섭을 바탕으로 각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현대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적 역량을 키운다.

21009966 예술적상상력과문화(ARTISTIC� IMAGINATION�AND�CULTURE)

상상상하면 그 이상을 본다. 그러므로 예술과 상상력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경계가 없는 예술

은 인간의 의지를 자유롭게 하고 인간의 이상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마침내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가능케 한다. 예술 작품은 인간 속에 내제된 믿음, 열정, 이상과 꿈, 사고의 체계가 암호처럼 

몸과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예술이라는 호명에 의해 속속 나타나게 하는 감정의 기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의 힘은 보이지 않으나, 고통이나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데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술의 문화적 잠재력이라고도 한다.문화는 그리스어로 “밭을 

간다”라고 한다. 자연의 대지에 인간의 힘을 가해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일이 문화인 것이다. 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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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를 가능한 실제로 환원하는 힘이며, 이 힘은 또한 인간의 노력을 가치 있는 무언가로 변화하는 

힘이기도 하다. 본 강의에서는 예술적 상상력과 문화의 관점에서 여러 각도의 예술과 예술가들 그리고 

문화의 의미를 짚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1003157 와인과칵테일(WINE�AND�COCKTAIL)

세계각국에는 음식과 더불어 많은 음료가 있다. 그 중에도 술은 그 국가와 민족의 정서가 담겨있는 오래

된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다. 각국의 독특한 술의 탄생된 환경,배경,즐기는 멋등의 문화를 알아본다.

21002652~21002655,21009951~21009952�외국인을위한한국어Ⅰ∼Ⅵ(KOREAN�LANGUAGE�FOR�FOREIGNERSⅠ∼Ⅵ)

본 교과목은 외국인과 해외 동포 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로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물론 한국어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본 강좌는 한국어 Ⅰ,Ⅱ,Ⅲ,Ⅳ,

Ⅴ,Ⅵ 등이 있고, 한국어 문법과 회화, 듣기, 읽기, 쓰기 등 다양한 부문을 다룬다.

21003925 움직임에미치는영양학(THE�SCIENCE�OF�NUTRITION� INFLUENCING�ON�MOVEMENT)

현대여성들의 삶속에 지배적인 문화 특징 중 S라인과 diet 등이 있다. 여성의 사회적 신분 상승 및 활동

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때로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에너지를 상실하며, 현대 현상에 맞추어 나

가는 모습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영양 섭취를 통한 여성사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1002427 원격교육론(SEMINAR� IN�APPLICATIONS�OF�DISTANCE�EDUCATION)

원격교육의 개념과 유형, 발달사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원격교육 실행을 위한 학습이론, 교수

설계이론을 연구하여, 이를 적용한 효과적인 원격학습체제를 기획, 설계, 개발, 운영, 평가한다.

21003052 유럽건축문화(EUROPEAN�ARCHITECTURAL�CULTURE)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의 개발 과정을 학습하며, 다문화 미래 사회 속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와 

문화를 고려한 최근의 도시 트렌드와 미래 도시 환경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003852 음식과공간미학(FOOD�AND�SPECIAL�AESTHETICS)

음식은 식품의 특성과 색상, 그리고 sizzle을 최대로 살려서 시각적으로나 후각, 청각까지도 표현해 낼 

수 있는 즉, 오감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예술이다. 또한 식공간 문화는 맛으로 먹는다는 단순구조를 넘

어 눈으로 먹고 분위기로 즐긴다는 것으로 인간의 오감을 통합적으로 자극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식재료와 조리, 테이블 웨어와 식 공간, 식사방법, 서비스매너,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식문화 흐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21009932 음악철학(PHILOSOPHY�OF�MUSIC)

'음악철학'은 음악의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음악과 음악이 아닌 것의 차이점, 인간 삶에서의 음악

의 위치, 음악 해석과 감상의 근본 원칙들, 음악과 타예술 분야들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탐구한다.

21001656 이콘과도끼:러시아문화론(ICON�AND�AXES:STUDY� FOR�RUSSIAN�CULTURE)

‘이콘’과 ‘도끼’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문화정체성(유럽과 아시아, 문명과 야만의 공

존)을 사회문화, (대중)예술문화의 구체적 대상영역과 그 풍부한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21000428 인간과우주(THE�PHYSICAL�UNIVERSE)

자연현상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우주

에서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적 세계관 및 우주관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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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281� 인간관계론(HUMAN�RELATIONS)

사회집단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심리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포착하여 해결을 도모코자하는 학문으로 각

종 관리이론들의 변천과정, 집단분위기와 효율성, 조직특성 및 지도성 등을 다룬다.

21003257 인간행동의심리학적기초(THE�BASICS�OF�HUMAN�BEHAVIOR�AND�PSYCHOLOGY)

인간의 정신과 행동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분야로서 심리학의 기초를 습득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적절히 통제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실용적 도구로서 이를 실생활과 접목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기른다.

21002296 인물로보는한국역사(KOREAN�HISTORY�THROUGH�LIVES�OF�GREAT�FIGURES)

한국역사를 이끈 주요 인물들의 삶을 한국역사의 흐름 속에서 탐구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역사를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해하며, 더 나아가서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역할에 대해서 점검해본다.

21003687 인터넷정보검색사(INTERNET� INFORMATION�MANAGER)

본 과정은 인터넷 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산학협력 과정이다. 간단한 홈페이지 제작 과정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 검색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모두 접할 수 있다. 더욱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시 인터넷 정보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에 각각 응시함으로써 본 수업 이수와 동시에 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21000255 일반심리학(GENERAL�PSYCHOLOGY)

심리학의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고찰한다. 내용으로서는 심리학의 성질, 발달, 동기, 정서, 정신위생, 학

습, 사고, 지각 및 감각, 지능, 성격 등을 다룬다.

21000255 일본전통문화와예술(TRADITIONAL�CULTURE�AND�ARTS�OF� JAPAN)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공부한다. 가부키, 노, 본라쿠 등의 전통예능과 다도, 화도, 우키요에, 스모, 

마츠리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21003100 자료해석과수리추리(DATA�ANALYSIS�AND�MATHEMATICAL�REASONING)

자료와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며 자질이다. 이 교과목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자료 분석 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개설된 강좌로서, 특히 공직적성평가(PSAT)의 한 영역인 ‘자료해석’과 법학적성시험(LEET)의 

‘추리논증’ 영역 중 수리추리 영역을 준비하기 위한 강좌이다. 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수치 및 

도표로 이루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과 함께 수리적 추론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21050271 재즈음악의이해(IUNDERSTANDING� JAZZ�MUSIC)

Jazz음악의 역사, 발전과정,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대표적인 작품의 분석과 감상을 통하여 Jazz음악의 

특징과 20세기음악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21002950 쟁점한국사(KOREAN�HISTORY� :�CONTROVERSIAL� ISSUES)

현재 한국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을 집중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전체적

인 이해와 흥미를 갖게 한다.

21009900 전쟁사(WAR�HISTORY)

전쟁을 통한 역사 이해를 목적으로 세계 주요 전쟁의 배경 및 원인, 전쟁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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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 본다.

21003929 정보디자인과브랜드전략(INFORMATION�DESIGN�AND�BRAND�STRATEGY)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추출한 주요 정보 개념을 논리적으로 디자인하여(information design), 정보

를 전략적으로 브랜드화하는 방법(Brading Strategy)을 배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시각적/멀티미디어

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PowerPoint, Premier 등 멀티미디어 제작도구와 CorelDraw 등 전자출

판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습득하여, 실제적으로 정보를 디자인하는(Information visualization)제작 

실습을 한다. 이 강의 결과물로 수강생들은 자신은Personal Brand를 개발하고, 호소력 있는 개인 이력

서인 e-portfolio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자로만 구성된것이 아니고, 매우 시각적이고 

graphical한 e-portfolio, 각종 보고서, 업무 기획안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21002143 정보통신입문(INTRODUCTION�TO�COMPUTER�COMMUNICATION)

정보통신의 기본개념과 역사를 이해한 후에 정보통신의 다양한 응용 분야와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아울러 여러 가지 정보통신 응용 프로그램들의 사용법 등을 다룬다.

21008281,�21009994∼21009995� � �조직감성및적응역량강화Ⅰ,Ⅱ,Ⅲ

본 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으로서 각 프로그램은 8회, 16시간으로 진행되는 교육및집단프로그램이

다. 한 사람의 조직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Stance:자기와 일에 임하는 태도, 행동 및 자세 

즉 자기와 일에 대한 접근성)을 형성 및 촉진하는 것이 미션으로서 각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같다.

        1) Stance1: Sensitive 각 상황과 문제에 따라 일과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2) Stance2: Tolerance 좌절에 관대해짐으로써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기 확신

        3) Stance3: Altruism 각자의 경험이 전체의 경험이 되는 체험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강화

        4) Stance4: Needs 자기 주도적 자기 모니터링 작업 통해 학과/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

        5) Stance5: Challenge 자신의 단점을 수용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 고취

        6) Stance6: Enterprise 역량면접(용모,언어,가치관,신념,행동및태도, 문제해결능력)에대비한자기표현

        한 프로그램은 8회기 16시간임. 따라서 한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수료증만 발급하고 두 프로그

램 이상을 이수하여 8회기 16시간 두 프로그램 = 32시간의 이수인 경우에만 1학점을 부여하고 교과목

(P/F)으로 인정하고자 함. 두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조직 감성 및 적응역량강화1, 각기 다른 

네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조직 감성 및 적응역량강화 1,2, 각기 다른 여섯 프로그램을 이수했

을 경우에는 조직 감성 및 적응역량강화 1,2,3 을 이수한 것으로 함.

21000425 지구과학(EARTH�SCIENCE)

지구의 여러 가지 물리적 양과, 그 성질, 지구의 운동 및 역사, 대기와 해양, 태양계와 우주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그 개론을 강의한다.

21001644 지리학개론(INTRODUCTION�TO�GEOGRAPHY)

지리학 전반에 걸친 개념을 인식하고, 지표상에 있어서의 개개 사상의 지역적 차이와 그 요인에 관한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21002571 지역사회교육론(SEMINAR�ON�COMMUNITIES�OF� LEARNING)

지역사회의 개념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지역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지역사회

교육에 대해 연구한다.

21003003 직업과경력개발(JOB�AND�CAREER�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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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으로의 급작스런 변화와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 구조 하에서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직업선택에 있어서 갖추어야할 각종 요건과 전략을 연구하고 사회 각 분야 저명한 인사들의 

직업관과 현황을 들어봄으로써 대학생활 중에 사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을 재조명한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는 수동적 면학자세만으로 충족요건을 갖출 수 없는 바 직무능력강화 및 경력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로서 스스로 개인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참여형 강의를 목표로 한다.

21003302 직업과진로탐색(WORKING�&�COURSE�SEARCH)

자기분석,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장기경력계획표를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목표를 설정. 실천하게 함으로써 저학년부터 진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 희망분야 사회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004002 진로및직무이해실습(INTRODUCTION�TO�CAREER�PATHS�AND� JOB�PREPARATION)

2박 3일 캠프로 진행되며, 자기분석, 직업심리검사, 단과대별/전공별 직업 및 직무이해를 통한 커리어

로드맵 작성으로 단계적 실행목표를 설정, 실천하게 함으로써 저학년부터 진로 및 취업 방향을 조기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희망분야로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21003601 진로설계실습(PRACTICUM�FOR�CAREER�DEVELOPMENT)

본교와의 협약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취업경력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 과정을 수료할 경우 1학점

으로 인정한다.  

21003832 진로설계와취업(CAREER�PLANNING�AND�EMPLOYMENT�OPPORTUNITIES)

숙명인이 저학년부터 자기탐색 과정과 직업 환경 등을 이해함으로 직업에 대한 비전 및 장기경력계획을 

수립하고, 재학 중 역량 쌓기를 통해 개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졸업 후 성공적인 희망분야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1002743 집단상담과의사소통(GROUP�COUNSELING�&�COMMUNICATION)

집단상담은 심리상담의 한 방식으로서 일정 인원(약 8-20명)의 참여자들이 만나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집단상담 과정은 집단상담 참가자들이 자신에 대해 개방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나 느낌을 

나누며, 이를 통해 객관적인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집단상담의 목표는 객관적인 자기이해와 

효율적인 문제해결, 자기성장에 있다. 따라서 본 교과는 재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대

인관계 문제와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둔다. 

21000241 청소년교육론(UNDERSTANDING� JUVENILE�PROBLEMS)

현대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화적․정치적․경제적 교육적 특징들은 청소년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

구한다. 청소년의 심리적․생리적․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대안을 탐색한다.

21050317 초급아이스하키(ICE�HOCKEY)

빙판에서 6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2팀이 퍽과 스틱으로 경기하는 아이스하키의 기본 기술과 경기규칙을 

학습한다.  

21002648 취업설계(EMPLOYMENT�PLANNING)

기업의 경영환경이 바뀌면서 채용환경이 바뀜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사부서장 교육책

임자 등을 초빙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또 자기유형을 분석하고 입사서류 

작성법, 모의경영실습, 직업선택법, 직장예절, 자기가치향상을 위한 프레젠테이션기법 등 진로설정과 

목표관리를 위한 방법을 강의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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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638 취업을위한영어(ADVANCED�ENGLISH�CAREER�PATH)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어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 

과목에서는 영어 면접, 영문 자기소개서, 외국인 회사 구직, 영어 이력서 작성 및 기타 다양한 취업 관련 

영어를 학습한다. 또한 직장에서 영어가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배우고 연습한다. 원어민 강사가 담당하는 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중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한다.

21003907 커리어우먼을위한법(CAREER�WOMEN�AND�LAW)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장차 직장여성으로서 이에 대하

여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고

자 함이 본 강좌의 목적이다. 

21050245 커뮤니케이션과영양(HEALTH�COMMUNICATION�AND�NUTRITION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영양학지식을 습득하고, 영양 및 건강관련정보가 지

역사회에 전달되고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공부한다.

21003156 컴퓨터기초디자인(COMPUTER�BASIS�DESIGN)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기존의 수작업으로 제작되던 작품들도 컴퓨터를 통해 재탄생되는 시대이다. 포토

샵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하여 드로잉 기능과 다양한 이미지 합성 및 편집 기능을 배워 자신의 작품

을 의도대로 그래픽 파일로 컴퓨터상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03117 컴퓨터활용(PRACTICAL�USE�OF�COMPUTERS)

개인용 컴퓨터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고, Window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을 위한 Internet 

Explorer기능, 한글을 이용한 문서 작업방법,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엑셀과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위한 

파워포인트를 배운다. PC 운영체제와 기본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을 통하

여 PC의 구조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722 키워드로읽는오늘(KEYWORD REVIEWING TODAY)

20세기 이후 급속히 성장한 과학문명에 의해 변화된 인간의 삶을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분야 등 각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는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선정한 키워드를 통해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조망하는데 다학문적인 대화와 연대를 

시도한다.

21003901 타악실습기초Ⅰ(PRACTICE�OF�PERCUSSION�BASIC�Ⅰ)

한국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장구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기초적인 장단에서부터 흥겨운 리듬까지를 익혀

보고 우리장단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한다.

21003902 타악실습기초Ⅱ(PRACTICE�OF�PERCUSSION�BASIC�Ⅱ)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악기인 북을 배워보는 시간이다. 북을 통해 한국의 흥겨운 리듬을 

배워보고 강약조절의 타법과 리듬을 익혀봄으로써 정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1003986 태권도와한국스포츠문화(TAEKWONDO�&�KOREAN�SPORTS�CULTURE)

한국 고유의 브랜드와 한국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스포츠 문화 일반과 한국 스포츠 문화에 대한 비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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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991 토탈스킨케어(TOTAL� SKIN�CARE)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피부관리법을 배우고 활용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21009881 판타지예술과의만남(APPRECIATION�OF� FANTASY�ART)

인간 상상력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형상화된 판타지 예술을 문학과 음악, 미술,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

양한 장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판타지 형상들에서 시대인식과 현실극복의 창조적 힘을 읽어내고 그 

사회적 기능을 이해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예술가의 개성적 상상력과 창작능력의 결과물인 예술이 

시대정신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문화비평적 능력을 기른다.

21003503 패션과건강(FASHION�AND�HEALTH)

옷을 잘 입고 관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예쁜 스커트에 얼룩이 묻었을 때, 효과적인 제거법을 알고, 

가장 마음에 들던 스웨터를 세탁에 의해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옷 입기를 추구하는 사람

은 최근에 개발된 여러 건강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자신의 건강에 맞는 의류 소재를 통하여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패션과 건강에서는 이처럼 멋지고 건강한 의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올바른 의류관리법 및 건강소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기초 정보를 익히

고 배움으로써 효율적인 의생활을 추구하는 멋쟁이가 되도록 도움을 준다.

21004001 패션과컬쳐코드(FASHION�AND�CULTURE�CODE)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의 패션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문화 패션디자인과 연계하여 이해하

고 한국의 패션문화의 흐름을 각 시대의 풍속과 생활상 및 색채, 문양 등의 상징성을 통해 살펴본다. 

한국적 미술공예, 복식에 관련된 전시나 공연의 참관 기회를 통해 우리 패션 문화의 특성을 익힌다. 

또한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설명하고, 스트리트 패션 분석, 한국형 SPA분석 및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을 통해 한국 패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1002572 평생교육경영론(ADMINISTRATION�OF�ADULT�EDUCATION)

평생교육의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각 분야의 프로그램 조직과 관리, 운영의 이론과 실제

를 연구한다.

21002570 평생교육방법론(METHODS�OF�CONTINUING�EDUCATION)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설계하고 실습하여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21009877 평생교육실습(INTERNSHIP�FOR�CONTINUING�EDUCATION)

평생교육학 관련과목을 이론적으로 이수한 사항이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4주간의 실습을 통하여 알아본다.

21003727 포토샵과이미지기초(BASICS�ON� IMAGE�HANDLING)

본 강좌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정지화상(이미지)을 다루는 기법에 대해서 배운다. 포토샵을 사용하여 사

진 등의 정지화상에 효과를 입히거나 조작을 가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다양한 기법을 배운다. 

포토샵의 전반적인 사용법도 익힌다. 이 수업은 2차원 이미지 처리 중급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한다.

21003653 프랑스공연예술(FRENCH�PERFORMING�ART)

프랑스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감상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주제, 테크닉, 시대와 서사구조 및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프랑스 공연예술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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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994 프랑스문학과예술(FRENCH� LITERATURE�AND�ART)

프랑스 문학 및 예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프랑스 문학이 예술분야 전반에 미친 영향과 관계를 

시대별로 고찰하고 텍스트 외적인 요소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시도

한다.

21002952 프랑스영화의이해(FRENCH�FILM)

프랑스 영화를 감상하면서 프랑스 영화의 주제, 테크닉, 서사구조, 시대와장르 및감독별특징을 살펴본다.

21003004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Excel, Power-point 등 활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하여 과제수행으

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습득하도록 한다.

21004024 필라테스와댄스(PILATES�AND�DANCE)

필라테스, 방송댄스, 라인댄스, 스윙, 살사 등 같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심폐지구력, 근력 등 건강체력을 향상시켜 심신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1003502 학습전략과학습기술(LEARNING�STRATEGIES�AND�SKILLS)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학습 능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선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적재적

소에 활용하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학습능력은 학습 전략과 학습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체득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목의 내용은 

학습 계획 및 전략의 필요성, 공부시간관리, 수업참여 및 노트필기, 보고서작성, 조모임 활동 및 발표, 

시험준비, 외국어 학습 등에 관한 것이며 각 영역에 따라 개인의 학습 전략을 세우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21001048 한국경제의이해(UNDERSTANDING�OF�KOREAN�ECONOMY)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현상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제이론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술한다.

21003203 한국문학과전통(KOREAN� LITERATURE�AND� IT'S�TRADITION)

한국문학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우리 문학 속에 흐르고 있는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삶과 관련짓

는 태도를 기른다.

21002636 한국문학영역선(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한국문학 가운데 영어로 번역된 대표작을 정선하여 읽음으로써 시, 소설, 희곡, 산문 등의 한국문학을 

다양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 전통 등에 관한 포괄적인 안목을 쌓는다. 아울러 

강의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학생의 영어능력을 함양하고 한국문학 번역의 실제와 문제점을 검

토한다.

21050293 한국신화와세계신화(UNDERSTANDING�KOREAN�MYTH� IN�COMPARATIVE�PERSPECTIVE)

한국 신화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살피고, 신화의 역사적 변천 및 현대적 변용양상을 고찰한다.

21050169� 한국어와한국문화(Korean� Language� and� Culture)

             외국인 학생을 위한 초급 한국어 수업이다. 

21003985 한국의시각문화(VISUAL�CULTURE�OF�KOREAN)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171

- 171 -

한국의 시각문화를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주요 미술작품(건축,회화,조각,공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박

물관(미술과) 방문과 서울의 고궁방문으로 현장학습을 병행한다.

        - 미술관 방문(주당 1회, 총3회):국립중앙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등 

        - 고궁 방문(총 2회):창덕궁, 경복궁 등 

21003980 한국의전통춤입문(AN� INTRODUCTION�TO�KOREAN�TRADITIONAL�DANCE)

전통춤의 역사적 흐름에서 한국 전통춤의 실체를 파악하여 전통춤사위를 연구 분석하여 올바른 보전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전통춤사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동작을 분석하여 연구한다.

21003977 한국의정치와외교(KOREAN�POLITICS�AND� FOREIGN�POLICY)

본 과목은 한국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에 관한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을 다룬다. 본 과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한국 정치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둘째로 한국정치의 과정을 

주요 정치제도, 행위자, 쟁점을 중심으로 다룬다. 셋째로 한국의 대외관계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북한 

등 주변국 과의 관계를 다룬다.

21003879 한국현대명시의세계(THE�WORLD�OF�KOREAN�MODERN�MASTERPIECE�POETRY)

한국 현대 명시를 폭넓게 감상하고 시인들의 자상을 이해한다.

21003305 해외인턴십Ⅰ(INTERNATIONAL� INTERNSHIP�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휴학 중 해외인턴활동을 사전에 신청하고, 해외인턴활동을 마친 

후 소정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복학학기에 학점으로 인정한다.

21009908 행복으로가는심리학(PSYCHOLOGY�FOR�HAPPIER)

행복한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촉진하기 위해 심리학(Psychology)과 대학생의 삶을 탐구한다. 아울러 

수강생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강점들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 적용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1003439 행복한가족(HAPPY� FAMILY)

긍정심리학에 기반하여 가족구성원의 성격적 특성을 알고 각자가 지닌 강점 자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지속적으로 행복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돋는 이론과 상호

작용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21003521 행복한결혼을위한가정리더십(FAMILY� LEADERSHIP� FOR�THE�HAPPY�MARRIAGE)

행복한 결혼을 위한 가정리더십'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구현을 위해 가정의 공유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가정을 경영함에 있어 가족원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찾아내고 

가족상호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인 가정리더십 개발 전략을 모색한다.

21003642 현대명작산문읽기(READING� IN�MODERN�MASTERPIECE�WRITINGS)

에세이, 자서전, 기행문, 일기, 평전 등의 다양한 산문 장르의 걸작을 엄선하여 읽고 토론함으로써 문학

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21003920 현대무용감상법(IMPRESSIONAL�WAY�OF�MODERN�DANCE)

현대무용 작품 감상을 통하여 예술을 이해하는 감각과 안목을 향상시킨다.

21003339 현대미술의조형이해(UNDERSTANDING�OF� THE� FIGURATIVE�MODERN�ARTS)

오늘날 회화, 조각, 건축 등의 장르를 초월하여 서로 연계하며 발전되는 현대 미술의 다양한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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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담론과 더불어 작품의 조형성을 분석하고 고찰한다.

21003745 현대사회와범죄(MODERN�SOCIETY�AND�CRIME)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연구한다. 

21003746 현대사회와인권(MODERN�SOCIETY�AND�HUMAN�RIGHTS)

본 교과목은 인권의 기초, 개념, 이상 및 현안을 다룬다. 본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법적, 

사회과학적 사고와 비판적 인식을 제공하고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004042 현대생활과부동산(REAL�ESTATE� IN�DAILY�LIFE)

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현실적인 부동산을 논의한다.

21050270 현대음악의이해(CONTEMPORARY�MUSIC)

20세기 음악(1910-1950)의 다양한 양식 즉 가곡,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협주곡, 합창곡, 오페라 

등의 형식, 구조, 작곡기법의 분석과 감상을 통하여 이해한다.

21010006 현대의약과학(MODERN�SCIENCE� IN�MEDICINE�AND�PHARMACY)

인간의 삶의 질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 현대 의약과학에 대한 소개와 의학과 약물의 개발 사례 및 

응용원리를 강의한다.

21003984 현대한국문학과영화에나타난계급과성(CLASS�AND�GENDER�IN�CONTEMPORARY�KOREA�LITERATURE�AND�FILM)

한국의 현대 문학작품과 영화에 등장하는 성과 계급의 문제를 다를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의 사회

적 정치적인 격동기에 발표되었거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과 영화에 재현되는 성과 계급을 

검토해 봄으로써 작가와 감독들이 한국인의 성과 계급의식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영향을 미쳤는

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1003769 호흡을통한웰빙무용(WELL-BEING�DANCE�THROUGH�BREATHING)

한국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건강을 위한 심신수련의 시간으로 들숨과 날숨의 조절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 수업이다.

21002630 홈페이지제작과정(MULTIMEDIA�HOMEPAGE'S�BASIC)

본 강의에서는 인터넷 웹 페이지 작성을 위한 각종 도구 사용법과 HTML 언어에 대해서 배운다. 본 

강의를 이수하면 중급 이상의 홈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스크립트를 활용할 경우 고급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도 작성할 수 있다. 나모 웹 에디터나 드림위버, 마이크로소프트 프론트페이지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홈 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운다.

21002927 화장품과피부(COSMETICS�&�SKIN)

최근 여성계층 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서 화장품과 피부미용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화장품과 피부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바른 사용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과목에서는 화장품과 피부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향장 미용의 역할과 피부에 대한 올바

른 시각을 확립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21003627 e커머스창업(STARTING�E-COMMERCE�BUSINESS)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절차와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강좌를 통해 e커

머스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고 실제 창업 모델 탐방 기회를 통해 재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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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988 Honors�Class:글로벌의사소통(HONORS�CLASS:�GLOBAL�COMMUNICATION�&�MANNERS)

스탠포드 Summer International Honors Program에 선발된 학생들을 위한 사전 교육강의로, 글로벌

의사소통능력(토론, 작문, 발표능력배양),문화교육(Global 에티켓 등)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집중적으

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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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과 대 학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

∙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문헌정보학과

∙중어중문학부(중어학전공, 중문학전공, 통번역전공)

∙문화관광학부(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교육학부(교육경영전공, 교수학습전공)

교 육 목 표

1. 학문의 기초가 되는 인문과학을 탐구하고 창조정신을 구현하는 문화인을 육성한다.

2. 교양과정을 풍부하게 이수하여 세계화에 필요한 안목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한다.

3. 사회에 봉사하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성지도자와 전문인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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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습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0001 고전문학사 3 3 0

〃 21001952 국어학의이해 3 3 0

2학기 다 21000009 현대문학사 3 3 0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9948 한국어문학입문 3 3 0

가 21000010 고전시가의이해 3 3 0

〃 21009861 국어교육론 3 3 0

〃 21000005 국어정서법 3 3 0

〃 21050296 미디어와문학 3 3 0

〃 21050295 한국어교육개론 3 3 0

〃 21001954 현대문학과사회 3 3 0

〃 21000019 현대시강독 3 3 0

나 21000014 국어의미론 3 3 0

〃 21009862 논리및논술(국어) 3 3 0

〃 21003990 외국어습득의이해 3 3 0

〃 21003296 전통서사론 3 3 0

〃 21009947 중세환상문학의이해 3 3 0

〃 21009950 창작세미나1 3 3 0

〃 21003297 한국민속과문학 3 3 0

〃 21003641 한국어문법론 3 3 0

〃 21000006 현대소설론 3 3 0

다 21000029 국어와사회 3 3 0

한/국/어/문/학/부

〈교육목적〉

  민족 문화와 전통의 주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말과 우리 문학을 정확하게 구사․향유하는 실용적인 전문 여성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1. 국어국문학의 연구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함양을 통해 민족 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여성 인력을 양성한

다.

2.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말과 우리 문학의 연구, 교육, 전파에 이바지한다.

3.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이라는 우리 대학의 전통과 특색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합되는 주체적이며 

양성평등적인 국어국문학의 길을 모색한다. 

4. 정확한 우리말을 구사하고 민족 문학의 전통에 해박한 실용적인 여성 전문인을 배출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핵심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한국어문학부 16 21 37�이상 9 45 54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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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습

전공선택

1학기
〃 21000008 문학비평론 3 3 0

〃 21002779 여성문학론 3 3 0

2학기

〃 21003298 한국수필문학 3 3 0

〃 21050291 한국어교육과전통문화 3 3 0

가 21100126 고전문학의사회사 3 3 0

〃 21000027 고전소설의이해 3 3 0

〃 21050141 국어교수법 3 3 0

〃 21000016 일반언어학 3 3 0

〃 21050292 전통공연예술의이해 3 3 0

〃 21003992 한국어의발음 3 3 0

〃 21000020 현대소설강독 3 3 0

나 21001953 국어정보학의이해 3 3 0

〃 21050142 문학교육론 3 3 0

〃 21050143 의사소통교육론 3 3 0

〃 21003299 전통서정론 3 3 0

〃 21050297 창작세미나2 3 3 0

〃 21050289 한국문학과동아시아문학 3 3 0

〃 21050294 한국어화용교육론 3 3 0

〃 21000007 현대시론 3 3 0

〃 21002777 희곡론 3 3 0

다 21050290 고전문학의전통과스토리텔링 3 3 0

〃 21000023 국어발달사 3 3 0

〃 21000013 국어학강독 3 3 0

〃 21000022 비교문학론 3 3 0

〃 21050298 작가워크숍 3 3 0

〃 21050299 한국어교육과정의이해 3 3 0

〃 21003295 한문고전강독 3 3 0

<한국어문학부�세부전공�인정교과목�및�이수학점>

세부전공 국어국문학전공 국제한국어교육전공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이수학점 9학점 9학점 9학점

인정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21050289 한국문학과동아시아문학 21050295 한국어교육개론 21050290 고전문학의전통과스토리텔링
21000019 현대시강독 21050291 한국어교육과전통문화 21009950 창작세미나1
21000013 국어학강독 21050299 한국어교육과정의이해 21050297 창작세미나2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0001� � � 고전문학사(The�History�Of�Classical� Korean�Literature)

        한국 고전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고, 각 시대와 작가, 작품과의 관계 및 문학적 경향을 

파악한다. 

� � � 고전문학의사회사(The� Social�History� of�Classical� Korean� Literature)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177

- 177 -

           고전문학의 시대적 변천을 사회의 변화와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고전 여성문학의 

형성과 변화를 사회사의 관점에서 다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21050290 고전문학의전통과스토리텔링(Storytelling�Based�on�Classical� Korean�Literary�Works)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21000027 고전소설의이해(Readings� in�Classical� Korean�Novel)

한국 고전소설 작품을 광범위하게 섭렵하여,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1000010 고전시가의이해(Understanding�Korean�Classical� Poetry)

고전시가 작품을 장르별로 읽고 그 시적 정서를 이해한다. 

21050141 국어교수법(A�Teaching�Method�of�Korean)

 국어과 교과교육의 교수-학습 이론을 국어교재의 연구, 개발, 지도론의 영역에 걸쳐 연구하며, 궁극적

으로는 국어교사로서의 지도 능력을 계발한다. 

21009861 국어교육론(The� Theory� on� Teaching�Korean�Language)

국어교육의 목표, 국어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국어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0023 국어발달사(History� of�Korean�Language�Development)

국어의 역사적 발달을 통시론적 연구방법에 따라 음운, 형태, 문법, 의미 면에서 연구하여 그 

발달과정을 이해하며 언어문화의 역사적 발달을 이해한다.

21000029 국어와사회(Korean� Language� and�Society)

국어와 사회의 상관성을 규명하여 사회언어학, 국어사회학의 관점에서 언어의 제반현상을 이

해하며 언어현상을 관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1000014 국어의미론(Korean� Semantics)

                국어의 의미 현상을 공시적인 면에서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아울러 통시적인 면에서 의미 변화를 연구한다. 

21001953 국어정보학의이해(Understanding�of�Korean� Language� Information� Science)

국어학과 현대 전산언어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정보화시대에 응용 분야로 절실히 요구되는 국어 정

보화 분야를 이해하도록 한다.

21000005 국어정서법(Korean�Orthography)

정서법은 어문생활의 기본 요소로 한글맞춤법, 표준말규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 문자표기론, 

국어순화, 사전론, 한자론, 어문정책 등을 다루어 어문학 연구의 기본을 갖추도록 한다. 

21000013 국어학강독(Reading�About�Korean� Linguistic�Classics)

국어학 고문헌(특히 중세)을 강독하며 표기법의 변천, 음운, 문법, 의미의 변화 등을 이해하여 

국어의 역사적 특징의 이해를 돕는다. 

21001952 국어학의이해(Introduction� to�Korean� Linguistics)

국어학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음운, 형태, 문법, 의미를 핵심으로 개관하고, 국어학의 학문적 성격, 

연구분야, 방법, 태도를 파악한다.

21009862 논리및논술(국어)(Logic� and�Writing� for�Korean)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사물과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를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계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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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42 문학교육론(The� Theory� on� Teaching�Korean�Literature)

문학교육의 목표, 주요 개념,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감상 등 문학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문학교육의 실천과 연구를 담당하게 될 사람들에게 문학과 문학교육의 본

질과 의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 기초적 지식과 연구 및 교육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000008 문학비평론(The� Theory� on� Literary�Critics)

문학비평의 본질 및 문학에 접하는 문학비평의 위치를 사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문학비평의 실제적 기법

에 대하여 공부한다. 

21050296 미디어와문학(Korean�Literature�&�Media)

매체의 변화에 따른 문학의 양상에 대해 파악한다. 실습을 통해 복합매체 시대에 필요한 창작 능력을 

기른다.

21000022 비교문학론(Studies� in�Comparative� Literature)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관련성을 고찰하고 세계문화 속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치 등을 다룬다. 

21002779 여성문학론(Studies� in�Korean�Women's� Literature)

한국 여성문학의 흐름과 문학적 특성을 여성주의 비평 시각에서 이해한다. 

21003990 외국어습득의이해(Studies�on� Language�Acquisition)

모국어,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언어 발달 현상을 이해한다. 단일언어, 이중언어, 다중언어 구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언어자료를 근간으로 언어 현상을 관찰한다.

21050143 의사소통교육론(The� Theory�on�Teaching�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효과적인 교수학습방  

법을 탐구하고 적용한다.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화법

교육 등에서 주로 다뤄지던 일상 대화, 토의와 토론, 연설, 강연 등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ICT)와 매체(미디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과 그 교수·학습에 대하여 탐구한다.

21000016 일반언어학(General� Linguistics)

개별언어와 일반언어 차이점을 알게 하고, 일반언어의 본질과 특성을 밝힌다. 또한 일반언어의 구조·이

론·방법·연구의 역사를 연구하여 국어학 연구에 응용한다. 

21050298 작가워크숍(Workshop)

명망 높은 작가의 지도를 받아 작가가 되기 위한 품성과 능력을 함양한다.

21050292 전통공연예술의이해(Introduction� to�Korean� Traditional� Performing�Arts)

전통 공연예술의 특성, 갈래, 미학 등을 이해하고 전통 공연예술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1003296 전통서사론(Classical�Korean�Narratives)

국문이나 한문으로 표기된 한국 전통 서사물의 유형과 전반적 성격을 이해하고, 작품의 해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을 추구함으로써 현대의 서사물로 이어지는 한국서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21003299 전통서정론(Classical�Korean�Poetry)

고전시가의 시 정신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현대시와의 계승 관계를 살핌으로써, 한국시의 서정적 성

격을 이해한다.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179

- 179 -

21009947 중세환상문학의이해(Introduntion� to� Fantasy� Literature� in�Premodern�Ages)

중세 환상문학의 작가, 작품을 살피고 중세환상문학의 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할수있는능력을 기른다. 

21009950 창작세미나1(Writing�Seminar� 1)

문예창작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1050297 창작세미나2(Writing�Seminar� 2)

문예창작을 위한 심화 단계의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21050289 한국문학과동아시아문학(Korean� Literature� and�East�Asian� Literature)

한국문학과 주변 동아시아 각국 문학의 관련 양상을 비교문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동아시아 문학의 

보편성과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한다.

21003297 한국민속과문학(Korean� Folk� and�Literature)

선인들의 실제 삶의 모습과 이와 관련된 문학을 살핌으로써 삶과문학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

한다.

21003298 한국수필문학(Studies� in�Korean� Literary� Essays)

한문수필과 국문수필, 현대수필을 선독함으로써 수필의 유형과 문체를 알고, 글쓰기의 방식을 이해한다.

21050295 한국어교육개론(Studies� on�Korean�Language�Education)

한국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의 발음, 문법, 의미 그리고 문화교육분

야를 깊이 있게 연구한다.

21050291 한국어교육과전통문화(Korean� Language�Education� and�Traditional�Culture)

한국의 전통문화를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050299 한국어교육과정의이해(Practicum� in�Korean� Language� Teaching)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서 회화교육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으로 이론 강의, 

현장 수업 참관, 교육 실습으로 구성한다. 참관과 실습은 본교 어학센터의 수업을 활용한다. 본 과목 

수강생들은 어학센터의 수강생이나 외국인교환학생의 도우미로도 임명되어 한국어교육의 교육 경험을 

높이게 될 것이다.

21003641 한국어문법론(Korean�Grammar)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한다. 한국어의 형태론적 특성과 통사적 특징을 다른 언어의 특징과 비교

하여 파악하고 기존 문법 이론의 성취와 한계를 한국어의 다양한 현상을 통해 파악한다.

21009948 한국어문학입문(Introduction� to�Korean�Language�and� Literature)

한국어문학의 위상, 영역, 연구의 시각과 방법을 학문론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21003992 한국어의발음(Korean�Phonology)

음운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어의 음운 구조와 체계, 음운의 변동 등 음운현상을 살핌으로써 국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21050294 한국어화용교육론(Studies�on�Korean�Pragmatics)

화용교육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한국어화용 교육방법론을 다룬다.

21003295 한문고전강독(Reading� The�Classics�Written� in� Sino�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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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고전 및 한국 한시, 한국 한문 산문을 선독함으로써 한문 독해력을 기르고 한문학의 전통과 문학적 

성격을 파악한다.

21001954 현대문학과사회(Modern�Korean� Literature� and�Society)

문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문학에 형상화된 사회 현실의 모습을 살핀다.

21000009 현대문학사(History� of�Modern�Korean�Literature)

한국 현대문학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살핀다. 

21000020 현대소설강독(Reading� in�Modern�Korean�Novel)

한국 현대소설 작품을 자료로 소설을 깊이 있고 적절하게 읽는 힘을 기른다. 

21000006 현대소설론(Modern�Korean�Novel� )

소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소설의 특징과 흐름을 살핀다. 

21000019 현대시강독(Reading� in�Modern�Korean�Poetry� )

한국현대시 작품의 배경과 시정신 및 시적 개성, 주체성, 기법 등을 꼼꼼히 익힌다. 

21000007 현대시론(Modern�Korean�Poetry)

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국현대시가 걸어온 시사적 추구와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현대시의 문학정

신적인 계보를 추구·제시한다. 

21002777 희곡론(Korean�Drama)

희곡의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한국 희곡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한다.

역/사/문/화/학/과

〈교육목적〉

  역사문화학과의 교육목적은 동서양사의 탐구를 통해 인류의 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함으로써 한 인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교육목표〉

1.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개발한다.

2. 역사연구방법, 역사이론에 대한 연구로 학문에 대한 응용력을 기른다.

3. 역사상의 주요 문제점을 검토 비판하여 올바른 역사의식과 역사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4.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역사문화학과 16 21 37�이상 21 39 60 1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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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비고
시간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1921  서양중세사 3 3 0

〃 21001922  서양현대사 3 3 0

〃 21001927 역사문화탐구의길잡이 3 3 0

〃 21001909 중국문명의탄생과진한제국 3 3 0

나 21002780 한국사자료의세계 3 3 0

2학기
가 21001910 격동의중국현대사 3 3 0

〃 21001932 해방이후의한국역사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50163 역사교육론 3 3 0

〃 21001931 조선시대정치사 3 3 0

〃 21003942 중국사입문 3 3 0

〃 21001929 한국고대의사회와국가 3 3 0

나 21001915 근대중국의개혁과혁명 3 3 0

〃 21010022 서양근대사 3 3 0

〃 21003149 중국인의삶과문화 3 3 0

〃 21003204 한국근대사의전개 3 3 0

〃 21001936 한국의역사가와역사관 3 3 0

다 21000314 독일사 3 3 0

〃 21003940 유럽환경사 3 3 0

〃 21001917 중국역사고전읽기 3 3 0

〃 21003705 중국의현재와미래 3 3 0

〃 21001937 한국경제생활사 3 3 0

〃 21002539 한국역사문화기행Ⅰ 3 2 2

2학기

가 21001950 고려시대의정치와사회 3 3 0

〃 21000309 동양근세사회의전개 3 3 0

〃 21010021 서양고대사 3 3 0

〃 21002532 한국여성생활사 3 3 0

나 21001914 문벌귀족과수당제국 3 3 0

〃 21000318 미국과히스패닉세계 3 3 0

〃 21009874 역사교수법 3 3 0

〃 21003308 인터넷속의유럽사 3 3 0

〃 21001923 프랑스와EU문화 3 3 0

〃 21002535 한국역사도시탐구 3 3 0

〃 21003883 한국의사상과예술 3 3 0

다 21050164 논리및논술(역사) 3 3 0

〃 21003941 유럽통합사 3 3 0

〃 21003602 조선시대의사회와문화 3 3 0

〃 21002529 중국사상,중국정신 3 3 0

〃 21003014 중국역사문화탐구 3 2 2

〃 21050165 테마중국사 3 3 0

〃 21003205 한국근현대의사회와문화 3 3 0

〃 21002781 한국역사문화기행Ⅱ 3 2 2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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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910 격동의중국현대사(Contemporary�History� of�Well-Tried�China)

20세기초 신해혁명(Xinhai Revolution) 이후, 중국에서의 군벌의 할거, 5·4운동, 중국공산당의 창립, 

제1차 국공합작, 북벌, 만주사변, 초공, 장정, 중일전쟁, 국공내전과 중화민국 성립까지의 사건들을 중심

으로 중국인들이 직면했던 시련과 극복과정을 살펴본다.

21001950 고려시대의정치와사회(The�Politics� and�Society�of�Goryeo�Dynasty)

고려시대의 역사발전과정을 정치세력과 사회구조의 변천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1001915 근대중국의개혁과혁명(The�Reformation�and�Revolution�of�Modern�China)

아편전쟁(Opium war)이후 동양의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근대화에 성공한 서양인으로부

터 중국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인이 수차례의 개혁과 혁명을 단행하며 서양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21050164 논리및논술(역사)(Logic� and�Writing� for�History)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역사와 관련된 사물과 텍스트를 해석하

는 법과 이를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00314 독일사(History�of�Germany)

유럽사 속에서의 독일사를 유럽사의 보편성과 중부유럽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현대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1000309 동양근세사회의전개(The�Development�of� The�Premodern�Asia) �

송제국에서 아편전쟁 때까지 중국 근세사회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서양보다 선진적이었던 

문화발전과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물질문명의 여러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1001914 문벌귀족과수당제국(The�Nobility� and� Sui-Tang�Empire)

중국 중세의 역사를 주도했던 귀족들의 문화에 북방 이민족의 신선한 문화가 유입되어 건설된 웅대한 

수·당제국의 역사를 고찰한다.

21000318 미국과히스패닉세계(History�of� The�United� States)

200년이라는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발전한 미국

의 역사를 아메리카 대륙발견시대, 영국식민지, 미국혁명시대, 남북전쟁과 재건시대 및 합중국으로 발

전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한 이래 현재까지로 구분하여 정치,경제,사

회, 문화 등의 전반적 영역을 통해 개관한다.

21010021 서양고대사(Ancient�History� in� The�West)

그리스인들은 탁월한 창조성으로 서양문화의 토대를 만들었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실용화시켜 유럽화

시켰다. 서양문명의 고전적 기틀을 형성한 그리스·헬레니즘·로마시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전반

적 역사를 주변 오리엔트 지역과의 상호연관성을 통해 고찰한다.

21010022 서양근대사(Modern�History� in� The�West)

근대 유럽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시대, 절대주의시대, 그리고 계몽

주의시대를 거쳐 프랑스혁명까지를 개관한다.

21001921 서양중세사(Medieval�History� in�The�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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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이해를 통해 유럽사 형성의 특징 및 발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21001922 서양현대사(Contemporary�Hitory� in� The�West)

1차 세계대전이후 러시아혁명과 공산주의, 파시즘과 나치즘의 등장, 냉전체제의 확립과 종식,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그리고 유럽연합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서양현대사의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21009874 역사교수법(Teaching�Methods� in�History� Education)

교과서를위주로하는강의중심수업을지양하고, 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역사학습방법론, 

즉 강의안 작성법이나 강의법을 주로 교육하고, 기타 교재도구사용법에대해강의한다.

21050163 역사교육론(Teaching�Models� Each� Subject(History))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1927 역사문화탐구의길잡이(The�Guideline�of�History�&�Culture)

역사학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접근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접목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본

다. 역사문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모색해본다. 

21003941 유럽통합사(History� of� European� Intergration)

유럽 국가들의 개별적 다양성과 유럽문명의 통일성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유럽연합(EU)의 진행 과정

을 추적해 본다. 

21003940 유럽환경사(Environmental�History� of� Europe)

유럽의 자연과 인간과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고전과 현대 문헌을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유럽의 자연이 유럽인들의 역사에 끼친 영향과 유럽인들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변형시켜 

왔는가를 추적해 본다.

21003308 인터넷속의유럽사(Historical�Material� and� Internet)

역사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internet을 이용하여 찾는 방법을 알아본다. 일반 자료와 아울러 일

차 사료들이 얼마만큼 어느 곳에 data base화 되어 있는지를 찾아본다.

21003602 조선시대의사회와문화(The� Society� and�Culture�of� The� Joseon)

조선왕조의 사회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전통사회의 특징과 문화적 우수성을 고찰한다. 

21001931 조선시대정치사(The�Politics�History� of� Joseon�Dynasty)

조선왕조의 정치적 쟁점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양반국가의 성격과 변질에 대해 고찰한다.

21001909 중국문명의탄생과진한제국(The�Civilization� and�History�of�Ancient�China)

황하 중류지역에서 한족이 중심이 되어 형성시킨 중국의 고대문명을 바탕으로 중국 역사를 장기간 통일

제국의 모델을 제공한 진한(Qin-Han)제국에 대해 고찰한다.

21002529 중국사상,중국정신(Chinese�Culture�and� Tranditional� Thoughts)

춘추시대의 제자백가, 한대의 유가, 도교 및 불교, 그리고 송대의 성리학 등 중국사상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이 동양인의 정신적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핀다.

21003942 중국사입문(Introduction� to�Chinese�History)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중국 문명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동양의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중국 시대사 

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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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917 중국역사고전읽기(Readings� to�Chinese�History)

중국인은 많은 문자기록을 남긴 민족으로 유명하다. 그러한 문헌기록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명문장을 엄선하여 강독하고 선현들의 지혜와 사상을 배운다. 

21003014 중국역사문화탐구(The� Travels�on�Chinese�Culture�and�History)

본 교과목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풍속을 고찰한다. 중국의 여러 지역을 번갈아 답사하면서 강의실에

서 배운 역사이론 및 사실을 검증하고 체험한다. 

21003705 중국의현재와미래(The�Present�and� Future�of�China)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심각한 정치적 시련을 경험한 중국은 점차 문호개방으로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미래세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고, 미래에 중국이 세계의 

강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21003149 중국인의삶과문화(Chinese� Lifestyle� and�Culture)

종래의 왕조사와는 다른, 미시사적 · 거시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중국인의 다양한 삶의 양식 및 문화를 

이해하고 탐구한다. 

21050165 테마중국사(Themes� in�Chinese�History)

중국 역사 속의 특정한 주제들을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1001923 프랑스와EU문화(History�Of� France:� Politics,�Culture� and�Society)

프랑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통해 개관함과 동시에 프랑스를 통해 

본 현재 EU의 문화적 정체성 및 다양성에 대해 살펴본다.

21001937 한국경제생활사(The�Korean�Economic� Life-Style�History)

한국중세의 국가의 경제운영 농민의 경제생활 유통경제등을 학습한다.

21001929 한국고대의사회와국가(The� Society� and� States�of�Ancient�History� of�Korean)

선사문화로부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및 발해까지의 한국고대역사의 형성과 역사발전의 과정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종합 고찰한다.

21003204 한국근대사의전개(The�Development�of�Korean�Modern�History)

개항이후부터 해방이전까지 한국사의 변화과정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접근해 본다. 서양과의 만남, 일

제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근대를 이루어가는 한국인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세계사속

에서 한국근대사의 의미를 알아본다.

21003205 한국근현대의사회와문화(The�Society�and�Culture�of�Korean�Modern�and�Contemporary�History)

19세기 후반이후 근현대 한국인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사에 대해 고찰한다. 한국의 대

중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대중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1002780 한국사자료의세계(Fundamental�Materials� of�Korean�History)

한국의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기간의 한국사에 관한 기초자료의 소개와 강독을 통해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21002532 한국여성생활사(The�Korean�Women� Life-Style�History)

원시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들의 생활을 연구하여 앞으로 여성의 지위와 삶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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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시간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0117 프랑스어듣기와말하기(실습) 3 3 0

시킬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본다.

21002535 한국역사도시탐구(Research� in�Korean�Historic�Cities)

한국사의 주요 도시의 발달과정과 각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한다. 

21002539,�21002781� � �한국역사문화기행I,� II(Fieldwork�of�Korean�Cultural� and�Historic� Sites� I,� II)

한국의 주요 유적지에 대한 자료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고 역사·지리적 안목을 

갖게 한다.

21003883 한국의사상과예술(The� Thoughts� and� The�Arts� of�Korea)

한국인의 삶과 생활을 통해 전통 사상의 흐름과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한국의 건축, 조각, 공예, 미술, 

음악 등 예술 여러 분야의 발전을 연계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21001936 한국의역사가와역사관(The� Korean� Historians� and� The� View� of� Korean� History)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역사가와 그들의 사상 및 역사관을 연구 검토한다.

21001932 해방이후의한국역사(After� Liberation�of�Korean�History)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역동적인 발전과정을 거친 현대사의 과정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접근

을 통해 이해한다. 다양한 비교사적인 고찰을 통해 세계사속에서 한국현대사의 위상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육목적〉

  프랑스언어․문화학과의 교육목적은 프랑스어를 포함한 프랑스 문화에 대한 폭넓은 강의와 프랑스 문화권의 연구를 

통해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논리적 사고와 비판 능력을 갖춘 지성인을 배출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1.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에 대한 폭넓은 강의를 통하여,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한다.

2. 프랑스 문화권의 연구를 통한 논리적 사고와 비판 능력 함양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지성인을 배출한다.

3. 전공교육을 통해 쌓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여성 인력을 양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프랑스언어․문화학 16 21 37�이상 9 45 54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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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시간 실기

전공필수

1학기
〃 21000123 프랑스어회화I 3 3 0

나 21002188 DELFI 3 3 0

2학기

가 21001724 멀티미디어프랑스어(실습) 3 3 0

〃 21003661 프랑스어회화II 3 3 0

나 21003659 DELFII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2006 기초프랑스어 3 3 0

〃 21009953 프랑스문학과신화 3 3 0

〃 21000093 프랑스어문법I 3 3 0

〃 21003140 프랑스언어와문화 3 3 0

〃 21004068 EU의이해 3 3 0

나 21003934 계몽주의문화 3 3 0

〃 21002795 방송매체프랑스어 3 3 0

〃 21003774 시사프랑스어 3 3 0

〃 21050113 애니메이션프랑스어 3 3 0

〃 21003658 영어대조프랑스어 3 3 0

〃 21003310 프랑스단편문학 3 3 0

〃 21002796 프랑스문학과미술 3 3 0

〃 21003142 프랑스문화축제와공연 3 3 0

〃 21009865 프랑스어교육론 3 3 0

〃 21001723 프랑스어권사회와문화 3 3 0

〃 21002793 프랑스어문장구조의이해 3 3 0

〃 21000094 프랑스어작문I 3 3 0

〃 21002589 프랑스청소년및아동문학 3 3 0

다 21050146 논리및논술(프랑스어) 3 3 0

〃 21009954 프랑스문예사조연구 3 3 0

〃 21003933 프랑스문화정책 3 3 0

〃 21003249 프랑스소설세계 3 3 0

〃 21003250 프랑스연극의이해 3 3 0

〃 21003775 TCF준비프랑스어 3 3 0

2학기

가 21050300 번역텍스트읽기 3 3 0

〃 21003141 실용관광프랑스어 3 3 0

〃 21000092 종합프랑스어 3 3 0

〃 21002792 프랑스문학사 3 3 0

〃 21003660 프랑스어문법II 3 3 0

나 21003935 낭만주의문화 3 3 0

〃 21002798 프랑스광고읽기 3 3 0

〃 21002590 프랑스동화읽기 3 3 0

〃 21000119 프랑스문학과영화 3 3 0

〃 21003936 프랑스문학과음악 3 3 0

〃 21002799 프랑스문화콘텐츠이해 3 3 0

〃 21050301 프랑스박물관과미술관 3 3 0

〃 21003247 프랑스산문읽기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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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시간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50145 프랑스어교수법 3 3 0

〃 21050302 프랑스어어휘형태론 3 3 0

〃 21003663 프랑스어작문II 3 3 0

〃 21003252 프랑스어통번역입문 3 3 0

〃 21004067 EU프랑스어 3 3 0

다 21003655 비즈니스프랑스어 3 3 0

〃 21003251 프랑스문화예술경영 3 3 0

〃 21003930 프랑스문화유산 3 3 0

〃 21003248 프랑스사상의이해 3 3 0

〃 21050111 프랑스시감상 3 3 0

〃 21003662 프랑스어토론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934 계몽주의문화(Culture�of� The�Enlightenment� Period)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의 사상적, 문화적 배경을 검토하고 프랑스 대혁명의 지적, 문화적 원인과 왕실, 

귀족, 서민 문화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21002006 기초프랑스어(Beginning� French)

프랑스어를 처음 접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초급 프랑스어를 접한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교과서적인 

문장보다 실용적인 문장 속에서 프랑스어와 문법에 접근함으로써 중급 및 고급 프랑스어에 예비하도록 

한다.  

21003935 낭만주의문화(Culture�of� French�Romanticism)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절대 군주주의가 붕괴되면서 형성된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적 특징과 본질을 규명하

고 문학 작품, 문화 활동 등을 살펴본다.

21050146 논리및논술(프랑스어)(Logic� and�Dissertation� in� French)

프랑스어 문장과 표현에 담겨 있는 논리적인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 간단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논술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21001724 멀티미디어프랑스어(실습)(Multimedia� French(Lab))

멀티미디어를 통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프랑스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학습한다.

21002795 방송매체프랑스어(French� in�Broadcast)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현대 시사적인 프랑스어를 습득

한다.

21050300 번역텍스트읽기(Readings� in� French�Novels� Translated� in�Korean)

프랑스언어·문화학전공 1학년 학생들과 프랑스 문학에 관심이 있는 타 전공학과의 학생들이 프랑스 문

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프랑스 문학의 경향과 대표적인 작가의 번역 작품들

을 분석하여 그 이해를 도모한다. 

21003655 비즈니스프랑스어(Business�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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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랑스관련 기관 및 업체 취업 인터뷰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실용 프랑스어와 다양한 실용문 작성

법 등을 배운다.

21003774 시사프랑스어(French� Through� The�News)

프랑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시사성 있는 출판, 인쇄물들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21003141 실용관광프랑스어(French�Practical� Tourism)

프랑스 관광분야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프랑스어를 배운다.

21050113 애니메이션프랑스어(French�Animation)

프랑스 만화 중에 한편을 선정하여 프랑스어 사용법과 특징적인 문화 및 생활방식 등의 표현을 습득할 

수 있다.

21003658 영어대조프랑스어(French� in�Comparison�With� English)

단어의 상당수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비교하여 학습한다. 두 언어간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인 두 언어간의 상호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

21000092 종합프랑스어(Comprehensive� French)

기초적인 프랑스어문장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법과 작문도 상관적으

로 접근 습득시킨다. 1. Comprehension→2. Grammer - 3. Composition 

21002798 프랑스광고읽기(Reading� French�Advertising)

프랑스의 광고를 통해서, 프랑스어 습득은 물론 프랑스문화에 기호학적 접근을 꾀한다.

21003310 프랑스단편문학(Studies� in� French�Literature� )

19c 이후 프랑스 문학을 중심으로 모파상, 알퐁스도데 등 작가들의 작품을 폭넓게 학습한다.

21002590 프랑스동화읽기(Studies� in� French�Conte)

프랑스 동화 문학의 대표 작품들의 강독을 통해 아동의 세계를 분석하고 폭넓게 이해한다.

21009954 프랑스문예사조연구(Studies� of� Trends� in� French� Literature)

20c 초 초현실주의, 누보로망, 신비평을 중심으로 문학과 예술의 역사적 흐름을 학습한다.

21002796 프랑스문학과미술(French� Literature� and�Paintings)

깊은 정신적 유대를 나눈 작가와 화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프랑스 미술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영향을 

알아본다.

21009953 프랑스문학과신화(French� Literature� and�Mythology)

프랑스 문학의 핵심적이고 기분적인 주제는 고대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신비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집트 신화가 19-20세기 프랑스 문학 작품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리스

-로마-기독교 신화의 영향하에서 드러나는 프랑스 문학의 세계관에 대한 통찰과 이해에 주력한다.

21000119 프랑스문학과영화(French� Literature� and� Film)

프랑스 문학과 영화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작가 및 작품을 발췌,강독,분석하고 주제 및 기법을 연구하며 

특히 영화화된 작품을 감상하고 비교한다.

21003936 프랑스문학과음악(French� Literature� and�Music)

프랑스 문학 작품과 음악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며,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음악가와 그의 음악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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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학 작품에서 출발한 음악 작품의 가사를 찾아 문학 작품과 비교 분석한다. 

21002792 프랑스문학사(History�of� French� Literature)

프랑스문학의 흐름을 중세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1003251 프랑스문화예술경영(French�Management�of�Culture)

프랑스 문화예술기관을 중심으로 예술 공급자와 수용자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경영을 연구한다. 

21003930 프랑스문화유산(Heritage�of� French�Culture)

전통 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와 창조적 활용을 강화하고, 관광 산업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전략의 한 축을 이루면서 국가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고용을 증진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창조하는 

프랑스의 문화 유산 관리 정책을 살펴본다.

21003933 프랑스문화정책(French�Culture�&�Art� Policy)

프랑스 문화 예술 정책 및 문화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박물관 경영, 현대미술경영, 공연예술경영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21003142 프랑스문화축제와공연(French�Cultural� Festival� and�Play)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축제와 공연 기획,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21002799 프랑스문화콘텐츠이해(French�Digital� Culture)

정보화 시대와 첨단기술이 제공하는 디지털문화를 통하여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고 주제별 문화콘텐츠

를 검색, 분석하고 가능하면 제작 연습을 시도한다. 

21050301 프랑스박물관과미술관(French�Museum�and�Gallery� Studies)

프랑스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사와 가치, 운영, 역할, 진화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21003248 프랑스사상의이해(French� Ideology)

대표적인 프랑스 사상의 흐름을 개괄하고 각 사상가와 그들의 작품을 통해 중점적인 사상을 연구한다.

21003247 프랑스산문읽기(Lecture�on� French�Prose)

초보적인 프랑스 산문 작품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강독 실력과 exposer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둔다.

21003249 프랑스소설세계(French�Novel)

19,20세기의 대표적인 소설을 강독하면서 문체의  문법적 분석, 구성 양식의 검토, 작가 사상 및 미학적 

방법에 대한 탐구, 작품의 배경 등을 연구한다.

21050111 프랑스시감상(Appreciation�of� French�Poems)

프랑스 시의 유례를 살펴보고 프랑스 시를 감상하며 이를 통하여 프랑스 사상과 시대의 문화를 알아본다.

21050145 프랑스어교수법(Teaching�Materials� and� Teaching� Technics� of� French� Language)

프랑스어 교육에 관련된 학습 이론과 교과의 성격을 알아보고 학습 지도안의 작성과 학습 지도 방법 

등 실제 지도 경험을 습득한다.

21009865 프랑스어교육론(Teaching�Models�of� French)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지도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1723 프랑스어권사회와문화(Comprehension�of� Francophone�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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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를 공용어 또는 통용어로 사용하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 등의 역사, 

사회, 경제, 언어 등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며, 이 지역의 문학 작품, 영화, 연극 공연 및 일상 문화 활동

을 살펴본다.

21000117 프랑스어듣기와말하기(실습)(Listening�&� Speaking� French)

프랑스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반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습득시킨다.

21000093 프랑스어문법I(French�Grammar� I)

기초적인 프랑스어문법을 익히고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프랑스어문장의 독해력을 길러준다.

21003660 프랑스어문법II(French�Gammar� II)

기초적인 문어체를 배우면서 언문 텍스트 독해와 문장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21002793 프랑스어문장구조의이해(Comprehension�of� French�Structure)

프랑스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문장을 구

성하는 요소들이 음운, 형태, 통사, 어휘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상관관계를 이루는가를 기초적인 언어

학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21050302 프랑스어어휘형태론(French� Lecxio-Morphology)

프랑스어 단어들이 어떤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어떤 논리적 질서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지 살펴본다. 의미를 전달하는데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 연구한다.

21000094 프랑스어작문I(French�Composition� I)

기초적인 프랑스어 작문의 방법을 습득시키고 연습시킴으로써 문장 구사력을 향상시킨다.

21003663 프랑스어작문II(French�Composition� II)

기본적인 프랑스어 작문의 방법을 연습시킴으로써 문장구사력을 높인다.

21003662 프랑스어토론(French�Conversation)

간단한 시사 내용을 이해하고 텍스트를 요약해서 말하는 요령을 습득하며 각자의 의견을 토론 방식으로 

나타내면서 프랑스어를 습득한다.

21003252 프랑스어통번역입문(Begining�Course�of� French�Translation)

프랑스어-영어에 대한 소개 및 번역

21000123 프랑스어회화I(French�Conversation� I)

프랑스인 교수의 지도하에 기본 회화능력을 기른다.

21003661 프랑스어회화II(French�Conversation� II)

기초회화에서 한 단계 발전된 일상생활 표현능력을 기른다.

21003140 프랑스언어와문화(French� Language� and�Culture)

프랑스어를 통해 프랑스 문화에 접근하여 언어와 문화의 상호 보완 관계를 이해한다.

21003250 프랑스연극의이해(French�Drama)

프랑스 고전극에서 부터 현대극에 이르기 까지 대표 작품을 강독하고, 극작 기법면에서 분석 연구하고, 

희곡 이해에 필요한 기초 이론을 강의한다.

21002589 프랑스청소년및아동문학(French� Literature� for� The�Youth�and� The�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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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시간 실기

전공필수 1학기

나 21002803  중급중국어듣기와쓰기 3 3 0

나 21002592  중급중국어회화 3 3 0

다 21003700  고급중국어 3 3 0

프랑스 청소년 문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과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한다.

21002188 DELF� I(DELF� I)

DELF, DALF라는 프랑스 정부에서 공인해 주는 언어 능력 시험 준비 수업이다.

21003659 DELF� II(DELF� II)

기존의 DELF I의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인 수업이다. 

21004068 EU의이해(Understanding�EU)

프랑스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EU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지역학적 차원에서 연구한다.

21004067 EU프랑스어(French�For�EU)

EU 기구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를 배운다.

21003775 TCF준비프랑스어(TCF)

프랑스 공공기관인 CIEP(국제교육연구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 측정 시험인 TCF를 대비하

는 과정이다.

중/어/중/문/학/부

〈교육목적〉

  중어중문학부의 교육목적은 중국인문정신의 고귀함과 중국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능

숙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여성리더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1. 중국인문정신의 고귀함과 중국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를 통해 21세기의 인류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비전

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인을 육성한다.

2. 중어학과 중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 중어학과 중문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중어중문학부 16 21 37�이상 18 36 54�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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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시간 실기

전공필수 2학기

가 21002598  기초고문강독 3 3 0

〃 21003701  초급중국어듣기와쓰기 3 3 0

나 21003579  중급중국어강독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0148  중국고전문학의전통I 3 3 0

〃 21001984  중국고전시가입문 3 3 0

〃 21000157  중국문화의이해 3 3 0

〃 21000161  중국현대문학의이해 3 3 0

〃 21002802  초급중국어Ⅰ 3 3 0

나 21003128  비즈니스중국어 3 3 0

〃 21000164  시사중국어 3 3 0

〃 21002811  실용중국어어법 3 3 0

〃 21009902  중국어번역특강Ⅰ 3 3 0

〃 21050217  중국어통역특강Ⅰ 3 3 0

〃 21002595  중국어학의이해 3 3 0

〃 21002596  중국현대산문읽기 3 3 0

다 21009856  논리및논술(중국어) 3 3 0

〃 21003313  중국고전베스트드라마읽기 3 3 0

〃 21003314  중국문학속의사랑 3 3 0

〃 21002605  중국사상문장읽기 3 3 0

〃 21009903  중국실무특강I  3 3 0

〃 21009855  중국어교육론 3 3 0

〃 21002192  중국여성작가와작품 3 3 0

〃 21002813  중국의언어와생활 3 3 0

〃 21003222  중국현대시산책 3 3 0

2학기

가 21000149  중국고전문학의전통II 3 3 0

〃 21002599  중국명시감상 3 3 0

〃 21002807  초급중국어Ⅱ 3 3 0

나 21002603  경극과공연예술 3 3 0

〃 21002804  실용중국어작문 3 3 0

〃 21002604  중국문자의이해 3 3 0

〃 21002193  중국문학과영화 3 3 0

〃 21002600  중국산문의이해 3 3 0

〃 21002597  중국소설문학의세계 3 3 0

다 21002194  중국문학비평의흐름 3 3 0

〃 21050219  중국실무특강II 3 3 0

〃 21010050  중국어교수법 3 3 0

〃 21002195  중국어번역특강Ⅱ 3 3 0

〃 21002806  중국어음운의세계 3 3 0

〃 21050218  중국어통역특강Ⅱ 3 3 0

〃 21003223  중국어현지교육 3 0 6

〃 21002812  중국현대소설감상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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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부�세부전공�인정교과목�및�이수학점>

세부

전공
중어학전공 중문학전공 통번역전공

이수

학점
9학점

9학점

※�중문학�영역에서�최소�1과목�이상,�

� � �중문학/통번역�영역에서�최소�1과목�이상

� � �반드시�이수해야�함.

9학점

※�통번역�영역에서�최소�1과목�이상,�

� � �중문학/통번역� 영역에서� 최소� 1과목� � �

� � �이상�반드시�이수해야�함.

인정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21002595 중국어학의이해 21002597 중국소설문학의세계

중문학

영역

21002195 중국어번역특강I
통번역

영역
21002806 중국어음운의세계 21003222 중국현대시산책 21009902 중국어번역특강II
21002813 중국의언어와생활 21003313 중국고전베스트드라마읽기 21050217 중국어통역특강I
21002811 실용중국어어법 21002599 중국명시감상 21050218 중국어통역특강II
21002604 중국문자의이해 21002596 중국현대산문읽기

중문학

/

통번역

영역

21002596 중국현대산문읽기
중문학

/

통번역

영역

21002605 중국사상문장읽기 21002605 중국사상문장읽기
21002192 중국여성작가와작품 21002192 중국여성작가와작품
21002193 중국문학과영화 21002193 중국문학과영화
21003314 중국문학속의사랑 21003314 중국문학속의사랑
21002812 중국현대소설감상 21002812 중국현대소설감상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2603 경극과공연예술(Chinese�Classical�Drama)

중국 고전희곡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 발전과정과 배경,성격을 파악하고 중요작

품을 선독하여 감상한다.

21003700 고급중국어(Advanced�Chinese)

문학작품 이외의 여러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의 문장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 번역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의 여러 은유, 비유, 언어의 수용과정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도 함께 다루

어 실력을 갖추도록 한다.

21002598 기초고문강독(Introduction� to�Chinese�Classics)

중국 고문의 기본문형에 숙달하도록 훈련시키고 쉬운 고전 문장을 익힘으로써 독해력을 길러 전공과목 

학습에 대비한다.

21009856 논리및논술(중국어)(Chinese� Logic�and�Writing)

중국어 교과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21003128 비즈니스중국어(Business�Chinese)

중국어 지식 경영의 실천 방안으로 중국인과의 상거래에서 실제 사용되는 표현과 문서작성 요령을 교육

한다. 

21000164 시사중국어(Current� Topic�Chinese)

중국의 최근 시사 문제를 통하여 중국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봄으로써, 중국어의 구사능

력을 더욱 배양하도록 한다.

21002811 실용중국어어법(Practices� in�Chinese�Grammar)

현대 중국어의 통사론과 형태론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중국어법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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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작문과 독해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21002804 실용중국어작문(Practices� in�Chinese�Composition)

중국어 학습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 능력을 고루 갖추기 위한 수업을 목표로 하며, 

특히 중국어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어 문법과 작문을 동시에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21000148 중국고전문학의전통I(Tradition�of�Classical�Chinese� Literature� I)

중국문학사의 전반부인 선진시대에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대별 장르별 주요 작가와 작품, 

문화현상 등에 대한 사적 개관과 함께 주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한다. 중국문학은 중국인

의 마음의 거울이므로 본 강좌는 중국, 중국인, 중국문화를 공부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강의의 기본 방향은 추상적인 이론적 개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사적개관의 기초

위에 가능한 실제작품(번역문 중심+일부 원문 참조)을 많이읽고감상해봄으로써 중국인의 정서와 미의

식, 중국문학의 향기와 현대적 의미를 느껴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1000149 중국고전문학의전통II(Tradition�of�Classical�Chinese� Literature� II)

중국문학사의 후반부인 선진시대에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대별 장르별 주요 작가와 작품, 

문화현상 등에 대한 사적 개관과 함께 주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한다. 중국문학은 중국인

의 마음의 거울이므로 본 강좌는 중국, 중국인, 중국문화를 공부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강의의 기본 방향은 추상적인 이론적 개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사적개관의 기초

위에 가능한 실제작품(번역문 중심+일부 원문 참조)을 많이 읽고 감상해봄으로써 중국인의 정서와 미

의식, 중국문학의 향기와 현대적 의미를 느껴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1003313 중국고전베스트드라마읽기(Reading�of� Best�Classical�Chinese�Drama)

중국의 古典 드라마 作品 가운데 작품성이 뛰어난 드라마를 골라서 읽고 감상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元代의 드라마작가들의 현실참여의 다양한 雜劇 작품을 비롯하여, 明.淸代의 애정을 주제로 한 귀족들

의 傳奇작품을 읽고 감상한다. 드라마를 통하여 중국의 俗文學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부하고, 자연스런 

감정의 표현을 배워본다. 필요한 경우 현재 재구성된 영화 등의 시청각자료를 함께 활용한다.  

21001984 중국고전시가입문(Introduction� to�Chinese�Classical� Poems�and� Songs)

중국고대가요(시경,초사)의 문학적 가치와 시대적 배경을 규명하고 풍(風), 아(雅), 송(頌)에 

이르기까지 시경 전반에 걸쳐 작품을 강의한다.

21002599 중국명시감상(Poetry� of� Tang� and�Song�Dynasty)

당, 송시대의 시중대표적인 작품을 골라 해설 감상하고, 兩代 시품의 특성을 비교 연구케 한다.

21002604 중국문자의이해(Science�of�Chinese�Characters)

중국문자의 생성, 특성의 조사 및 활용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자형, 자음, 자의에 관한 상호관계를 연구 

검토한다.

21002193 중국문학과영화(Chinese� Literature�and�Cinema)

중국문학중 영화화된 작품을 비교, 감상한다. 책을 통해 연상되는 것과 영상매체를 통해 전개되는 양상

을 비교, 분석하여 영화예술과 문학작품과의 공통점 및 특수성, 차이점을 살펴본다.

21002194 중국문학비평의흐름(Chinese� Literary�Criticism)

역대의 문학비평서 및 비평 문장을 읽고 분석하여 중국문학사상의 독특하고 고유한 비평방법과 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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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사적으로 이해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비평론을 통해 작품과 작가를 품평, 평론해 본다. 

21003314 중국문학속의사랑(The� Love� Theme� in�Chinese� Literature)

본 강의는 주로 중국 문학 중에서 애정을 제재로 삼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본 강의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중국 문학 중 애정을 제재로 삼은 작품들을 읽히고 감상함으로써 중국고대 사회의 각기 

다른 시기들의 애정고사와 사랑을 이해하고자 한다. 

21000157 중국문화의이해(Understanding�on�Chinese�Culture)

중국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기 위한 서설로서 중국문화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 특징 등을 

포괄적으로 강의한다.

21002605 중국사상문장읽기(Reading�on�Chinese�Thought� )

서삼경을 중심으로 한 유가의 경서와 선진시대 제자백가들의 산문 가운데 중요 문장을 선독하여 중국 

고전에 대한 이해와 사상 체계 및 학설의 특징 등을 알아본다.

21002600 중국산문의이해(Prose�of� Tang�&�Song�Dynasty)

당송시대의 산문 종 당송팔가문을 중심으로 선독하는 한편, 중국 산문체의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21002597 중국소설문학의세계(World�of�Chinese�Classical�Novel)

중국의 고전 소설 특히 명청 시대의 소설 중 대표적인 작품을 선독하여 그 작가와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명청 소설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21009903 중국실무특강I(Special� Study�on�Chinese�Business�Practice� I)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중국 산업의 다양한 구조와 특색, 현지 경험 등을 실무자로부

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1050219 중국실무특강II(Special� Study�on�Chinese�Business� Practice� II)

학생들의 조사와 참여를 바탕으로 중국 산업의 실무적인 일들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한다.

21010050 중국어교수법(Teaching�Methodology�of�Chinese)

교과서 위주의 강의 중심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어학습을 교수할 수 

있도록 중국어학습 방법론은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09855 �중국어교육론(Theory� of�Chinese� Education)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 지도 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9902 중국어번역특강I(Special� Study�on�Chinese�Translation� I)

중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번역할 때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루

어 실력을 갖추도록 한다.

21002195 �중국어번역특강Ⅱ(Special� Study�on�Translation� in�Chinese�Ⅱ)

중국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 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분야의 통역과 실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룬다. 

21002806 중국어음운의세계(World�of�Chinese�Phonology)

현대 중국어의 음운 체계와 여러가지 음운 변화 현상을 소개하여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국어를 녹음 분석하는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여 정확한 중국어를 구사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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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217 중국어통역특강Ⅰ(Special� Study�on�Chinese� InterpretationⅠ)

중국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통역할 때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루어 실력을 갖추도록 한다. 

21050218 중국어통역특강Ⅱ(Special� Study�on�Chinese� InterpretationⅡ)

중국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 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분야의 통역과 실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룬다.

21002595 중국어학의이해(Introduction� to�Chinese� Linguistics)

중국 언어학 전반에 걸친 어음, 어휘, 어법과  문자에 대한 기본개념과 각종 어학 이론을 익히고, 21C세

기 중국 언어학의 주요 분야별 연구 성과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고찰한다.

21003223 중국어현지교육(Field� Study� for�Chinese)

방학을 이용하여 중국 현지에서 원어민선생님과 각자의 수준에 따라 중국어를 집중적으로 배

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1002192 중국여성작가와작품(Study�on�Chinese�Women�Authors)

중국문학의 주요한 여성 작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기초로 중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속에서 활동한 

여성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감상하고 작가의 작품 속에 투영된 삶과 작품세계를 분석해 본다.

21002813 중국의언어와생활(Language� and� Life� in�China)

중국인의 생활 속에 살아 있는 여러 가지 언어적 유희와 언어 속에 녹아 있는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여, 

중국인의 언어와 중국인의 삶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조명해 본다. 

21000161 중국현대문학의이해(Understanding�on�Modern�Chinese� Literature)

현대문학의 발전과정과 그 배경 및 성격을 파악하고 각 장르에 따라 중요작가와 작품을 연구, 검토한다.

21002596 중국현대산문읽기(Reading�on�Modern�Chinese�Prose)

민국 이후 주요 작가들의 산문을 선독하여 그 작품을 내용을 감상, 음미한다.

21002812 중국현대소설감상(Reading�on�Modern�Chinese� Fiction)

루쉰을 비롯하여 신문학운동 이후 대표적인 작가들의 중요한 소설 작품을 골라 읽힘으로써 중국 현대문

학을 이해케 한다.

21003222 중국현대시산책(Journey� to�Modern�Chinese� Poetry)

후스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들의 삶과 작품을 골라 읽음으로써 중국현대시의 흐름과 

특색을 이해하고 조명한다. 

21003579 중급중국어강독(Intermediate�Chinese�Reading�and� Speaking� )

순수한 백화체로 쓰여 이해하기 쉬운 중급 문장들을 읽힘으로써 중국어의 독해력과 말하기를 증진시킨다.

21002803 중급중국어듣기와쓰기(Intermediate�Chinese� Listening� and�Writing)

중급 수준의 문장들을 듣고 쓰면서 중국어 듣기와 쓰기 능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중국어 작문 

능력도 향상시킨다.

21002592 중급중국어회화(Intermediate�Chinese�Conversation)

이미 습득한 중국어법과 어휘에 대한 지식을 구사하여 중국어로 자기의사를 전달하고 또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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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2015 기초독일어 3 3 0

나 21002010 독일문학사 3 3 0

〃 21002558 중급독일어 3 3 0

의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21002802 초급중국어Ⅰ(Elementary�ChineseⅠ)

발음부호와 4성을 익혀 연습하고 중국어의 기본문형에 숙달토록 하여 쉬운 백화문(白話文)을 독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공과목 학습에 대비한다.

21002807 초급중국어Ⅱ(Elementary�ChineseⅡ)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중국어의 기본발음과 각종 기본문형을 익히고 연습함으로써 기

초적인 회화 및 쉬운 백화문(白話文)을 독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전공과목 학습에 대비한다.

21003701 초급중국어듣기와쓰기(Elementary�Chinese� Listening�and�Writing� )

초급 수준의 문장들을 듣고 쓰면서 중국어 듣기와 쓰기 능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글쓰기 능력

도 향상시킨다

독/일/언/어/문/화/학/과

〈교육목적〉

  독일언어·문화학과의 교육 목적은 독일어권의 언어와 문학 그리고 문화 전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길러 

교육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언론, 방송, 출판, 외교, 통상 등 우리 사회 주요 분야의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것이

다.

〈교육목표〉

1.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한 학문과 예술의 국제교류와 상호이해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인을 육성한다.

2. 독일문화의 전통을 연구하고, 독일어문학의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동․서양문화의 비교적 관점에서 우리 

문화를 재발견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한다.

3. 국제화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발맞추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과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전문직업인

을 배출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독일언어ž문화학과 16 21 37�이상 18 42 6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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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2학기

1학년 21002089 기초독일어연습 3 3 0

나 21000189 독어학의이해 3 3 0

다 21002562 중급독일어연습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2556 독일인회화I 3 3 0

〃 21001730 영상독일어 3 3 0

〃 21003939 컴퓨터보조독일어학습 3 3 0

〃 21002847 현대독일사회탐색 3 3 0

나 21001736 독일시산책 3 3 0

〃 21000200 독일어권신화와동화감상 3 3 0

〃 21002829 문학과미디어 3 3 0

〃 21002560 번역의기초 3 3 0

〃 21002827 유럽여행산문 3 3 0

다 21002837 독어학특강 3 3 0

〃 21002822 독일드라마감상 3 3 0

〃 21003937 독일문화정보와매체 3 3 0

〃 21009857 독일어교육론 3 3 0

〃 21000201 독일어권여성문학 3 3 0

〃 21003515 독일어작문연습 3 3 0

〃 21003129 새로운유럽의이해 3 3 0

〃 21003516 ZD,DSH 3 3 0

2학기

가 21050132 논리및논술(독일어) 3 3 0

〃 21001797 독일문화기행 3 3 0

〃 21002834 독일영화읽기 3 3 0

〃 21001743 시청각독일어실습 3 3 0

나 21050101 독일어권여성리더십 3 3 0

〃 21003517 드라마독일어 3 3 0

〃 21002835 비즈니스독일어 3 3 0

〃 21002836 소설과환상세계 3 3 0

〃 21002844 유럽아동청소년문학 3 3 0

〃 21003938 한독문화콘텐츠의이해 3 3 0

다 21002845 괴테와파우스트 3 3 0

〃 21050220 논문작성세미나 3 3 0

〃 21003316 독일문학과유토피아 3 3 0

〃 21050133 독일어교수법 3 3 0

〃 21003317 독일어영상번역 3 3 0

〃 21002563 독일인회화II 3 3 0

〃 21002564 텍스트번역실습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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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845 괴테와파우스트(Goethe�and� Faust)

독일의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작품세계를 개관하고, 그의 대표작 <파우스트>를 읽으면

서 이 작품이 독일 고전주의 시대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신적 양식과 가치를 선사

하고 있는가 살펴본다.

21002015 기초독일어(Elementary�Course�of�German� Language)

시청각 교재를 통해 초급수준의 독일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른다.

21002089 기초독일어연습(Exercises� for�Elementary�German)

독일어 듣기 및 말하기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독일어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듣기 연습 및 질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답을 학습하도록 한다. 

21050132 논리및논술(독일어)(Logic�And�Writing� for�German)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고 독일어 논술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독일어 논리와 논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21050220 논문작성세미나(Seminar� in� Thesis�Writing)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논문주제를 정하여, 이론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고찰, 연구

방법론 개발, 데이터수집 및 분석, 논문 집필 등 일련의 학술 연구 활동 과정의 개별적인 맞춤, 지도를 

통하여 연구논문 진행 및 발표함으로써 창의적 연구방법론을 모색한다.

21000189 독어학의이해(Understanding�of�German� Linguistics)

독일어의 말소리, 단어 및 문장의 구성과 그 의미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독일어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1002837 독어학특강(Lectures� in�German� Linguistics)

독일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활방식 등을 살펴보고 독일인의 이러한 특성들이 독일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해 봄으로써 현대독일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21002822 독일드라마감상(Appreciation�of�German�Drama)

독일의 대표적인 드라마들을 선정하여 감상하고 분석하면서 드라마 감상의 원칙을 배우고 드라마 이해

의 폭을 넓힌다.

21003316 독일문학과유토피아(German�Literature�and� The� Idea�of�Utopia)

현대 여성리더를 교육하고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하여 독일어권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고대부터 현대

에 이르는 유토피아 사상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어권 유토피아 문학에 나타난 

리더들의 문학적 형상화를 고찰한다.  

21002010 독일문학사(History� of�German� Literature)

독일문학 전반에 걸친 사항, 특히 문예사조의 특징을 인식하고 작가와 작품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21001797 독일문화기행(Experiencing�German�Culture)

독일의 사회, 경제, 정치, 풍습 등 독일문화 일반을 다양한 자료와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배운다.

21003937 독일문화정보와매체(German�Cultural� Information� and�Media)

인문학적 소양을 기초로 IT와 CT를 접목시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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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736 독일시산책(A� Journey� to�German�Poems)

독일의 대표적인 시작품을 감상하고 분석, 연구하여 고전시와 현대시의 형식 및 내용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21050133 독일어교수법(Teaching�of�German�as�A�Foreign� Language)

시대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독일어 교수법을 습득케 한다.

21009857 독일어교육론(Teaching�Models� of�German)

독일어 교육의 원리와 교육방법론을 터득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방법 등을 학습한다.

21000200 독일어권신화와동화감상(Appreciation�of�Germanic�Myths� and�Fairy� Tales)

독일의 신화와 동화문학의 대표작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읽고 감상함으로써, 그 형식 

및 내용의 특징을 파악한다. 아울러 신화와 동화에 나타난 마법세계와 전개양상, 그 다양한 해석  가능

성을 살펴본다. 

21050101 독일어권여성리더십(Women's� Leadership� in�German�Countries)

독일어권 국가의 여성리더를 탐구하여 그들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리더의 역할과 선구적 정신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맞는 여성리더십을 모색한다. 

21000201 독일어권여성문학(Feminine� Literature� in�German�Area)

독일어권 여성문학을 문학사적으로 개관하고 대표작가와 작품을 분석하여 여성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을 고찰한다.

21003317 독일어영상번역(Translation� in�German�Movies)

독일어권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독일어권 문화와 관련된 영상물을 번역하거나 

직접 촬영한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함으로써 영상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초소양을 키운다.

21003515 독일어작문연습(Practice� in�German�Writing)

신문기사나 광고문 등의 실용문과 짧은 문학 텍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독일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며, 

편지쓰기, 이력서와 지원서 작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독일어 쓰기를 학습한다.

21002834 독일영화읽기(Reading�German� Film)

독일문학작품이 '보는 문화'로 인식되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고유언어와 독자적인 표현양식

을 어떻게 형성해내고 있는지 그 영화화과정을 탐구하고 대표 영화작품을 감상한다. 독일영화의 고유언

어와 상징을 '읽는 영화'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원작의 구체적인 수용을 비교하며 독일영화 

전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

21002556 독일인회화I(German�Conversation�Practice� I)

독일인과의 대화를 통해 초급수준 독일어의 청취, 회화능력을 기르고, 수준 높은 대화 형식을 통하여 

독일어 표현능력을 기른다.

21002563 독일인회화II(German�Conversation� Practice� II)

독일인과의 대화를 통해 중급수준 독일어의 청취, 회화능력을 기르고, 수준 높은 독일어 표현능력을 

기른다.

21003517 드라마독일어(German� Iin�Drama)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하여 독일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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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829 문학과미디어(Literature� and�Media)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문학 장르가 영화, TV,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의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

어 왔는가를 살펴보며 문학과 미디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21002560 번역의기초(Beginning�Course�of�German�Translation)

쉬운 텍스트부터 시작하여 텍스트의 문장구조를 분석하여 문법구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

여 독일어 번역 테크닉의 기초를 다진다.

21002835 비즈니스독일어(Business�German)

독일어권 사람들과의 교류에 필요한 실용적인 독일어 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대화체 표현과 편지, 이-메일 그리고 공문서 작성법 등을 익히는데 역점을 둔다.

21003129 새로운유럽의이해(Understanding�of� Today's�Europe)

독일어권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문화로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유럽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힌다.

21002836 소설과환상세계(Novel� and�Fantasy)

고전작품에서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환상세계를 펼쳐 보인 소설들을 읽고 그 환상적 특징을 

분석하여 소설의 형상화와 시대적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21001743 시청각독일어실습(Conversational�German�with�Audio�Visual�Aids)

독일어 문법 및 어휘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각 기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연습한다.

21001730 영상독일어(German� Language� in� The� Screens) �

기초적인 독어문법 및 어휘의 활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독일어를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독일어의 청취 및 회화능력을 기른다.

21002844 유럽아동청소년문학(European�Literature� for�Children�&�Adolescence)

현대 문학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유럽의 아동 및 청소년문학을 대표작가와 문학작품들을 중심

으로 그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고, 예술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며, 유럽의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과 고유문화를 이해한다.

21002827 유럽여행산문(European�Writings�on�Travel)

독일어권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문학에서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흥미로운 테마가 되어 왔던 여행

에 관한 소설, 에세이, 기행문 등의 산문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여행의 의미와 영향이 문학텍스트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또 변화를 모 색하는 문학의 가능

성을 경험한다.

21002558 중급독일어(Intermidiate�Course�of�German� Language)

시청각 교재를 통해 중급 수준의 독일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른다.

21002562 중급독일어연습(Intermidiate�Course�of�German�Language)

중급독일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21003939 컴퓨터보조독일어학습(Computer-Assisted�German�Language�Learning)

플래시를 이용한 웹 콘텐츠 저작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독일어 코스웨어를 저작함

으로써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나아가 오늘날 언어학습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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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한 컴퓨터보조언어학습(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의 구체적인 이론과 활용방

법을 학습한다.

21002564 텍스트번역실습(How� to� Translate�German� Language)

문학텍스트 번역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학문분야(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독어 텍스트도 능히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도록 한다.

21003938 한독문화콘텐츠의이해(Understanding�of�German-Korean�Cultural�Contents)

이 강좌는 문화콘텐츠의 저작과 이해를 위한 기초 지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콘텐츠의 효율적

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21002847 현대독일사회탐색(Contemporary�German�Culture�And� Society)

현대 독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외적 틀과 내적 움직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접하고 전지구화 시대의 

공시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적으로 독일사회와 그 문화적 특징을 살펴본다.

21003516 ZD,DSH(ZD/DSH(Zertifikat Deutsch/Deutsche Sprachprufung Fur DenHochschulzugang

Auslandischer� Studierender)

ZD(독일어 능력 시험), DSH(독일대학입학을 위한 독일어 능력시험)등 독일 정부에서 공인해 주는 언

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업이다.

일/본/학/과

〈교육목적〉

  일본학과의 교육목적은 일본의 역사, 사상,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일본에 대한 총체적이며 

균형 있는 지식을 갖춘 일본지역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흔히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한다. 두 나라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얽매어 대립과 적대의 감정만으로 

팽배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공존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일본은 

우리의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공동의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이다. 일본에 대한 올바른 연구

가 철저히 그리고 다방면에서 행해져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학과의 목표는

1. 일본을 정확히 알고 이해함으로써 양국간의 우호, 협력 관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2. 지역적으로 인접해있는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양국간의 제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

3. 상기 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일본어의 숙달을 우선적으로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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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론 실기 비고

전공필수

1학기

나 21001693 일본경제론 3 3 0

〃 21002541 일본문학의이해 3 3 0

다 21002544 일본종교와사상 3 3 0

2학기
가 21002051 일본역사탐방II 3 3 0

나 21004015 일본문화산업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9858 일본어교육론 3 3 0

〃 21003231 일본어문법 3 3 0

〃 21002118 일본역사탐방I 3 3 0

〃 21002624 중급일본어회화 3 3 0

나 21004020 고급일본어작문 3 3 0

〃 21009859 논리및논술(일본어) 3 3 0

〃 21003320 일본어문화체험 3 0 4

〃 21004008 일본여성사 3 3 0

다 21003235 고급일본어 3 3 0

〃 21004019 실용일본어회화 3 3 0

〃 21003321 영화로보는일본 3 3 0

〃 21009880 일본기업사례연구 3 3 0

〃 21050173 일본의관료와행정 3 3 0

〃 21001694 일본학세미나 3 3 0

〃 21050221 한일비교문화론 3 3 0

〃 21004007 현대일본과국제사회 3 3 0

〃 21003319 현대일본소설의감상 3 3 0

2학기

1학년 21004014 초급일본어회화 3 3 0

가 21004022 고급일본어회화 3 3 0

〃 21004016 일본어문형연습 3 3 0

〃 21004009 일본전통문화콘텐츠 3 3 0

〃 21003234 중급일본어작문 3 3 0

〃 21002540 현대일본사회의이해 3 3 0

나 21002055 실용일본어작문 3 3 0

〃 21002056 일본식기업경영연구 3 3 0

〃 21004021 일본어와프레젠테이션 3 3 0

〃 21002057 한일관계연구 3 3 0

다 21003229 일본문학과여성 3 3 0

〃 21003451 일본산업기술발전사 3 3 0

〃 21050136 일본어교수법 3 3 0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일본학 16 21 37�이상 15 39 54�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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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론 실기 비고

전공선택 2학기
〃 21003230 일본의근·현대 3 3 0

〃 21001695 일본학특강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235 고급일본어(Advanced� Japanese)

고급 수준의 일본어가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해, 청취, 회화 능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공부를 

통해 수준 높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전 과정은 일본어로 진행된다.

21004020 고급일본어작문(Advanced� Japanese�Composition)

<중급일본어작문>의 연계 과목이다. 문장의 목적과 문체 등을 고려한 고급 레벨의 글쓰기를 학습한다.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한다.

21004022 고급일본어회화(Advanced� Japanesr�Conversation)

<중급 일본어회화>의 연계과목이다. 토론, 디베이트, 스피치 등을 포함한 고급 레벨의 말하기를 학습한

다.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한다.

21009859 논리및논술(일본어)(The� Logic� of� The� Subject� and�Discourse)

일본어를 이용한 논리적인 말하기와 글쓰기의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논리적인 사고 능력의 배양을 

통한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의 강화를 추구한다. 

21002055 실용일본어작문(Practical� Japanese�Composition)

<고급일본어작문>의 연계 과목이다. 각종 서간문이나 공문서 등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글쓰기를 학습한다.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한다.

21004019 실용일본어회화(Practical� Japanese�Conversation)

<고급일본어회화>의 연계 과목이다. 각종 비즈니스 상황을 전제로 하여 그 목적과 상대에 따른 적절한 

말하기를 학습한다.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한다.

21003321 영화로보는일본(Japanese�Culture� Through�Films)

영화는 한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된다. 이 강좌에서는 그동안 화제가 되었던 일본의 

영화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일본인의 가치관과 미의식, 공동체, 가족, 

의례, 행동규범, 세대문제, 소수자 문제, 일본문화의 변화와 지속 등이 영화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1001693 일본경제론(Japanese� Economics)

근대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일본이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 본다. 

21009880 일본기업사례연구(Case� Study�of� Japanese�Companies)

우수한 경영성과를 낸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우위의 원천,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영혁신, 최고경영

자(CEO)의 역할과 사회공헌 등에 관해 살펴본다. 

21003229 일본문학과여성(Japanese� Literature� and�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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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근현대문학 작품 속에 그려진 여성을 조망한다. 단편적 여성상의 도출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관점을 

통하여 그녀들을 둘러싼 동시대의 특징적인 시대상, 사회, 문화를 포괄적으로 고찰한다.

21002541 일본문학의이해(Understanding� Japanese� Literature)

근현대 일본문학 작품에 초점을 맞춰, 일본문학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 일본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1004015 일본문화산업(Japanese�Cultural� Industries)

영화, 드라마, 만화, 아니메 시장 등의 일본문화산업의 시스템과 문화물 생산 과정을 히트작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해한다. 

21003451 일본산업기술발전사(History�of� Japanese� Industry�and� Technology)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경제의 성장을 이끈 대표적인 제품 및 기술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주

력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혁신전략을 살펴본다.

21002056 일본식기업경영연구(Japanese�Business�Management)

일본식 경영 기법의 대표적 특성인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오늘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것인지를 타진한다.

21050136 일본어교수법(Japanese�Teaching�Methodology)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육의 관점과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구체적인 

일본어 의 언어 표현에 대한 교수법을 발표와 토론의 형식으로 공부한다.

21009858 일본어교육론(Japanese�Education)

일본어교육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어교육에 관한 교육과

정, 교재, 교안, 교수법, 평가 등의 내용을 개괄한다. 

21003231 일본어문법� (Japanese�Grammar� I)

일본어의 기본적인 문법과 문형을 이해하고, 문법적 지식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한

다.  

21004016 일본어문형연습(Japanese� Sentence� Practice)

<일본어문법>의 연계과목이다. 문형을 중심으로 하여하 이미 학습한 문법 지식의 활용과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21003320 일본어문화체험(Field� Study�of� Japanese�Culture�and� Language)

일본현지 연수를 통해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학습하는 강좌이다. 강좌 운영은 겨울방학동안 이루어지는 

2주간의 현지학습으로 구성된다. 현지학습은 단순한 어학강좌 수강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과 현지 

생활에 대한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1004021 일본어와프레젠테이션(Japanese� Presentation)

일본어의 각종 제안서나 보고서 작성법 및 그 발표 방법을 학습한다.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한다.

21004008 일본여성사(History� of� Japanese�Women)

일본여성의 삶을 통시대적으로 개괄해 보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일본역사를 이해하고 일본여성의 지위 

및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고찰한다.

21002118 일본역사탐방I(Japanese�Histor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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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척도가 되는 일본의 역사를 고대에서 근

세에 이르기까지 개괄한다. 특히 우리와 가장 인접해 있는 일본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관심 깊게 학습할 수 있다.

21002051 일본역사탐방II(Japanese�History� II)

일본역사탐방I에 이어서 근대 이후의 역사를 개괄한다. 명치유신, 근대천황제 등을 검토하고 특히 <昭
和>시대의 역사적 오류의 발단과 과정을 짚어보고 올바른 사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21050173 일본의관료와행정(Japanese�Bureaucrat� and�Public�Administration)

일본의 관료제도와 행정체제의 역사적 발전과정, 현 위치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관료제도의 

특징, 행정기관의 조직 및 형태, 정책 의사결정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21003230 일본의근·현대(Modern� Japan)

일본의 근대화, 자본주의발달사, 태평양전쟁 등 일본 근현대사의 본질을 살펴본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차

 원에서 일본의 근대화가 갖는 의미를 평가해보고,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실체에 관해서도 공부한다.

21004009 일본전통문화콘텐츠(Traditional� Japanese�Culture�Contents)

현대 일본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를 주제별로 이해함으로서 일본문화의 역사적 일관성

과 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고찰한다.

21002544 일본종교와사상(Religion� and�Thoughts� of� Japan)

일본의 종교와 사상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를 한다. 전통적인 신도 종교/사상을 비롯해, 외래 종교/사상

으로 도입된 불교와 유교, 기독교 등이 일본 사회에서 토착 종교/사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발전해 나가

는지 살펴보고, 전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흥종교현상에대해공부한다. 

21001694 일본학세미나(Seminar� on� Japanese� Studies)

일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관한 조사, 발표, 토론을 통해 일본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다.

21001695 일본학특강(Special� Topic� in� Japanese�Studies)

일본에 관한 각 분야별 연구에서 주제를 택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

습자의 관심에 따라 연구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

21003234 중급일본어작문(Intermediate� Japanese�Composition)

<초급일본어작문>의 연계과목이다. 각종 문형과 관용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표현의 글쓰기를 학습한다. 

21002624 중급일본어회화� (Intermediate� Japanese�Conversation� I)

기초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회화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맥락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며, 상황과 상대에 따라 올바르고 적합하게 언어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1004014 초급일본어회화(Basic� Japanese�Conversation)

<일본어 2>와 병행하는 과목. 구체적인 여러 장면에 사용되는 초급 레벨의 회화를 학습한다.

21002057 한일관계연구(Korea-Japan�Relations)

양국간의 관계를 역사적·문화적으로 고찰해보고, 양국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한다.

21050221 한일비교문화론(Comparative�Culture�Between�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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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개, 전수한 문화가 일본 속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일본이 한발 앞서 수용한 근대 서양 문

화가 어떻게 한국에 역류해 들어왔는지를 짚어보고, 한국 속의 일본 문화, 일본 속의 한국 문화 등을 고찰

해본다. 

21004007 현대일본과국제사회(Modern� Japan�and� International� Society)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글로벌리제이션의 다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금후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 본다.

21002540 현대일본사회의이해(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현대 일본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특징과 변화들을 공부한다. 패전과 전후의식, 상징 천황제, 

고도성장과 기업중심주의, 중앙과 지방, 시민운동, 마이너리티, 세대문제, 가족해체, 국제화와 정보화, 

신보수주의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21003319 현대일본소설의감상(Appreciation�of�Contemporary� Japanese�Novel� )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등 한국에도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현대 일본소설

가들의 1990년경 이후의 소설을 감상하여 한일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한 문학적 감성 및 상상력

과 현대일본사회의 문화적 코드를 교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문/헌/정/보/학/과

〈교육목적〉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적은 현장감 있는 교육과 첨단정보기술 습득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여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정보 전문지도자 집단을 양성․배출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1. 문헌정보학의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정보전문가를 교육한다.

2. 현장감있는 교육과 첨단 정보기술 습득을 통한 실무형 정보전문가를 양성한다.

3. 각 분야의 정보 및 문헌을 처리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와 응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인접학문 또는 응용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도록 한다.

4. 이상의 목표에 기반하여 미래의 정보화사회를 선도해 나갈 엘리트 집단을 양성, 배출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문헌정보학 16 21 37�이상 18 36 54�이상 140�이상



208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208 -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0359 문헌정보학개론 3 3 0

가 21000378 정보서비스론 3 3 0

나 21000361 정보검색 3 3 0

2학기

1학년 21001685 온라인정보검색연습 3 3 0

나 21001827 문헌커뮤니케이션론 3 3 0

다 21003713 전자학술지구축및운영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다 21001709 정보센터·도서관·출판실습 3 0 6

〃 21003151 현장실습I 3 0 6

〃 21003152 현장실습II 3 0 6

〃 21050086 현장실습III 3 0 6

1학기

가 21002456 정보미디어의역사와문화 3 3 0

〃 21002453 정보분류체계론 3 3 0

〃 21000381 정보센터·도서관경영론 3 3 0

〃 21003034 최신정보기술동향 3 3 0

나 21001828 과학기술정보원 3 3 0

〃 21002003 기록관리학개론 3 3 0

〃 21000362 독서지도 3 3 0

〃 21002018 멀티미디어정보론 3 3 0

〃 21002666 인문·사회과학정보원 3 3 0

다 21000954 전자출판 3 3 0

〃 21002668 정보의전자상거래 3 3 0

2학기

가 21000375 문헌데이터베이스론 3 3 0

〃 21002019 인터넷정보원 3 3 0

〃 21002455 정보와사회커뮤니케이션 3 3 0

〃 21002454 정보조직체계론 3 3 0

나 21000379 장서개발론 3 3 0

〃 21000386 정보시스템론 3 3 0

〃 21003033 콘텐츠구조론 3 3 0

다 21003459 보존기록물의정리와운영 3 3 0

〃 21001708 색인및초록작성 3 3 0

〃 21003035 의미웹개론 3 3 0

〃 21003153 작은도서관운영실무 3 1 4

〃 21001707 정보이용지도 3 3 0

〈전공교육과정표〉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828 과학기술정보원(Science�and� Technology� Information�Resources)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특허자료, 통계자료, 카탈로그, 학위논문, 국제관계자료, 산업기술자료 등의 국내

외 주요 정보원에 대한 특성과 검색 및 이용법을 분야별로 강의한다.

21002003 기록관리학개론(Introduction� to�Archival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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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가치로 기록보존소(Archives)와 고도서관에 소장될 만한 고서 및 고문서, 공문서, 사문서, 외교

문서, 기타 개인기록, 특허장 등의 문자자료에서부터 음향, 영상 등 시청각자료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록자료의 성격과 종류를 살펴보고 그 평가, 수집, 보존 및 열람방식 등에 대해 연구한다.

21000362 독서지도(Reading�Guidance)

아동/청소년 문학에 대한 이해와 독서지도 자료의 선택, 평가 및 프로그램을 학습한다. 또한 도서관에

서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연구한다.

21002018 멀티미디어정보론(Multimedia�Resources)

필름, 비디오 자료, 오디오 자료, 슬라이드, 지도, 포스터, 사진, 그림, 팜플렛, 마이크로폼, 모형 및 실물

자료, CD-ROM, 멀티미디어 computer software 등, 멀티미디어 정보자원의 선택, 입수, 조직 및 관리, 

그리고 관련 정보기술을 다룬다.

21000375 문헌데이터베이스론(Bibliographic�Database)

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교환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모형인 관계모형, 계층모

형, 네트워크모형의 이론과 구조를 강의한다. 문헌데이터 베이스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다룬다.

21000359 문헌정보학개론(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정보학의 개념과 발전과정, 정보의 생산, 선택, 변환, 축적, 탐색, 이용의 원리 및 기술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문헌정보학과 다른 학문분야와의 연계성, 문헌정보학과 컴퓨터, 문헌정보학과 정보화 사회 등

도 강의한다.

� 21001827 문헌커뮤니케이션론(Theory� and�Practice� of�Written�Communication)

문헌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서지학의 이론적 연구방법 및 실제적인 연구대상을 동서양의 연구방법의 

제이론, 서지목록적 측면, 형태물리적 측면 그리고 학제적 측면을 통해 공부한다.

21003459 보존기록물의정리와운영(Arrangement and�Management� of Archival Documents)

고서, 고문서 등의 국학 고전자료와 그 외 각종 보존기록물의 현대적인 해석과 조직, 그리고 메타 데이

터를 통한 이상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법을 논구한다.

21001708 색인및초록작성(Indexing� and�Abstracting)

정보검색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색인, 초록법에 대한 이론 및 실제와 각종 색인지, 초록지의 사용법, 서

지통정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21001685 온라인정보검색연습(Online� Information�Retrieval)

인터넷자료등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검색 실습을 통하여 정보검색의 원리와 방법론을 이해하고 

고급수준의 정보검색 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21003035 의미웹개론(Introduction� to�The� Semantic�Web)

웹의 응용분야인 시멘틱 웹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 온톨로지, 토픽 맵, RDF 등을 

강의한다.

21002666 인문·사회과학정보원(Humanities�&� Social� Sciences� Information�Resources)

인문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의 유용한 정보자료를 조사 및 검토한다.

21002019 인터넷정보원(Interne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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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을 이용하여 양질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는 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E-mail, Usenet, FTP, 

gopher, www등의 Internet 서비스; 인터넷 검색엔진의 활용법; 그리고 Internet 이용과 관련된 사회

적인 문제, 관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21003153 작은도서관운영실무(Small� Library�Practice)

작은도서관 설립이 활성화 됨에 따라, 효과적인 도서관운영 제반지식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운

영전반에 대한 과정을 실무적으로 학습한다.

21000379 장서개발론(Collection�Development)

지식정보 자원의 개발 및 선택이론, 선택정책, 주제별 자료선택, 선택도구 등의 선택문제와 도서 및 다

른자료의 출판 및 마케팅과 수서문제를 다루며 효과적인 장서의 구성 및 유지의 방법을 다룬다.

21000954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

데스크 탑 출판, 웹출판, 전문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하여, 전자

출판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인쇄출판, 그리고 새로운 

전자적 환경에서의 전자출판이 지식전달체계에서 갖는 역할, 구조, 경제성 등에 대하여 비교한다.

21003713 전자학술지구축및운영(Managements�Of�E-Journal�Databases)

전자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배포 및 이용의 전 과정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과 표준

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전자학술지의 XML처리 등 구축실무작업의 실습을 통하여, 전자학

술지관련 전문 기술을 연구한다.

21000361 정보검색(Information�Retrieval)

정보의 주제분석법, 초록법, 색인작성법, 시소러스 작성법, 정보의 탐색과 평가 등 정보검색 

과정과 정보검색 시스템 설계의 기본요소,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정보검색, 국내외 정보검색, 시스템의 

사례를 개관한다.

� 21002456 정보미디어의역사와문화(History�And�Development�Of� Information�Media)

파피루스에서부터 현재의 CD-Family, DVD, 웹 미디어 등의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정보미디어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그 제작, 역할 및 영향 그리고 의의와 함께 다룬다.(사이버강의임)

21002453 정보분류체계론(Information�Classification)

세계의 주요 학술정보 분류표를 소개하고, 널리 이용되는 듀이십진분류법과 한국십진분류법의역사·

원칙 및 분류법을 다룬다.

21000378 정보서비스론(Information� Service)

정보서비스의 기능, 정보자료의 평가기준, 기본 참고자료의 분석, 평가 및 이용법을 다룬다.

21001709 정보센터·도서관·출판실습(Field�Work)

4주일간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선임 실무자의 지도 아래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실무를 통해서 익힌다.

21000381 정보센터·도서관경영론(Information�Center�&� Library�Administration)

정보센터와 도서관의 전반적 운영과 기획 및 목표수립·조직·직원 및 감독, 재무행정·예산편성 등의 제반

업무에 관한 경영을 다룬다.

21000386 정보시스템론(Information� Systems)

정보시스템의 정의,구조,정보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시스템의 분석, 설계, 비용과 효과, 정보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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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평가, 정보시스템의 사례 등을 다룬다.

21002455 정보와사회커뮤니케이션(Information�and� Social� Communication� )

정보사회로의 전개과정, 정보과학의 발달, 인간 및 기계 커뮤니케이션,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기관의 역

할 등을 통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속에서의 정보의 흐름과 영향력을 그 개념, 방법, 기술적 측면들과 

함께 다룬다. 

21002668 정보의전자상거래(Electronic�Commerce� for� Information)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핵심기술과 기반기술을 강의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동향, 전자시장, 지식허브 

등에 관한 발전방향을 소개하면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강의를 병행한다. 

전자카탈로그, 전자지불 및 인증, 전자문서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룬다.

21001707 정보이용지도(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정보이용지도 개요와 방법 그리고 평가를 습득하며 특히 디지

털 도서관측면에서의 정보이용지도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다룬다.

21002454 정보조직체계론(Information�Cataloging)

목록의 원칙과 실제적용, 도서관·정보센터 자료의 기술, 정보서비스를 위한 자료의 조직 및 자료의 주제

표시 등을 다룬다.

21003034 최신정보기술동향(Current� Status�of� Information� Technology)

웹 서비스, 메타데이터 응용, 그리드서비스 등과 같은 최신 정보기술의 동향과 발전방향 등을 강의한다. 

21003033 콘텐츠구조론(Contents� Structure� Engineering)

인쇄된 문서가 지니고 있는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구조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룬다. 문서분

석방법론, XML, XSLT 등을 강의한다.

21003151,�21003152,� 21050086� � �현장실습I� -� III(Practical�Work� Experience� I� -� III)

도서관, 출판사, 정보센터 등 정보서비스 분야에서의 현장업무 경험을 익힌다.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전공/

〈교육목적〉

  문화관광학전공의 교육목적은 한국 및 세계문화관광산업과 관련된 철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하여 21세기 국제

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관광 분야의 국제적 감각을 지닌 여성지도자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1. 문화공연기획, 문화행정기획, 관광이벤트기획 등 다양한 문화관광산업분야의 실천인력을 양성한다.

2. 21세기 문화정보사회를 선도하는 문화 및 관광산업의 행정인력을 양성한다.

3. 문화관광행정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경영 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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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3898 문화관광외식산업들어가기 1 2 0

전학기 다 21002984 인턴십 3 1 4

전공선택

전학기

가 21002956 전공적성개발 3 3 0

〃 21003143 항공경영실무 3 3 0

〃 21003144 호텔경영실무 3 3 0

1학기 1학년 21002396 관광학원론 3 3 0

1학기

〃 21003710 서비스기업경영론 3 3 0

〃 21003331 호텔경영론 3 3 0

가 21009651 문화관광실무일어 3 3 0

〃 21002965 문화관광실무중국어 3 3 0

〃 21003457 서비스리더십 3 3 0

〃 21002972 여행사경영론 3 3 0

나 21009997 관광교육론 3 3 0

〃 21002971 관광법규 3 3 0

〃 21002959 문화관광서비스론 3 3 0

〃 21002960 문화관광이벤트론 3 3 0

〃 21003332 문화시설경영실무 3 3 0

〃 21003355 문화예술경영 3 3 0

〃 21003896 문화예술과관람객연결하기 3 3 0

〃 21003711 프로젝트매니지먼트 3 3 0

〃 21003894 한국관광지리 3 3 0

다 21003333 문화예술과제도 3 3 0

〃 21003334 문화예술파헤치기 3 3 0

〃 21003893 서비스경영사례연구 3 3 0

〃 21003352 컨벤션기획사례연구 3 3 0

2학기

1학년 21003357 문화예술읽기 3 3 0

〃 21002981 항공업무론 3 3 0

가 21003462 국제문화와리더십 3 3 0

〃 21002586 문화관광마케팅 3 3 0

〃 21003712 문화관광실무영어 3 3 0

〃 21003709 시사문화관광분석 3 3 0

〃 21002958 여가·환대산업론 3 3 0

나 21003346 공연기획론 3 3 0

〃 21002976 관광자원론 3 3 0

〃 21050134 논리및논술(관광) 3 3 0

〃 21002974 문화법규 3 3 0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문화관광학 16 21 37�이상 4 50 54�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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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3347 전시기획 3 2 2

〃 21003345 중국문화관광산업론 3 3 0

다 21050135 관광교수법 3 3 0

〃 21050137 관광시사특강 3 3 0

〃 21002401 국제관광론 3 3 0

〃 21003350 문화관광경영전략 3 3 0

〃 21002408 문화관광정책론 3 3 0

〃 21003897 문화예술과복지 3 3 0

〃 21003356 이것이뮤지엄이다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346 공연기획론(Performing�Art�Events�Planning)

전반적인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공연기획의 과정을 체험하고 각종 사례분석을 통해 

공연기획의 실무를 배운다.

21050135 관광교수법(A�Teaching�Method�of�Tourism)

문화관광학과 교과교육, 교수-학습이론의 연구, 개발, 지도론의 영역에 걸쳐 연구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관광 분야의 교원으로서의 지도능력을 개발한다.

21009997 관광교육론(A�Theory� on� Teaching� Tourism)

문화관광학의 목표, 문화관광학의 내용, 지도방법 등 문화관광분야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

룬다.

21002971 관광법규(Tourism� Law)

관광사업이나 관광행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및 관광

관련 법규와 이에 따르는 동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습득한다.

21050137 관광시사특강(Seminar� of� Tourism)

관광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관광기업경영에 대한 사례중심의 세미나 교육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늘리도록 한다.

21002976 관광자원론(Tourism�Resources)

관광의 대상으로서 관광 목적물인 관광자원의 기본지식과 관광지의 개념 및 분류방법 등에 관한 해를 

바탕으로 관광자원에 관한 전반적 문제를 연구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이용 관리에 관한 방안을 

탐구한다.

21002396 관광학원론(Introduction� to�Tourism�and�Hospitality� Study)

관광의정의(Definition), 관광학의 필요성(Rationale), 세계관광산업의 경향과추세(Trends) 및 기초적

인 관광학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학전공 학생들의 학습지식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002401 국제관광론(Theory�of� International� Tourism)

각국의 관광산업에 관한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고 국가간에 형성되는 관광객의 유동형태와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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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국제관광의 변화를 예측한다.

21003462 국제문화와리더십(National�Culture�and� Leadership)

리더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리더 역량의 강화를 주목적으로 먼저 리더십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국제적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에 있어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문화 교류로

서 국제적인 문화 협력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리더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21050134 논리및논술(관광)(Logic� and�Writing� for�Tourism)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사물과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를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계발한다. 

21003350 문화관광경영전략(Management�Strategy�of�Culture� and� Tourism)

문화 또는 관광기업과 관련된 경영전략이론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 토론한다.

210025826 문화관광마케팅(Hospitality� and� Tourism�Marketing)

마케팅이론을 중심으로 현대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문화 및 관광상품을 판매,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학습과정이다.

21002959 문화관광서비스론(Theory�of� Service� for�Culture� and�Tourism)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개발, 관리 및 평가 등 일련의 

서비스상품 관리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론과 사례를 병행하여 이해도

를 높이고, 실제사례를 대상으로 분석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본다.

21003712 문화관광실무영어(English� for�Culture�and� Tourism)

영어권 외국인 관광객들과 발생되는 상황 및 영어권 국가의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청

각교육을 통하여 학습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함양시킨다. 

21009651 문화관광실무일어(Japanese� for�Culture� and�Tourism)

일본 관광객들과 발생되는 상황 및 일본의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청각교육을 통하여 

학습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함양시킨다. 

21002965 문화관광실무중국어(Chinese� for�Culture� and�Tourism)

중국어권 외국인 관광객들과 발생되는 상황 및 중국의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청각교

육을 통하여 학습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함양시킨다. 

21003898 문화관광외식산업들어가기(Introduction toCulture, andTourismandRestaurant �Management)

문화관광학부의 문화관광전공 외식산업경영전공학생들에게 학부 학문영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다. 분야의 소재, 방법론, 현장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학부 모든 전공교수가 참여하여 학문의 기초를 다진

다.

21002960 문화관광이벤트론(Theory�of�Events� for�Culture�and� Tourism)

문화관광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의 장·단기계획, 수요조사, 이벤트운영조직, 스폰서관리, 이벤트의 보 및 

이벤트 프로그래밍 등 이벤트의 전체적인 규모와 틀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기법을 교육한다.

21002408 문화관광정책론(Culture�and� Tourism�Policy)

문화관광에 관련된 업체 및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업·운영·마케팅·재정 등의 기본지식을 

이용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합적 사고능력과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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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다.

21002974 문화법규(Culture� Law)

방송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시설관련법/ 문화예술관련법 등 문화에 관련된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을 

학습하고 실제 사례를 인용하여 법과 관련된 응용력을 함양한다.

21003332 문화시설경영실무(Managing�Cultural� Facility)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조직하는 중앙과 지방 문화예술시설의 조직 및 운영 실무를 

중심으로 공부함.

21003355 문화예술경영(Arts�and�Cultural�Management)

국내외 문화예술단체의 조직, 예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술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경

영을 공부한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보다 효과적인 경영에 대한 연구이다.  

21003896 문화예술과관람객연결하기(Connecting�Art� and�Culture,� and�Audience)

관객개발을 위한 정책적, 경영적, 홍보적 수단과 문화예술의 교육적 측면을 통하여 문화예술

경영인으로서 관람객의 증대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21003897 문화예술과복지(Issues� in�Cultural�Welfare)

문화복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학습하고 최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무중심의 

과목이다.

21003333 문화예술과제도(Arts,� Institutions,� and�Society)

문화예술현상 및 행사가 관련 조직과 단체에 의해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국내외 정부의 문화정책과 대규모 사립재단의 정책 분석과 평가를 통해 예술과 사회

의 다양한 관계를 공부한다.

21003357 문화예술읽기(Introduction� to�Art� and�Culture)

공연, 시각, 현대, 전통 등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분야를 기초적인 관련 이론과 현장학습을 통해 소개한

다. 문화예술계를 전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다.

21003334 문화예술파헤치기(Theories� of�Art� and�Culture)

서구의 주요한 고급예술과 대중문화이론을 습득하여 문화예술계의 행사와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비판적 분석을 통한 이론의 자기화 과정을 목표로 한다.

21003893 서비스경영사례연구(Case�Studies� for� Service�Management)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문화관광기업들의 경영문제를 다각도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함으로써 다양

한 기업경영의 문제를 경험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

21003710 서비스기업경영론(Management�Of� Service�Companies)

문화관광기업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측면에서 경영학원론 수준의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초보수준에서 

경영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이해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기업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21003457 서비스리더십(Service� Leadership)

급변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인 21세기에 혁신적인 리더십을 배움.

21003709 시사문화관광분석(Analysis�of�Contemporary�Culture�and� Tourism� Issues)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문화관광의 이슈들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관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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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현장감을 배양하고, 기업경영에 적용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기획 및 관리모델을 연구한다.

21002958 여가·환대산업론(Study�of� Leisure� and�Hospitality� Industry)

외식사업의 경영일반에 대해 이해하고 외식산업의 새로운 컨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별로 학습

한다.

21002972 여행사경영론(Management� for� Travel�Agencies)

관광산업의 주요 분야인 여행산업에 대한 체계적 이론을 습득하고 여행알선업의 조직, 관리, 운영, 경영

실태 등을 연구하여 여행산업 경영자로서의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21003356 이것이뮤지엄이다(Museum�Studies)

국내외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사와 실제적인 운영에 관한 이론적인 학습임.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회사 

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수집, 전시, 보존, 교육 등 현재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21002984 인턴십(Internship)

산학협동 및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의 현장체험을 통해 현업 적응능력의 배양, 산업체 현장의 업무환경

과 조건의 이해 및 취업기회의 확대를 도모한다.

21002956 전공적성개발(Development�of�Major�and�Aptitude)

자신의 성격과 인성을 17회의 검사를 통해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분야를 아는데 이바지한다.

21003347 전시기획(Exhibition� Planning�and�Design)

먼저 전시기획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이후 전시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전시를 

기획, 디자인하는 과정을 배운다. 관람객 중심의 새로운 전시기획이 강조된다.

21003345 중국문화관광산업론(Chinese�Culture� and�Tourism� Industry)

중국의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이해하기 위해 중국관광의 현주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광산업

과 문화산업의 조화로운 균형을 탐구한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관광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은 

방법론을 교수한다.

21003352 컨벤션기획사례연구(Case�Studies� and�Analysis� of�MICE� Industry)

국제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교과목으로 국제회의 및 박람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한다.

21003711 프로젝트매니지먼트(Project�Management)

문화관광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영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기획,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프로젝트수행과정을 경험하고 기초 프레임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003894 한국관광지리(Korean�Tourism�Geography� )

한국 관광자원의 지리적 위치와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광지 분석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대한 관광 

Root와 관광권 등을 학습한다. 

21003143 항공경영실무(Field� Practice� of�Airline�Management� )

관광산업의 주요분야인 운용산업 중 항공산업의 실무경영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습득함으로써 여행 항

공 산업의 경영자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현장실습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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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3723  르꼬르동블루의요리학개론 3 3 0

나 21003816  외식산업마케팅전략 3 3 0

〃 21003814  환대산업재무분석 3 3 0

다 21003817  환대산업전략경영론 3 3 0

2학기

가 21003807  외식산업인적자원관리 3 3 0

〃 21003824  외식산업인턴십I 3 3 6

다 21003809  외식산업인턴십II 9 3 16

21002981 항공업무론(Theory�of�Airline�Business)

관광산업의 주요 분야인 여행산업과 운송산업 중 항공산업에 대한 체계적 이론을 습득하고 여행알

선업의 조직관리, 운영, 경영실태, 항공산업의 특수성, 항공산업의 경영조직 및 실태 등을 연구하여 여

행·항공산업 경영자로서의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21003331 호텔경영론(Hotel�Management)

호텔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경영이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론을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즉 호텔사업에 있어서의 경영전략, 재무, 회계, 인사, 마

케팅, 정보관리, 영업에 대하여 그룹별로 사례를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기능분야별 기초지식을 확고히 

한다.

21003144 호텔경영실무(Field� Practice� of�Hotel�Management)

관광산업의 주요분야인 호텔산업의 실무 경영능력을 현장에서 습득함으로써 호텔 경영자로서의 실무 

능력을 전반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현장 실습과목이다.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교육목적〉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의 교육목적은 국내외 외식산업에 관련한 철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하여 바람

직한 외식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외식경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1. 21세기 외식문화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외식경영분야의 리더를 양성한다,

2.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의 수준 높은 교육과정 학습을 통하여 국제감각을 겸비한 외식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LCB외식경영 16 21 37�이상 28 41 69�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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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3729  환대산업의이해 3 3 0

가 21003892  메뉴계획및엔지니어링 3 3 0

〃 21009904  외식산업유통관리 3 3 0

〃 21003808  주방운영및관리실습 3 1 4

〃 21003812  환대산업관리이론 3 3 0

〃 21003804  환대산업회계원리 3 3 0

나 21003821  시설및객장개발관리론 3 3 0

〃 21003810  식음료서비스실습 3 1 4

〃 21003823  외식산업과비즈니스법 3 3 0

다 21003815  세계요리와한식비교연구 3 3 0

〃 21003818  외식산업현장리더십 3 3 0

〃 21050123  환대산업의사결정론 3 3 0

2학기

2학기

1학년 21003730  와인학개론 3 3 0

〃 21003728  외식경영론 3 3 0

〃 21003811  호텔경영학개론 3 3 0

〃 21050222  Hospitality영어 3 3 0

가 21003803  식음료경영론 3 3 0

〃 21050224  외식산업원가관리 3 3 0

〃 21003805  요리와와인의미학 3 3 0

〃 21003813  환대산업마케팅 3 3 0

〃 21050223  환대산업통계분석 3 3 0

나 21003819  서비스경영론 3 3 0

〃 21050226  외식산업위생관리 3 3 0

〃 21003806  외식소비자행동론 3 3 0

〃 21003820  정보시스템관리 3 3 0

〃 21003822  조리연습 3 1 4

〃 21050225  프렌차이즈경영론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723 르꼬르동블루의요리학개론(Introduction� to� LCB�Gastronomy)

르 꼬르동 블루 요리 실습 과목의 준비 과목으로서 르 꼬르동 블루 요리학을 개괄적으로 소개

한다. 특정 지역의 전통 음식에 대한 조리법을 소개하고, 실제로 만드는 법을 시범함으로써 요리학의 

기초적인 전문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1003892 메뉴계획및엔지니어링(Menu�Engineering� and�Planning)

외식산업 수익 창출의 주요 상품인 메뉴를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획, 개발하고 전략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21003819 서비스경영론(Quality� Service�Management)

선 이수과목: 환대산업관리이론, 환대 조직의 중심은 고객이라는 환대서비스관리의 개념을 소개

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서비스관리기술과 효과적인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마케팅, 운영, 인사관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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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관련성을 학습한다.

21003815 세계요리와한식비교연구(Comparison�of�World� and�Korean�Foods)

한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의 고유한 특징과 조리법 및 기술을 위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비교·연구한다.

21003821 시설및객장개발관리론(Facilities� and�Property�Development� and�Management)

환대시설의 개발, 발전, 유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원리와 과정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21003803 식음료경영론(Food� and�Beverage�Management)

국제 환대산업 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식·음료 운영 및 관리체계의 필수적인 기술과 지식을 학습한다.

21003810 식음료서비스실습(Food�and�Beverage�Service)

국제 호텔과 레스토랑의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식음료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730 와인학개론(Wine� Fundamentals)

주요 와인의 기초적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와인의 종류 및 재료, 제조기술 등을 소개한다. 

와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서양 식사 문화에서 와인의 역할을 이해한다.

21003728 외식경영론(Restaurant�Concepts�&�Management)

외식산업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및 경영 관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환대산업의 

모든 측면에서 기초가 되는 외식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을 성공 사례 연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21003823 외식산업과비즈니스법(Hospitality�Business� Law)

외식산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법을 이해한다.

21003816 외식산업마케팅전략(Advanced�Marketing)

선 이수과목: 환대산업마케팅, 선 이수과목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적인 국제 환대 산업의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연구한다.

21050224 외식산업원가관리(Food�&�Beverage�Cost�Control)

식•음료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원가관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050226 외식산업위생관리(Food�Quality�Management)

외식업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인 식품 품질 유지를 위하여 위생관리에 초점을 맞춘 외식업 품질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1009904 외식산업유통관리(Hospitality� Procurement)

외식업과 관련된 유통업 분야의 전문화, 대형화에 따라 국내 유통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통관련 

분야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파악 등 외식업에 

필요한 유통관리 기술을 익힌다.

21003807 외식산업인적자원관리(Human�Resources�Management)

선 이수과목: 환대산업관리이론, 국제적 환대산업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데 요구되는 주요한 개념, 

지식, 기술을 학습한다. 더불어 환대기업에서의 인사, 채용, 훈련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배양한다.

21003824 외식산업인턴십I(Professional�Experience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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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을 접해봄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이며 환대기업 내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의 책임감과 역할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21003809 외식산업인턴십II(Professional� ExperienceⅡ)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경험을 통해 호텔과 레스토랑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한다.

21003818 외식산업현장리더십(Leadership� and�Management� in�Action)

외식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관리 및 운영능력을 함양하기위해 외식산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익

히고 적용하도록 한다.

21003806 외식소비자행동론(Consumer�Behavior)

선 이수과목: 환대산업마케팅/외식산업마케팅전략, 환대산업에서 고객 중심 경영과 고객의 행동에 대

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행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론한다.

21003805 요리와와인의미학(The�Aesthetics�Of� Food�&�Wine)

요리와 와인과 관련된 미학의 개념을 소개한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을 포함하여 특수한 맛

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21003820 정보시스템관리(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념을 포함한 환대 관리정보시스템의 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경영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전략적 계획수립과 관련된 기술, 지식을 발전시킨다.

21003822 조리연습(Culinary�Practice)

선 이수과목: 주방운영및관리실습, 선 이수과목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국제 호텔·레스토랑 산업에

서 요구하는 고전적, 지역적, 현대적, 국제적인 요리의 조리와 관련된 고급 지식과 기술로 발전시킨다.

21003808 주방운영및관리실습(Kitchen�Operations�Management)

외식산업에 관련된 지식,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하며 주방운영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조직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방의 역할 및 매니저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학습하고 요리, 테이블 세팅 

등 주방운영에 있어 요구되는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21050225 프렌차이즈경영론(Franchise� System�Management)

국내외 프렌차이즈 산업의 개관 및 특성을 파악하고 프렌차이즈 운영에 필요한 프렌차이즈 시스템, 운

영절차, 관련 내외부 환경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03811 호텔경영학개론(Introduction� to�Hotel�Management)

호텔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경영이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

례를 통해 이론을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즉 호텔사업에 있어서의 경영전략, 

재무, 회계, 인사, 조직, 마케팅, 정보관리, 영업에 대하여 그룹별로 사례를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기능분야별 기초지식을 확고히 한다.

21003812 환대산업관리이론(Introduction� to�Hospitality�Management)

환대산업 안의 여러 조직들을 관리하는 기초와 개념, 이론, 실제적인 예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환대산

업의 조직 구조를 이해하고 환대산업 경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학습한다.

21003813 환대산업마케팅(Marketing� for�Hospitality�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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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마케팅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환대산업에 적용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연구한다.

21050123 환대산업의사결정론(Decision�Making� for�Hotel�Management)

실제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관리자로서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을 좀 더 전략적으로 조직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현재 상황 분석 및 미래계획의 수립의 기초로

써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와 능력을 발전시킨다.

21003729 환대산업의이해(The�Hospitality�Experience)

환대산업에서의 고객 욕구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태도를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도덕적, 사회 문화적, 철학적인 부분에서의 환대에 대한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

함으로써 환대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21003814 환대산업재무분석(Finance�and�Accounting� for�Hospitality� Businesses)

선 이수과목: 환대산업회계원리, 선 이수과목을 통해 얻은 기초 지식을 이용하여 국제환대산업에서 재

무·회계에 관련된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3817 환대산업전략경영론(Strategic�Management)

국제적인 환대산업을 좀 더 전략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경영전략과 경영사의 위험관리기획 등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문제 상황에서 보다나은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21050223 환대산업통계분석(Market� Research�&� Statistical�Analysis)

환대산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적 통계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 방법 기술을 익힌다.

21003804 환대산업회계원리(Introduction� to� Financial�Reports&Cost�Control� for�Hotels)

호텔에서의 재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적 개념과 기술을 소개하며 환대 산업에서 

사용되는 재정·회계 전문용어를 학습한다.

21050222 Hospitality영어(English� for�Hospitality�&�Food� Service� )

국제적 서비스 산업의 하나인 환대산업 분야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hospitality 전문 용어를 학습한다.

/교/육/학/부/

〈교육목적〉

  교육학전공의 교육목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경험과, 인간, 사회 그리고 교육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및 사회 관련 기관에서의 유능한 교사, 상담원, 교육관련 연구원을 양성한다.

〈교육목표〉

1. 조직화된 교육적 체험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교양인과 문화인으로 성장한다.

2.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전문적인 자질을 습득한다.

3.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 교육전문가로서의 실무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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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2292 교육학원론 3 3 0

나 21000210 교육철학 3 3 0

2학기 가 21000280 교육심리학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0224 교육공학 3 3 0

〃 21000211 교육과정학 3 3 0 ●

〃 21002285 교육통계및연구법 3 3 0

〃 21009852 교육학교육론 3 3 0

〃 21000212 교육행정학 3 3 0 ●

〃 21003951 성격발달과교육 3 3 0

〃 21000258 인간발달과교육 3 3 0

〃 21002569 평생교육론 3 3 0

〃 21003226 학교상담학 3 3 0

〃 21003781 학습심리학및실제 3 3 0

나 21003890 고등교육론 3 3 0

〃 21000274 교육심리학사 3 3 0

〃 21000214 교육평가론 3 3 0 ■

〃 21000220 교직과교사 3 3 0

〃 21003132 리더십교육론 3 3 0

〃 21002574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3 0

다 21003885 교수법및프레젠테이션 3 3 0

〃 21003131 교육과문화의이해 3 3 0

〃 21000234 교육과정치경제 3 3 0

〃 21003887 삶과교육 3 3 0

〃 21000257 생활지도의실제 3 3 0 ■

〃 21002583 청소년심리와교육 3 3 0

2학기

가 21000216 교육사상사 3 3 0 ●

〃 21000209 교육사회학 3 3 0 ●

〃 21000262 교육심리검사및측정 3 3 0 ■

〃 21004026 교육정책의이해 3 3 0

〃 21003888 논리및논술(교육학) 3 3 0

〃 21002573 인적자원개발론 3 3 0

〃 21003227 진로지도와상담 3 3 0

〃 21003886 학습전략및실제 3 3 0

나 21000215 교육고전의이해 3 3 0

〃 21002254 교육과멀티미디어 3 3 0

4. 교육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태도와 자질을 기른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교육학 16 21 37�이상 9 42 51�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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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3460 교육문제의이해 3 3 0

〃 21000230 교육학교수법 3 3 0

〃 21003891 다문화교육의이해 3 3 0

〃 21002849 동기와학습 3 3 0

〃 21000208 여성주의교육 3 3 0

다 21002577 기업교육론 3 3 0

〃 21002581 영재교육의이론과실제 3 3 0

〃 21000268 인지심리와학습 3 3 0 ■

〃 21000279 학교상담의실제 3 3 0

〃 21004025 학교조직의이해 3 3 0

세부전공 교육경영전공 교수학습전공

이수학점 18학점 18학점

인정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21003890 고등교육론 21002285 교육통계및연구법
21000220 교직과교사 21003951 성격발달과교육
21003132 리더십교육론 21000258 인간발달과교육
21002574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1003781 학습심리학및실제
21003131 교육과문화의이해 21000274 교육심리학사
21000234 교육과정치경제 21003885 교수법및프레젠테이션
21002573 인적자원개발론 21003887 삶과교육
21003227 진로지도와상담 21002583 청소년심리와교육
21004026 교육정책의이해 21000262 교육심리검사및측정
21003891 다문화교육의이해 21002254 교육과멀티미디어
21002577 기업교육론 21000215 교육고전의이해
21004025 학교조직의이해 21002849 동기와학습
21000279 학교상담의실제 21000268 인지심리와학습
21003460 교육문제의이해 21002581 영재교육의이론과실제
21000257 생활지도의실제 21003886 학습전략및실제

* 교육학전공 08학번까지는 ■ 표시 과목 중 2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심리학전공 08학번까지는 ● 표시 과목 중 2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교육학부 세부전공 인정교과목 및 이수학점>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890 고등교육론(Introduction� to�Higher�Education)

대학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대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탐색하고,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

제를 분석한 후,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21003885 교수법및프레젠테이션(Teaching�Methods� and�Presentation)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교수자로서 습득해야 하는 다양한 교수법 및 

프레젠테이션 기법,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다룬다. 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실습 및 피드백을 포함

한다. 

21000215 교육고전의이해(History� of�Korean�Education)

사회적 맥락과 연관하여 한국 교육의 변화 과정을 해석하고, 한국 교육의 고유한 성격을 발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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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향을 탐구한다.

21000224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

교육공학의 다양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교육적 실천방안을 

탐구하고 실습한다. 

21002254 교육과멀티미디어(Education�and�Multimedia)

컴퓨터, OHP, Beam Projector 등과 같은 각종 멀티미디어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이를 교육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기법과 멀티미디어 활용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탐구한다.

21003131 교육과문화의이해(Education,�Women�and�Cultural� Studies)

여성의 성장에 관련된 문화.사회적 배경과 역사를 탐구하고, 여성 교육지도자의 지도성 함양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개발한다. 

21000234 교육과정치경제(Education�&�Political� Economy)

교육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 경제의 논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 문제

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21000211 교육과정학(Curriculum)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과계획·생활계획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하

고 치밀한 구성 및 운영방법을 연구케 한다. 

21003460 교육문제의이해(Understanding�Educational� Issues)

차세대 여성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비전과 문제의식을 현재의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고찰한다. 여성리

더십의 성장과 발현을 제한하는 제반 제도적, 문화적, 심리적 조건과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21000216 교육사상사(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s)

대표적인 교육사상들을 연구하여 그 역사성과 전통을 이해하고, 전통 간의 연속성과 변화를 파악하여 

더 타당한 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

21000209 교육사회학(Sociology�of�Education)

교육에 미치는 사회적 기능과 사회에 미치는 교육기능을 분석하여 사회과정으로서의 교육의 위치를 규

명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응용한다.

21000262 교육심리검사및측정(Testing�and�Measurement�of�Educational� Psychology)

인간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측정방법의 기본적 원리와 방법을 다루며 동시에 상담학생의 

특성 및 문제파악에 필요한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방법, 채점 및 해석을 실습시키고 이들의 이론적 배경

을 이해시킨다. 

21000280 교육심리학(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실제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심리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강의한다. 강의에서 학습과 인지, 사회적 행

동, 인간 발달, 개인차 등의 이론적인 것과 심리통계 및 측정, 실험 등의 방법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 

다룬다.  

21000274 교육심리학사(History�of�Educational� Psychology)

심리학 학파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각 심리학 학파를 형성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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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여 그것이 현대 교육심리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다.  

21004026 교육정책의이해(Understnding�of� Educational�Policy)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교육정책의 개념과 이론을 탐구하고, 교육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의 배경과 문제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21000210 교육철학(Philosophy�of� Education)

교육의 철학적인 배경을 교수함으로써 인간교육에 대한 가치창조와 교육이념의 기본적인 문제를 연구

케 한다.

21002285 교육통계및연구법(Educational� Statistics� and�Research�Method)

인간 행동 및 심리 현상의 과학적 탐구를 위하여 심리 현상을 수량적으로 표현, 해석하는 기술을 다룬

다. 통계학의 기초와 기술통계 방법으로서 분포집단의 제성질, 평균, 변산, 상관, 표준 점수 및 정상분포 

곡선을 다룬다. 

21000214 교육평가론(Educational� Evaluation)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육평가의 원리와 방법을 연구한다.

21000230 교육학교수법(Teaching� and� Learning�Theory)

학습이론과 교수이론과의 차이를 밝히고 학습을 최적화하고 처방적인 교수이론을 탐구하여 학습의 능

률을 가져오는 요인을 규명하고, 교수의 원리와 교수활동의 형태를 이론적으로 밝힌다. 

21009852 교육학교육론(Teaching�Models� of� Each� Subject(Education))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2292 교육학원론(Introduction� to�Education)

교육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교육의 개념, 교육의 기능과 역할, 교육학의 이론적 기초, 교육

의 실제 등에 관하여 탐구한다.

21000212 교육행정학(Educational�Administration)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한다. 

21000220 교직과교사(Teaching�Profession� and� School� Teacher)

교사관의 확립과 교직임무의 기본적 식견을 기른다. 

21002577 기업교육론(Introduction� to� Industry� Education)

기업교육의 개념, 체제, 기능 등을 고찰하고, 기업교육계획, 교육방법, 효과성 측정 등의 기법을 다룬다.

21003888 논리및논술(교육학)(Logic�&�Analyticak�Writing)

토론, 독서, 쓰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논리구축능력을 위한 방법을 습득하고 각 교과 

내용의 폭넓은 이해를 위한 교과별 논술지도 방안 모색을 통해 통합 교과형 논술 이해 및 지도능력을 

향상시킨다.

21003891 다문화교육의이해(Multicultural� Issues� in� Education)

현대 사회는 이제 세계화를 넘어서서 다문화, 다인종의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사회 변동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정치·경

제·문화적 논의 및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더불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의 

역할기능 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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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849 동기와학습(Motivation� and�Learning)

주요 동기 이론, 원리,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그것이 학습에 미치는 기제와 인과적 과정을 규명한다.

21003132 리더십교육론(Leadership� Education)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을 이 사회의 리더로 길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방법과 내용에 대해 탐구하고, 다양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실제적인 실습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리더십 교육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이 과목은 대학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 내의 대표적인 

여성리더로 길러질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사로서 여성리더의 자질,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로 활동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정보와 교수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21003887 삶과교육(Living� and�Education� )

이 강좌는 교육의 삶의 체험의 관계에 연루된 복잡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학생들은 교육본위론 또는 

교육원리 연구학이라 불리는 교육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삶과 학문과 관련하여 그러한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21000257 생활지도의실제(Practicum� in�Guidance)

학교교육에 있어서 생활지도의 이론, 원리 및 기법 등을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 PBL방식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21003951 성격발달과교육(Personality� Psychology� and�Education)

인지사회적, 정신분석학, 인본주의적 성격 이론을 소개하여 학습자의 건전한 성격 형성과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교육적 합의점을 규명한다.

21000208 여성주의교육(Feminist� Education)

여성학의 형성과정과 주요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21002581 영재교육의이론과실제(Gifted� Education)

21세기를 맞이하여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진정한 영재아의 판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재아

의 판별과 함께 그 교육도 시급하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영재교육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영재성

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내려본다.

21000258 인간발달과교육(Human�Development� and�Education)

인간이 출생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행동의 특징과 원리를 규명해 아동 양육과 교육 실제에 적용한다. 

21002573 인적자원개발론(Human�Resources�Development�and� Training)

인간자원의 기초개념을 이해시키고,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 기법을 습득시킨다. 개인개발, 경력개

발, 조직개발, 요구사정, 프로그램의 계획, 설계 및 평가, 인간자원 개발 담당자의 역할과 기능, 프로그

램의 판매비용과 효과분석 등을 연구한다.

21000268 인지심리와학습(Cognitive�Psychology� and�Learning� )

인지심리학의 주요 이론, 원리,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그것을 독서,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에 대한 교

수와 학습, 동기 과정에 적용한다.

21003227 진로지도와상담(Career�Guidance� and�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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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학교교육에서 진로지도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발

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진로발달 이론 및 진로상담이론들을 고찰

하고 우리 교육의 현장에 요구되는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본다.

21002583 청소년심리와교육(Psychological�Development�of�Adolescence� and�Education)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해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21002569 평생교육론(Introduction� to� Lifelong�Education)

전 생애를 통해 개인의 성장,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 기본이념, 전략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의 특성,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 인식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를 이해한다. 

21002574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Program�Development�of�Continuing�Education)

여러 사회 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 개발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

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1000279 학교상담의실제(Practicum� in�School�Counseling)

생활지도와 상담을 기초로 하여 학교상담의 실제과정에서의 방법과 기술을 학습하고상담사례를 중심으

로 연구한 바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실제적 경험을 쌓게 한다. 

21003226 학교상담학(School�Counseling� )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드러내는 다양한 문제들(학업, 대인관계, 가족, 성격, 정신적 문제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학교 상담자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21004025 학교조직의이해(Understanding�of�School�Organization)

학교조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조직이론을 탐구하고 학교조직의 실제를 분석한다.

21003781 학습심리학및실제(Psychology�of� Learning� for� Practices)

인간학습에 관련된 쟁점(기억, 파지, 전이, 망각 등)을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 problem based 

learning 방식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21003886 학습전략및실제(Learning� Strategies� and�Practice)

시간관리, 노트필기, 기억, 학습흥미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학습전략을 살펴보

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학습컨설팅 실습을 통해 활용 능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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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과 대 학

∙나노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체육교육과

∙무용과

∙의약과학과

교 육 목 표

1. 자연과학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학문분야를 교육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여성과학인을 키운다.

2. 전공학문의 지식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배양시켜 연구, 교육 및 산업분야에서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성과학인을 키운다.

3. 전공교육과 함께 폭넓은 인문, 사회과학의 과목들을 이수하여 건전한 인격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진취적 

여성과학인을 키운다.

4.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전공분야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미래가 요구하는 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

과학인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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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0426 일반물리학 I 3 3 0

가 21000406 수리물리학I 3 3 0

〃 21000397 전자기학I 3 3 0

나 21000414 광학 3 3 0

〃 21050307 광학실험 2 1 1

〃 21001887 양자물리I 3 3 0

〃 21001868 컴퓨터를이용한물리학I 3 3 0

다 21050311 나노물리실험 2 1 1

2학기

1학년 21000427 일반물리학 II 3 3 0

나 21050309 과학발표와토론Ⅰ 2 1 1

〃 21050308 나노물리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1학년 21002016 일반물리학실험 2 1 1

나 21003628 PBL물리 3 3 0

1학기

1학년 21009958 나노과학개론 3 3 0

가 21001867 19세기까지의물리학I 3 3 0

〃 21000423 기초전자공학 2 1 1

〃 21009860 물리교육론 3 3 0

〃 21001880 신소재과학 3 3 0

나 21002264 물리실험I 2 1 1

〃 21001871 물리연구실험I 2 1 2

〃 21001890 원자물리 3 3 0

〃 21001873 천체물리 3 3 0

나/노/물/리/학/과

〈교육목적〉

  나노물리학과의 교육목적은 여성의 고유한 능력 혹은 성향을 계발하여 시대적 요구에 창조적 리더십을 갖고 참여하

여 본인의 가치실현 및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과학도의 양성에 있다.

〈교육목표〉

  나노물리학과에서는 여러 물리 현상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보다는 그러한 현상을 탐구하는 과학적 사고 과

정을 중점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연구 및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분야에서도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과과정을 통해서 분별 있는 사리판단력과 논리적 사고력, 탐구력, 

통찰력 및 조직적, 포괄적 지식 등을 학생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제해결 

및 탐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익힘으로써 앞으로의 전산화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나노물리학과 16 21 37�이상 33 33 66�이상 140�이상

〈전공교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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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 21001870 통계물리I 3 3 0

〃 21000409 현대물리학II 3 3 0

전공선택

1학기

다 21001874 고체물리 3 3 0

〃 21050310 과학발표와토론Ⅱ 2 1 1

〃 21001879 상대성이론 3 3 0

〃 21001876 특별연구I 3 3 0

2학기

가 21001885 19세기까지의물리학II 3 3 0

〃 21001886 고전역학 3 3 0

〃 21050140 논리및논술(물리) 3 3 0

〃 21010009 물리교수법 3 3 0

〃 21001883 물리학의역사 3 3 0

〃 21000407 수리물리학II 3 3 0

〃 21000408 현대물리학I 3 3 0

나 21001888 21세기물리학 3 3 0

〃 21050313 나노신소재 3 3 0

〃 21002265 물리실험II 2 1 2

〃 21001889 물리연구세미나I 3 3 0

〃 21003173 양자물리II 3 3 0

〃 21010035 열물리 3 3 0

〃 21001891 자성체물리학 3 3 0

〃 21000398 전자기학II 3 3 0

〃 21000424 핵및입자물리학 3 3 0

다 21050314 나노소자 3 3 0

〃 21001962 물리연구실험II 2 1 2

〃 21050312 반도체 3 3 0

〃 21001882 컴퓨터를이용한물리학II 3 3 0

〃 21000422 통계물리II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867 19세기까지의물리학I(Physics� through�The�Nineteenth�Century� I)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뉴턴역학의 체계와 응용, 열역학 법칙과 거시적인 현상에의 적용을 

강의한다. 기본 힘의 하나인 만유인력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실험을 병행해가며 강의하고,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해를 조명해 본다. Fundamentals of Physics by Halliday. Resnick. 

Walker의 수준으로 강의함.

21001885 19세기까지의물리학II(Physics� through� The�Nineteenth�Century� II)

원자구조, 물질의 성질, 대부분의 거시적인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또하나의 기본 힘, 전자기력에 대해 

주로 다루고 여러 현상들에 적용해보며 파동, 빛 등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실험을 병행해가며 강의하고,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해를 조명해본다. Fundamentals of Physics by Halliday. 

Resnick. Walker의 수준으로 강의함. 

21001888 21세기물리학(Physics� of� The�Twenty� First�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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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의 최첨단 연구활동 등을 소개하고 주제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변행한다.

21001886 고전역학(Classical�Mechanics)

뉴턴 역학을 여러 현상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주로 harmonic oscillator, 

rigid body의 운동, inverse-square law force가 작용하는 경우의 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Berkeley Physics Course Vol. 1의 수준으로 강의한다.

21001874 고체물리(Introduction� to� Solid� State�Physics)

여러 물질 중 고체에 대한 기본 결정 구조 및 전기적 성질 그리고 자기적 성질에 대하여 논의하며 특히 

원자간 상호작용 및 외부 조건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21050309,�21050310� � �과학발표와토론Ⅰ,�Ⅱ(Scientific�Presentation�Skills� I,�Ⅱ)

 외부 초청연사들이 강연하는 콜로퀴움을 통해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접하도록 한다. 발표내용

은 미리 제공되어 콜로퀴움의 내용을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관련 주제들을 개인별 혹은 

팀별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키운다.

21000414 광학(Optics)

광파, 파동의 중첩, 두 광선의 간섭, 다중반사에 의한 간섭, 단일 슬릿을 통한 프라운호퍼 회절, 광속도, 

빛의 입자적 성질, 분산, 반사, 편광의 간섭등 물리광학과 그 응용을 다루며, 관련 실험도 병행한다.

21050307 광학실험(Optics� Lab.)

광파, 파동의 중첩, 두 광선의 간섭, 다중반사에 의한 간섭, 단일 슬릿을 통한 프라우호퍼 회절, 광속도, 

빛의 입자적 성질, 분산, 반사, 편광의 간섭 등 물리광학과 기 응용을 다루며 관련 실험도 병행한다.

21000423 기초전자공학(Basic� Electronics)

전기 및 전자 회로들의 기본원리 및 그 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실험 실습을 통해 각자가 

직접 전자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21009958 나노과학개론(Introduction� to�Nanoscience)

아직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노과학 전반의 다양한 주제들을 입문적 수준에

서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다음의 네 가지 나노 과학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은 무엇이 특별한가? 2.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이 왜 중요한가? 3. 나노과학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4. 나노 물질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와 같은 주제의 논

의를 통해 학생들은 나노 과학의 현 주소와 나노 과학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에 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1050308 나노물리(Nano�Physics)

나노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노 과학 기술 및 물리학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노과학기술 첨단 분야에서 물리학의 이용 사례를 소개하고 주제별 심화 논의를 

병행한다. 

21050311 나노물리실험(Experiments� in�Nanoscience)

나노 과학에 관한 예비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이 나노 크기 물질의 특성 연구에 사용되는 다양

한 첨단 기기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이 기기들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직접 얻고, 얻어진 실험 

자료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습득한 나노 물질의 특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나노 과학에 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경험은 졸업 후 나노 과학/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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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 교육,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050314 나노소자(Nano�Device)

나노미터(10-9m) 크기의 나노구조체를 합성 또는 조작하여, 그들의 기계적, 전기적,물리적 성능이 뛰

어난 소자를 개발하고자 하는 나노기술의 기본을 설명하고, 또한 그들 소자 구조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공부하고자 한다.

21050313 나노신소재(Nano�Materials)

나노 신소재는 고 기능, 고 정밀도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기존의 금속 혹은 고분자 재료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물질들로, 최근 학문적으로 공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그들의 물리적, 공학적, 화학적 기본 성질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21050140 논리및논술(물리)(Logic�&� Statement� (Physics))

물리교육에 관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논술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과 지도법을 연구 개발한다. 

21010009 물리교수법(Method�of� Instruction� (Physics))

학습 지도 방법 등의 실질적인 지도 경험 및 지식을 습득케 한다. 

21009860 물리교육론(Teaching�Mathods�of�Physics)

물리교육에 필요한 교수 및 학습 이론을 고찰하고 교수 및 학습과정의 모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수, 학습 활동의 형태를 지도한다. 

21002264 물리실험I(Physics� Lab.I)

전자기학 및 광학의 주요 내용을 직접 실험해본다.

21002265 물리실험II(Physics� Lab.II)

현대물리학의 주요내용을 직접 실험해본다.

21001889 물리연구세미나I(Physics� Seminar� I)

정해진 주제에 관해 공동으로 조사하고, 토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탐구능력을 개발한다.

21001871 물리연구실험I(Advanced� � Physic� Lab.I)

광실험, 자기저항 효과, X선 결정구조, Zeeman효과, ESR실험, Thermal Efficiency, Rutherford 

Scattering, Phase Transition, Pulse-type M-H hysterisis loop tracer 등 물성 연구에 관련한 실험

실습을 다룬다.

21001962 물리연구실험II(Advanced� �Physic� Lab.II)

전자회로, 진공증착, 시료진동, 자기력계, Hall효과, Thermal Radiation, Luminescence, Universal 

magnetometer등 물성연구와 관련한 실험실습을 다룬다.

21001883 물리학의역사(History�of�Physics)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부터 갈리레이 이전까지의 자연철학, 갈리레이-뉴턴-맥스웰에 이르는 근대물리

학, 20세기 현대물리학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인간의 자연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물리학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논의한다. 

21050312 반도체(Semiconductor� Physics)

반도체의 고유한 물성 및 반도체 전자소자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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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p-n 접합, Schottky 장벽,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기본적인 반도

체 소자들의 구조 및 특성을 공부한다. 

21001879 상대성이론(Theory�of�Relativity)

특수상대성이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일반상대성 이론의 기초적 내용을 소개한다.

21000406,�21000407� � �수리물리학I,�Ⅱ(Mathematics� for� Physics� I,�Ⅱ)

무한급수·복소수와 초등복소수함수·행렬과 행렬식·편미분과 다중적분·백터해석·후리에 급수·상미방정

식의 급수해·변분법·텐서해석·복소수함수론·특수함수적분변환·편미분방정식 등을 다룬다. 

21001880 신소재과학(Physics�of�New�Materials)

21세기를 맞이하여 최첨단 소재들의 기본성질 및 그들의 응용분야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다. 특히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그들의 기본성질을 이해한다. 

21001887 양자물리I(Quantum�Physics� I)

양자이론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고, 불확정성의 원리와 슈뢰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원자-분자의 

스펙트럼, 간단한 충돌현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Berkeley Physics Course Vol. 4의 수준으로 

강의함.

21003173 양자물리II(Quantum�Physics� II)

양자역학의 체계를 심도있게 소개하고, 스핀, 및 섭동이론 등을 통해 수소 원자의 정밀구조를 구체적으

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다루고, 원자전이, 충돌이론 등도 소개한다. Quantum Mechanics by 

Goswami의 수준으로 강의한다.

21010035 열물리(Thermal� Physics)

미시적인 입자들의 운동으로부터 거식적인 물리계의 열역학적 현상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통계

역학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적용과 응용을 다룬다. Berkeley Physics Course Vol.5의 수준으로 강의

한다.

21001890 원자물리(Introduction� to�Atomic� Physics)

비상대론적 양자 역학 범위내에서 다전자 원자의 구조론, 전자파와 원자의 상호작용, 전자와 원자의 

충돌을 다룬다.

21000426 일반물리학� I(Basic� Physics� I)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간단한 물리법칙을 개념적으로 이해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

러가지 주변현상들을 수학 없이 추론-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자연과학적 방법론, 물체들의 

운동, 만유인력, 상대성이론, 물질의 상태 등을 다룬다.Conceptual Physics by P. Hewitt의 수준으로 

강의함.

21000427 일반물리학� II(Basic�Physics� II)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간단한 물리법칙을 개념적 이해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

지 주변 현상들을 수학없이 추론-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파동, 전기-자기, 빛, 원자, 핵 등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다룬다. Conceptual Physics by P. Hewitt의 수준으로 강의함.

21002016 일반물리학실험(Basic�Physics� Lab.)

자연과학실험의 기초가 되는 전기회로 및 광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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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891 자성체물리학(Physics� of�Magnetic�Materials)

자기를 띄는 물질(남북을 지향하는 자침들)의 자성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의 정의와 단위, 측정방

법, 반자성과 상자성, 강자성, 반강자성, 페리자성 및 자기 이방성 등에 관한 현상을 공부하며 그 응용에 

관한 것 몇 가지를 공부한다.

21000397,�21000398� � �전자기학I,�Ⅱ(Electricity� and�Magnetism� I,�Ⅱ)

정전기학·전류·전자기장·전자기유도·막스웰 방정식과 경계치문제 등을 다룬다. 

21001873 천체물리(Introduction� to�Astrophysics)

천체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물리학의 기초적인 이론 및 관측수단들을 소개하고, 여러 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우주과학을 소개하는 시간도 할애한다.

21001868 컴퓨터를이용한물리학I(Computational� Physics� I)

물리학 공부 및 연구에 있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컴

퓨터의 구조, 리눅스 운영체계(OS), 스크립트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소개한다. 또한, 수치해석법의 

기초를 배우고, 이들을 이용하여 역학의 간단한 문제를 풀어 본다. 수치적 풀이의 결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과학적 가시화 소프트웨어들의 사용법을 익힌다.

21001882 컴퓨터를이용한물리학II(Computational� Physics� II)

물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컴퓨터 프로그

래밍 언어를 익히고 물리학의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이해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과학적 가시화 기법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이를 발표하는 능력

을 기른다.

21001870 통계물리I(Statistical� Physics� I)

미시적인 입자들의 운동으로부터 거식적인 물리계의 열역학적 현상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통계역

학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적용과 응용을 다룬다. Berkeley Physics Course Vol.5의 수준으로 강의함.

21000422 통계물리II(Statistical� Physics� II)

양자 통계역학의 기초를 심도있게 배우고, 여러가지 물리현상에 적용해 본다. 상전이와 임계현상 등도 

다룬다.

21001876 특별연구I(Research�on� Selected� Topics� I)

각 학생들이 최점단 분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실지로 교수실험실에서 일정기간 직접 연구하는 과제

임. 최신논문 위주로 함.

21000424 핵및입자물리학(Introduction� to�Nuclear�&�Particle� Physics)

기초적인 양자이론을 바탕으로 물질의 상태를 전자, 핵자, 콰크-글루온 등을 기본 구성요소로

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핵에너지 문제, 천체물리, 우주론에 관한 기본 교양을 갖추도록 

강의한다.

21000408 현대물리학I(Introduction� to�Modern� Physics� I)

현대물리학의 근간인 양자이론과 상대성이론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실험을 병행해 가며 

강의하고,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해를 조명해 본다. Concepts of Modern 

Physics by A. Beiser의 수준으로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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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0462 일반화학I 3 3 0

가 21001799 물리화학Ⅰ 3 3 0

〃 21001802 분석화학 3 3 0

〃 21000429 유기화학I 3 3 0

나 21000431 무기화학I 3 3 0

2학기

1학년 21000463 일반화학II 3 3 0

가 21001816 기기분석 3 3 0

〃 21001814 물리화학Ⅱ 3 3 0

〃 21000430 유기화학II 3 3 0

나 21000432 무기화학II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1학년 21001806 화학기초실험 1 0 2

21000409 현대물리학II(Introduction� to�Modern� Physics� II)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슈로딩거 방정식·수소원자·고체의 이론·원자와 분자·자연방사능·인공방사능·핵

력·소립자 등에 관한 개요를 다룬다. 

21003628 PBL물리(Problem-Based� Learning�of� Physics)

실생활 관련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실험도구를 제작하여 실험하고 연구하게 하고, 연구결과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연구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계발하도록 함

/화/학/과/

〈교육목적〉

  화학과의 교육목적은 물질의 성질과 반응을 연구하는 기초학문으로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21세기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화학전공에서는 화학 영역에서 21세기 과학화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여성과학 인력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1. 독창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강한 여성 과학인을 양성한다.

2. 투철한 직업관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을 육성한다.

3. 21세기 과학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과학 지도자를 양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화학 16 21 37�이상 30 30 6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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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전학기
가 21000436 유기화학실험 2 0 4

나 21000448 무기화학실험 2 0 4

1학기

1학년 21003846 일반화학입문 3 3 0

가 21001808 분석화학실험 2 0 4

나 21050304 고급유기화학연습 II 3 3 0

〃 21009957 고급일반화학연습 3 3 0

〃 21004017 다공성물질화학 3 3 0

〃 21003551 물리유기화학및실습 3 2 2

〃 21001804 물리화학실험Ⅰ 2 0 4

〃 21009660 물리화학특론Ⅰ 2 2 0

〃 21003323 전기화학 2 2 0

〃 21003836 통계열역학 3 3 0

다 21009847 논리및논술(화학) 3 3 0

〃 21050174 무기화학의응용 3 3 0

〃 21050125 무기화학특강Ⅰ 2 2 0

〃 21004018 무기화학특론 2 2 0

〃 21009956 반응속도론 3 3 0

〃 21000459 생화학Ⅰ 3 3 0

〃 21003692 실용무기화학 3 3 0

〃 21000449 양자화학 3 3 0

〃 21001807 유기합성 3 3 0

〃 21050303 유기화학특론I 2 2 0

〃 21050124 첨단화학의이해 3 3 0

〃 21009849 화학교육론 3 3 0

〃 21002257 화학대칭론 2 2 0

2학기

가 21001822 기기분석실험 2 0 4

나 21050306 고급유기화학연습 I 3 3 0

〃 21001819 물리화학실험Ⅱ 2 0 4

〃 21003837 반도체화학 3 3 0

〃 21001817 분광학및실험 3 2 2

〃 21002256 분리의원리 2 2 0

〃 21001821 유기분광학 3 3 0

〃 21003550 화학정보학및실습 3 2 2

다 21003026 고급실험법 2 0 4

〃 21000457 고체화학 3 3 0

〃 21050176 나노화학 3 3 0

〃 21003691 무기화학특강Ⅱ 2 2 0

〃 21001826 물리화학특론Ⅱ 2 2 0

〃 21003838 생화학Ⅱ 3 3 0

〃 21050305 유기화학특론Ⅱ 2 2 0

〃 21001823 지구환경과대기 2 2 0

〃 21050175 화학과미래 3 3 0

〃 21050126 화학교수법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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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026 고급실험법(Advanced�Experiment� I)

과학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학문으로서 화학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분야

의 중요한 요소로 실험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됨을 감안하여 화학전공에서 보유중인 몇몇 가지 최첨

단 실험기기에 대한 이론정립 및 여러 분야의 연구·개발에 사용이 되는 최첨단 기기의 사용법을 습득하

고 X-ray 혹은 Microwave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기초실력을 함양한다.

21050306 고급유기화학연습� I(Advanced�Organic�Chemistry� Exercisesi)

화학 전공자중 전문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유기화학I 범위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한다.

21050304 고급유기화학연습� II� (Advanced�Organic�Chemistry� Exercises� II)

화학 전공자중 전문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유기화학II 범위에서 제시되는 

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한다.

21009957 고급일반화학연습(Advanced�General�Chemistry� Exercises)

의치학분야나 약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화학 전공자를 위한 과목으로, 약학 관련 전공이나 전

문대학 원의 진학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일반화학 수준의 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추론을 통한 

논리적인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21000457 고체화학(Solid� State�Chemistry)

현대 기술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CERAMIC 물질들, 반도체, 초전도체 등 미결정 및 결정성 고체

로 이루어진 각종 신소재에 관계된 화학·고전적 고체물질 이외에도 SOL|GEL 공정을 통한 신소재, 무

기|유기 COMPOSITE 물질 등 최근 연구동향에 관계된 지식도 포함된다. 

21001816 기기분석(Instrumental�Chemistry)

화학분석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첨단 분석기기의 구조 및 원리를 다룬다.

21001822 기기분석실험(Instrumental� Experiment)

화학분석에 사용되는 전극, 흡수 및 형광분광광도계, 원자흡광광도계,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원리를 세

미나를 통하여 이해하고 그들을 응용한 실험을 한다.

21050176 나노화학(Nano�Chemistry)

나노화학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합성방법과 그들의 화학적/물리적 성질 등을 소개한다.

21009847 논리및논술(화학)(Logic� and�Essay� of�Chemistry)

화학 전반의 학습내용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론능력을 배양

한다.

21004017 다공성물질화학(Porous�Material� Chemistry)

다양한 구멍의 크기를 가지는 다공성 물질들의 구조와 성질 그리고 응용을 소개한다.

21000448 무기화학실험(Inorganic�Chemistry� Laboratory)

무기화합물의 합성·반응·성질에 관한 실험을 하며, 무기화학실험조작법을 습득한다. 

21050174 무기화학의응용(Applications� of� Inorganic�Chemistry)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상황이나 배경을 가정하고, 각종 교재와 강의를 통해 배운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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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법칙, 원리, 이론 등을 주어진 조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 실제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세상을 

화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갖게 된다. 

21050125,�21003691� � �무기화학특강Ⅰ,�Ⅱ(Recent� Topics� in� Inorganic�ChemistryⅠ,�Ⅱ)

무기화학과 관련된 연구영역에서, 산업계와 교육계로 부터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주제들을 선정하여 다룬다. 산업적인 중요성과 실제 현황을 다루고, 이와 관련된 무기화학 기본이

론을 재조명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실질적인 현장을 방문하거나 현장인의 초청강연과 연계한다. 

21004018 무기화학특론(Special� Topics� of� Inorganic�Chemistry)

무기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성 디바이스의 제조방법과 그것의 활용분야를 소개한다.

21000431,�21000432� � �무기화학I,�Ⅱ(Inorganic�Chemistry� I,�Ⅱ)

원자구조·분자구조·핵화학·착화학·화학결합 등 무기화학의 기본원리를 배우고, 주기율의 체계에 따라 

무기화합물의 제법·성질·반응의 기구를 공부한다. 

� 21003551 물리유기화학및실습(Physical�Organic�Chemistry)

유기화학반응의 메카니즘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반응조건의 변화가 반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찰한다.                       

21001799 물리화학Ⅰ(Physical�ChemistryⅠ)

열역학의 제법칙, 기체, 용액 및 고체의 성질, 화학평형, 전기화학에 관한 기본 물리화학의 원리와 이들 

법칙과 원리가 화학 및 일반 자연과학에 적용되는 방법을 배운다.

21001814 물리화학Ⅱ(Physical�Chemistry�Ⅱ)

물리화학Ⅰ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양자역학의 원리 및간단한 응용, 양자화학에기초한 원자 및 분자

구조 연구법 등을 배운다. 이들이 화학과 기타 자연과학에 응용되는 방법을배운다.

21001804 물리화학실험Ⅰ(Physical�Chemistry� LaboratoryⅠ)

물리화학을 실험실에서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물리적 상수의 측정 및 결정, 분자량 측정, 용액의 성질, 

분광학적 측정, 화학평형 등의 실험을 수행한다.

21001819 물리화학실험Ⅱ(Physical�Chemistry� LaboratoryⅡ)

물리화학실험Ⅰ에 이어서 물리적 상수의 측정 및 결정, 분자량 측정, 용액의 성질, 분광학, 화학평형 

등의 실험을 수행하며 학생 각자의 특별과제도 주어진다.

21009660 물리화학특론Ⅰ(Special� Topics� in� Physical�ChemistryⅠ)

본 교과목은 분자들과 이들의 이합체를 다룬다.  분자구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반응성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자 가우시안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각할 것이다. 여러가지 형태의 분자내 

또는 분자간 인력을 사용하게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다. 또 시간이 허락하면 단백질과 같은 거대한 분자

의 3차구조도 다룰 것이다.

21001826 물리화학특론Ⅱ(Special� Topics� in� Physical�ChemistryⅡ)

양자역학,  통계역학,  화학열역학,  반응속도론, 및 핵화학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1003837 반도체화학(Semiconducting�Chemistry)

이 과목은 실리콘, 저메늄 등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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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물질에 대해 강의한다.

21009956 반응속도론(Kinetics)

반응속도론은 화학반응시 고려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반응속도를 고려한 화학반응에 대한 전반적

인 현상을 공부한다. 이 과목에서는 반응속도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 뿐만 아니라 고체, 액체, 기체에서

의 반응과 실제 인체에서 발생하는 효소에 의한 반응 속도 등 다양한 반응속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1001817 분광학및실험(Spectroscopy� and�Experiment)

실험을 통해서 얻은 IR,  UV, NMR, 및 mass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분자의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룬다.  분자 구조에 대한 대칭이론의 응용과 분광학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21002256 분리의원리(Principles�of� Separation)

화학분석에서의 분리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분석시료의 기본적인 취급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가스크로

마토그래피법,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그리고 전기영동법에 대한 기초와 응용에 관하여 설명한다.

21001802 분석화학(Analytical�Chemistry)

화학분석에 필요한 기초이론과 실험방법을 취급한다. 전체적인 화학분석을 무게분석, 부피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화학실험과 연계하여 그들의 응용에 관하여 설명한다.

21001808 분석화학실험(Analytical� Experiment)

정량분석의 기초로서 필요한 화학저울 취급법, 표준용액을 만드는 법, 그리고 분석값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중용한 무게분석과 산화환원적정법, 초보적인 기기분석법을 실험한다.

21000459,�21003838� � �생화학Ⅰ,� II(BiochemistryⅠ,� II)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와 기능,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와 조절, 생체막의 구조와 기능, 효소의 작용 기

능을 포함하여 생체구성물질의 화학적 특성을 탐구한다.

21003692 실용무기화학(Descriptive� Inorganic�Chemistry)

이론을 통해 배운 무기화학의 제반 원리와 법칙들을 실생활에서의 실질적 예를 들어 적용한다. 각 원소

들과 화합물들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 산업계에서의 생산 및 사용, 경제적 측면과의 상관관계, 주요반응

과 성질, 생태계와의 연관성 등을 다룬다. 

21000449 양자화학(Quantum�Chemistry)

양자역학의 기초방정식, 원자 및 분자의 전자구조에 관한 양자역학의 응용근사계산법, 그 밖의 양자역

학적 제문제 등을 강의한다. 

21001821 유기분광학(Organic�Spectroscopy)

화학자들이 화합물의 구조결정에 가장 흔히 이용하는 자외선 분광학, 적외선 분광학, 핵자기 공명 분광

학 그리고 질량분석법의 기본 원리와 이들의 스펙트럼을 해석하여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유기화합물을 이용하여 이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이들 기기를 다루는 경험과 직접 

얻은 스펙트럼의 해석 능력을 배양한다.

21001807 유기합성(Organic� Synthesis)

다양한 유기화합물들 중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유기화합물 (예: 주방용품, 의약품, 식

품, 화 장품, 세제 등) 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기화합물 (농약, 고분자 화합물, 환경물질 

등)들의 간단한 제조법, 사용법, 문제점, 새로운 개선점 등 유기화학과 실생활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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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강의한다.

21000436 유기화학실험(Organic�Chemistry� Laboratory)

유기화합물의 제조 및 유기화학반응 연구에 필요한 기본조작과 기초과정을 익힐 목적으로 유기화학물

의 분리 정제 그리고 합성 방법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다.

21050303,�21050305� � �유기화학특론Ⅰ,�Ⅱ(Special� Topics�of�Organic�Chemistry�Ⅰ,�Ⅱ)

유기화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동향 중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여 그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을 

논문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21000429 유기화학I(Organic�Chemistry� I� )

화학 전공자 뿐 아니라 생명과학, 의학, 약학, 식품학, 농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기초 과목인 유기화

학의 필수적인 기본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본 과목에서는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합, 반응성 

및 반응, 유기 산-염기 개념등과 지방족 탄화수소 화합물들의 제법 명명법, 제조방법, 물리 화학적 물성

을 강의한다. 

21000430 유기화학II(Organic�Chemistry� II)

좀더 상세한 유기화학의 기본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강의한다. 지방족 뿐 아니라 방향족 화합

물도 다루며 반응의 본질과 반응 조건이 유기화합물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찰하여 유기화학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3846 일반화학입문(Introduction� to�General�Chemistry)

고등학교에서 화학II를 이수하지 않았거나 화학분야의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과목이다. 

열역학, 산-염기를 포함하는 수용액에서의 화학, 화학평형, 그리고 원자와 분자의 구조, 화학결합 등에 

관해 공부한다. 심화된 일반화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강의를 중점으로 다룬다. 

21000462,�2100463� � �일반화학I,� II(General�Chemistry� I,� II)

화학의 기본원리, 법칙. 원자구조와 분자구조, 에너지와 엔트로피, 화학평형에 관한 기초 열역학, 산과 

염기, 산화-환원 등의 화학반응, 물질의 성질 및 구조 등 화학의 기초를 배운다. 

21003323 전기화학(Electrochemistry)

전기화학 전지, 산화·환원 적정법, 전위차법, 전기량법, 전해무게법 및 전압전류법등을 포함하는 산화·

환원 반응에 기초를 둔 몇 가지 분석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전기화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이론과 

실제의 분석 사례를 통한 응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21001823 지구환경과대기(Enviromental�Chemistry)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과 그 영향을 이해하고 대기상에서 오염물질이 일으키는 물리, 화학적 반응과 

그에 관련된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의한다. 

21050124 첨단화학의이해(Understanding�New�Trends� in�Chemistry)

화학이 이룩한 여러 가지 발달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번영에 기여할 첨단 화학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21003836 통계열역학(Statistical� Thermodynamics)

통계열역학의 원리의 이해와 응용을 위해 고전역학, 양자역학 및 열역학 및 고전 및 양자 통

계역학 의 기본개념 및 Enesmbles등을 다루고 고체, 액체, 기체, 표면 등에의 응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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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75 화학과미래(Chemistry� for� Sustainable� Future)

과거의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배경과 연구과정을 거쳐 확립된 화학이론 및 지식을 배우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다가올 미래에 예상되는 사회변화를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는 어떠한 화학적 지식들

이 요구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탐구활동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본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은 에너지, 식량, 자원, 기후, 독성학, 생태학, 경제구조, 인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고민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21050126 화학교수법(Instruction�of�Chemistry)

화학을 교수하기 위한 학습이론과 교수이론을 이해시켜 최적의 학습능률을 올리는 요인을 분

석하고 교수활동의 형태를 이론적으로 지도한다.

21009849 화학교육론(Teaching�Models� of�Chemistry)

화학교육의 목표, 화학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화학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1806 화학기초실험(Introductory�Chemistry� Laboratory)

이론으로 배운 화학의 기본원리, 법칙, 물질의 성질, 물질간의 화학반응들을 실험을 통하여 실제로 확인

하여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화학물의 제조, 정제, 확인등 기본적인 화학실험과 기기 및 기구의 조작법, 

그리고 실험에 임하는 기본태도 등을 훈련하여 실험을 기초로 하는 화학을 전공하는 화학자로서 기초능

력을 갖추도록 한다. 

21002257 화학대칭론(Group� Theory� in�Chemistry)

실험이나 이론적 화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자의 대칭성과 그에 

따른 군을 이용한 표현을 강의한다. 

21003550 화학정보학및실습(Computational�Chemistry)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자의 구조를 분석하고 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계산방법을 배우며 서

버급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습한다.

생/명/과/학/과/

〈교육목적〉

  생명과학과의 교육목적은 세분화된 이론교육과 다양한 실험교육 그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첨단기술을 

학습하여 현대 과학기술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숙명 리더십을 갖춘 생명과학 전문 여성 리더를 육성하는 데 있다.

〈교육목표〉

  교육 개방 시대에 대처함과 동시에 21세기의 과학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과에서는 학부 교육에서 전공과 교양을 균등하게 강조하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 기초 과목의 근본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기술을 토대로 하여 생물학 분야의 한 첨단기술이나 최첨단 과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달시킬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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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전학기 나 21003086 신경생물학I 3 3 0 3학기마다 개설

1학기

가 21000509 미생물학및실험 3 2 2

〃 21003385 생화학I 3 3 0

나 21003553 분자생물학I 3 3 0

〃 21003091 생물정보학및실습 3 2 2

다 21002659 면역학및실험I 3 2 2

〃 21003555 종양생물학 3 3 0

2학기

가 21001865 식물분자생리학및실험 3 2 2

〃 21000473 유전학및실험 3 2 2

나 21000470 동물생리학II 3 3 0

〃 21003557 식물발생과분화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나 21003087 신경생물학II 3 3 0 3학기마다 개설

다 21003088 뇌생물학및실험 3 2 2 3학기마다 개설

1학기

1학년 21000426 일반물리학I ★ 3 3 0 물리학과

1학년 21003379 일반생물학실험I 1 0 2

〃 21000507 일반생물학I 3 3 0

〃 21000462 일반화학I ★ 3 3 0 화학과

가 21000492 동물분류학및실험 3 2 2

〃 21001861 세포생물학및실험 3 2 2

〃 21003558 식물세포및형태학실험 3 2 2

나 21050227 고등생물학실험Ⅰ 3 0 3

〃 21000501 내분비학 3 3 0

〃 21009996 논리및논술(생물) 3 3 0

〃 21000498 동물발생학 3 3 0

〃 21000469 동물생리학I 3 3 0

〃 21002656 유전체학및실험 3 2 2

다 21002657 분자의학 3 3 0

〃 21009848 생물교육론 3 3 0

〃 21003556 식물분자생물학 3 3 0

〃 21003850 현대과학특론I 3 3 0

2학기

1학년 21000427 일반물리학II ★ 3 3 0 물리학과

1학년 21003383 일반생물학실험II 1 0 2

3. 국제화 시대와 고도 과학 기술 산업시대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인류를 위한 생태학과 환경학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

하고 미래 지향적 사고를 배운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생명과학 16 21 37�이상 33 33 66�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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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0508 일반생물학II 3 3 0

〃 21000463 일반화학II ★ 3 3 0 화학과

가 21010018 생물통계학 3 3 0

〃 21000499 생태학및실험 3 2 2

〃 21003386 생화학II 3 3 0

〃 21010039 유기화학 3 3 0

나 21050228 고등생물학실험Ⅱ 3 0 3

〃 21003554 분자생물학II 3 3 0

〃 21002250 생명공학및실험 3 2 2

다 21003987 면역학및실험Ⅱ 3 2 2

〃 21009689 생물교수법 3 3 0

〃 21003018 생물정보분석 3 3 0

〃 21003851 현대과학특론II 3 3 0

〃 21001864 현대생물학 3 3 0

〃 21000503 환경미생물학 3 3 0

(★ 타과 개설과목으로 생명과학부 전공 인정교과목)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50227 고등생물학실험Ⅰ(Advanced�Lab�ExperimentⅠ)

일반생물학 실험에서 익혔던 실험적 내용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수준 높은 분석 능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험들을 보다 심도 있게 수행하고자 한다. 

21050228 고등생물학실험Ⅱ(Advanced�Lab�Experiment�Ⅱ)

일반생물학 실험에서 익혔던 실험적 내용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수준 높은 분석 능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험들을 보다 심도 있게 수행하고자 한다.

21000501 내분비학(Endocrinology)

내분비의 기본개념, 내분비계의 기구, 항상성 그리고 각 내분비 물질의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

한다. 

21009996 논리및논술(생물)(Logics� and�Assay� (Biology))

생물학 전반의 학습내용을 과학적 논리에 근거하여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학교현장에서 생물학의 원리 

및 연구방법을 익히는데 초점을 준다.

21003088 뇌생물학및실험(Brain�Biology� and�Lab.)

이 부분에서는 우리 몸안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 항상성, 간단한 동기에의한 행동, 성, 무드, 감정, 수면, 

의식, 언어, 주의등과 같은 행동을 조절하는 뇌 신경계를 공부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생기는 정신적 질환에 관하여 공부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대 신경생물학의 가장 흥미로운 분야

인 학습과 기억, 그리고 뇌발생에 관한 세포분자수준에서의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21000498 동물발생학(Animal�Embryology)

동물의 수정, 발생과정 및 발생의 원리에 관하여 실험을 통하여 주요 개념과 기작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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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492 동물분류학및실험(Animal� Taxonomy�and� Lab.)

동물 각 문의 대표적인 동물을 재료로 하여 분류기준을 세우고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여 표본의 동정, 

분류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대표적인 동물을 채집하여 분류하는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21000469,�21000470� � �동물생리학I,�Ⅱ(Animal�Physiology� I,�Ⅱ)

동물생리학은 동물체를 구성하는 구조물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본 과목에서는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조직, 기관, 기관계에 이르기까지 인체생리

를 중심으로 생명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비교 연구한다. 

21002659,�21003987� � �면역학및실험Ⅰ,�Ⅱ(Immunology� and� Laboratory�Ⅰ,�Ⅱ)

인체의 방어기능에 관여하는 면역학에 대한 작용기작 및 인체질병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론과 실험

을 통하여 학습한다.

21000509 미생물학및실험(Microbiology�and� Lab.)

원핵생물인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계를 이해시키며, 세균이 진핵생물과의 구조나 기능에서의 차이점, 

미생물의 대사 및 생리, 세균의 유전자의 구조 및 기능, 발현 등의 분자생물학을 지도한다. 아울러 형질전화, 

형질도입, 접합 등의 미생물의 유전,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의 원리와 활용방안, 인간에의 병원균 등 미생물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을 이해시킨다. 학습된 지식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시키고 확인시킴으로써 미생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21003553 분자생물학I(Molecular� Biology� I)

일반생물학, 미생물학, 유전학 및 생화학을 기초로 하여 생명과학을 분자적 측면에서 이해시킨다. 고도

의 발달된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의 연구를 위해서도 그 기초가 되도록 발전된 현대생물학의 지식을 

습득시킨다. 

21003554 분자생물학II(Molecular�Biology� II)

돌연변이와 그의 유발원, 전사, 번역과정에서의 단백질 합성, 원핵생물의 유전자 조절, 유전물질의 교차  

및 재정비, 재조합 DNA와 유전공학, 진핵생물의 비루스와 진핵생물의 유전자 조절 등을 이해시킨다. 

21002657 분자의학(Molecular�Medicine)

각종 인체질병관련 유전자의 작용기전을 분자수준에서 알아보고, 인체 유전질환의 유전학적 분석, 원인

유전자 분리, 분리유전학적 진단, 유전자 치료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21002250 생명공학및실험(Biotechnology� and� Lab.)

생명공학은 미생물이나 그들이 생산하는 유용한 물질을 산업적으로 다량 생산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응용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이나 분자유전학의 발달로 생명공학은 산업적으로 그 응용에 

있어서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생명공학은 대부분의 물질을 미생물들로부터 만들 수 있으며 무공

해 제품생산, 공해 물질 제거 등 다방면에서 21세기의 유망한 학문분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본 교과목

에서는 생명공학의 전반적인 범위와 목적을 이해시키며 그 내용 및 전망 등에 관한 지도를 한다.

21009689 생물교수법(Teaching�Methods� for�Biology)

중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이론과 교수이론을 이해시켜 학습능률을 올리는 요인을 분석

하고 교수활동의 형태를 이론적으로 지도한다. 

21009848 생물교육론(Teaching�Model� for� Bi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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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과학 교사중 생물분야를 담당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생명체와 생명현상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확고

히 하고 이에 알맞는 교육방법론 개발을 배운다.

21003018 생물정보분석(Analysis� of� Bioinformatics)

컴퓨터를 이용한 생물정보분석은 수많은 실험실 산물들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구조화하는 데이터 클

러스터링 가능하게 한다.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다룬다.

21003091 생물정보학및실습(Bioinformatics�And�Practice)

Human Genome Project가 완성된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여 Genome- based 

biology 연구는 informatics 분야의 접목이 절대적이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함. 최근 BT

와 IT 분야의 접목이 절실한 과제이다.하지만 관련 인력은 매우 미약한 상태로서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고 실습한다. 

21010018 생물통계학(Biostatistics)

생물학 분야에서 산출되는 수많은 유전 정보를 비롯한 실험자료들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분석하는 방

법론과 생물정보학을 소개한다. 

21000499 생태학및실험(Ecology� and� Lab.)

생물 군집의 구조, 생태계, 천이 및 생물과 환경요인간의 상호관계에 관해 야외 실습을 병행하여 연구한다. 

21003385 생화학I(Biochemistry� I)

생체내의 구성성분의 이해로부터 효소에 의한 대사과정의 이해와 광합성, 고분자물질의 생합성등 생물

학에 필요한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21003386 생화학II(BiochemistryII)

생체에서 일어나는 중심적인 신진대사과정의 예를 배우고 이 작용의 조절 양상과 이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을 공부한다.

21001861 세포생물학및실험(Cell� Biology� and�Lab.)

세포의 미세구조, 세포의 분화와 생리적 기능, 막의 구조와 기능, 유전계, 리보소옴과 단백질 합성, 미토

콘드리아, 엽록체, 세포소기관과 유전적 기능, 세포운동, 염색체 및 유사분열과 감수분열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21003557 식물발생과분화(Plant�Development)

일생에 걸친 식물의 발생 과정은 단세포인 접합자로부터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가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상호작용하며 발현되어야 다세포인 개체가 완성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배발생과정

과, 배발생 이후의 식물 체제의 발달, 개화의 조절등 식물 특이정으로 나타나는 생명현상들에 대하여 

분자 발생학적인 시각으로 다루게 된다.  

21001865 식물분자생리학및실험(Plant�Molecular�Physiology� and�Lab)

식물이 갖는 고유 기능을, 분자생물학적 그리고 생화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영역별로는 식물에서 물의 

이동, 광합성, 이차대사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21003556 식물분자생물학(Plant�Molecular�Biology)

식물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생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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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정확하게 조절되는 기작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목에서는 식물분자 생물학적인 기법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유전자와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지에 관한 과학적 

방법론을 다룬다.   

21003558 식물세포및형태학실험(Plant�Cellular� Structure�and� Lab)

식물 세포는 고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세포나 조직

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배발생과정 이후의 발달과정에서도 형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기작과 진화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21003086 신경생물학I(Neurobiology� I)

이 부분은 먼저 현대 신경생물학의 분야와 신경생물학의 역사를 소개한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신경세

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하여 세밀하게 공부하며 이러한 세포들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대화하고 이러한 

세포들이 어떻게 신경계를 형성하는지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목의 목적은 신경생물학의 일반적

인 지식에 관하여 기초를 쌓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21003087 신경생물학II(Neurobiology� II)

이 과목에서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계 그리고 운동을 명령하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하여 공부하

며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뇌 구조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배우게 된다.

21010039 유기화학(Organic�Chemistry)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합물의 명명법과 

물성의 성질 등을 바탕으로 구조, 결합, 반응성 및 반응, 활성화 기작 등을 익히도록 한다.

21002656 유전체학및실험(Genomics�and� Lab)

염색체의 구조와 기능, 유전자의 이동과 증폭, DNA에 의한 유전체의 변형과 보존에 관하여 강의하고, 

유전체 수준에서의 유전자의 기능연구에 이용되는 최신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며 실습을 통해 학습시킨

다. 

21000473 유전학및실험(Genetics� and� Lab.)

유전의 원리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유전인자의 개념·유전자의 발현기작·유전인자간의 상호작용 등의 유

전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학습시킨다. 

21003379,�210033783� � �일반생물학실험I,�Ⅱ(Lab.� for�General�Biology� I,�Ⅱ)

생물학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관찰 및 기자재를 통한 분석을 시도한다. 생물학적 macromolecules

의 동정, 생물의 미세구조 관찰, 생화학적 반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실험들을 다루며, 이를 통

해서 일반생물학 강의의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21000507 일반생물학I(General� Biology� I)

자연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 정의, 생명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

포구성물질의 생화학적 특징 등을 배운다. 일반생물학 II와 연계하여 강의한다.

21000508 일반생물학II(General� Biology� II)

자연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생물학 I과 연계하여 식물과 동물의 생리, 유전의 원리와 

응용, 유전공학, 면역, 암 등 현대생물학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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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555 종양생물학(Cancer� Biology)

종양생물학 분야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근본 원리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며, 암의 발생

원리 등 종양생물학의 기본 개념을 이루고 있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의 전공자들이 암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비과학적 여

러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21003850,�21003851� � �현대과학특론I,�Ⅱ(Special� Topics� in�Modern�Science� I,�Ⅱ)

생명과학의 기본지식을 토대로 최근 과학에 관한 중요한 연구업적을 직접 접해보며 이해한다. 최근의 

과학적 업적이나 논문을 읽고 토론 중심으로 영어로 진행한다.

21001864 현대생물학(Modern�Biology)

일반생물학의 기본지식을 토대로 20세기 후반부터의 최근 생물학의 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주로 유전

공학, 면역학, 세포공학, 신호전달, 뇌의과학, 유전 등을 topic 별로 학습할 것이다.

21000503 환경미생물학(Environmental�Microbiology)

미생물이 수계 및 토양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시키며, 이들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를 지도한다. 유기화합물, 질소화합물 등의 환경오염물질과 독성물질로 배출되는 

탄수소계 화합물을 어떻게 미생물들이 분해하는지, 환경미생물 체제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이나 냄새원의 

제거 등에 관한 이해는 미래의 학문화로 사회적인 문제임을 지도한다.

/수/학/과/

〈교육목적〉

  수학과의 교육목적은 수학 이론을 습득하여 논리적 사고를 기르고 수학 분야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창의적

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1. 인류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전인적 인격을 동시에 갖춘 창조적인 미래의 인재를 기른다.

2. 자연을 기술하는 언어인 수학의 본질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

한다.

3.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읜 관계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과 협동심을 배양한다.

4. 추상화된 개념을 논리적인 사고 방법으로 다루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고하고 실천하

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6. 참다운 수학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기른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수학 16 21 37�이상 30 33 63�이상 1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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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기

1학년 21000536 미분적분학I 3 3 0

가 21000510 고급해석학I 3 3 0

〃 21000523 정수론 3 3 0

〃 21000512 집합론 3 3 0

나 21000516 복소수함수론I 3 3 0

〃 21000514 추상대수학I 3 3 0

2학기

1학년 21000537 미분적분학II 3 3 0

가 21000511 고급해석학II 3 3 0

〃 21000524 미분방정식 3 3 0

〃 21000513 선형대수학 3 3 0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0520 미분적분학연습I 1 0 2

나 21009871 수학교육론 3 3 0

〃 21000533 조합론 3 3 0

〃 21000528 통계학 3 3 0

다 21003027 금융수학 3 3 0

〃 21003029 보험수학I 3 3 0

〃 21000518 실함수론 3 3 0

〃 21000519 위상수학 3 3 0

〃 21002663 이산수학 3 3 0

2학기

1학년 21000521 미분적분학연습II 1 0 2

나 21000517 복소수함수론II 3 3 0

〃 21010024 수학교수법 3 3 0

〃 21000534 전산수학 2 2 0

〃 21000515 추상대수학II 3 3 0

〃 21000525 현대기하학 3 3 0

다 21050162 논리및논술(수학) 3 3 0

〃 21000529 미분기하학 3 3 0

〃 21050325 보험수학II 3 3 0

〃 21002152 암호론 3 3 0

〃 21003734 위상수학특론 3 3 0

〃 21003733 해석학특론 3 3 0

〃 21010056 현대수학의이해 3 3 0

〃 21010057 확률론 3 3 0

〈전공교육과정표〉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0510 고급해석학I(Advanced�Calculus� I)

실수의 구조·점집합론의 기초·극한 및 연속의 개념·미분 가능한 함수·적분 가능한 함수 등을 

다룬다. 

21000511 고급해석학II(Advanced�Calculus� II)

다변수함수의 미분·편미분의 응용·선적분·중적분·수열과 급수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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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027 금융수학(Financial�Mathematics)

경제현상을 수학적으로 계량 분석할 수 있는 기초수준의 수학으로서 미적분, 행렬, 미분방정식, 정차방

정식, 등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금융거래분야에서 활용되는 확률 및 통계적 기법을 다룬다. 금융거래에

서 사용되는 상품들의 개념과 그 상품들의 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21050162 논리및논술(수학)(Logic� and�Logical�Writing� in�Mathematics)

수학교육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유의 정신을 연구하여 수학적 사고 및 논술 능력을 함양한다.

21000529 미분기하학(Differential�Geometry)

벡터를 이용한 공간곡선론·곡률·곡면론의 매개변수표시 등을 다룬다. 

21000524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s)

제1계 및 제2계 미분방정식의 해법과 응용·고계 미분방정식의 해법·연립 제1계 미분방정식의 

해법과 그 응용을 다룬다. 

21000520 미분적분학연습I(Problem�Solving� in�Calculus� I)

미분적분학ㅣ의 연습문제를 다룬다.

21000521 미분적분학연습II(Problem�Solving� in�Calculus� II)

미분 적분학 ll의 연습문제를 다룬다.

21000536,�21000537� � �미분적분학I,�Ⅱ(Calculus� I,�Ⅱ)

함수, 극한과 연속 성, 도함수, 정적분, 미분법, 적분법. 극좌표, 매개방정식, 특이적분, 편미분법, 중적

분, 무한급수 등을 다룬다. 

21003029 보험수학I(Actuarial�Mathematics� I)

확정연금의 현가와 종가에 관한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생명보험에 있어서 생명표 및 보험

료와 생명연금 계산에 대한 기본 이론을 학습한다.

21050325 보험수학II(Actuarial�Mathematics� II)

보험수학Ⅰ에 연계하여 Actuarial Model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생명보험과 

financial risk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000516 복소수함수론I(Complex�Analysis� I)

복소수의 구조·복소수 평면 위에서의 곡선과 영역·해석함수·Laurent전개·유수와 적분법 등을 다룬다. 

21000517 복소수함수론II(Complex�Analysis� II)

유수의 응용 및 적분법, 등각사상의 응용, 특수함수, Poisson type의적분공식등을다룬다.

21000513 선형대수학(Linear�Algebra)

벡터공간·행렬 및 행렬식의 성질·선형변환·고유방정식 등을 다룬다. 

21010024 수학교수법(Mathematics� Teaching�Methods)

중, 고등학교의 수학 교과과정과 평가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수학교육의 효율적인 교수법을 연구한다.

21009871 수학교육론(Teaching�Models� of�Mathematics)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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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518 실함수론(Real�Analysis)

측도 및 외측도·Lebesgue측도 및 측도의 확장·측도공간 및 가측함수·적분의 성질·Hilbert공간·Lp-공간·

공역공간·연속함수의 공간 등을 다룬다. 

21002152 암호론(Introduction� to�Cryptography)

여러 가지 암호체계의 이해를 위하여 기본적인 암호이론과 수학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쓰이고 있는 

RSA 암호체계, 인증과 서명등 공개열쇠 암호체계 및 암호학의 여러 가지 응용을 다룬 다.

21000519 위상수학(Topology)

위상의 개념과 극한과정의 연관성·근방·기·상대위상·연결성·긴밀성과 연속성·분리공간과 가상공리·거리

공간·일양공간 등을 다룬다. 

21003734 위상수학특론(Selected�Topics� in�Topology)

위상수학 분야의 특정한 주제를 선택하여 다룬다.

21002663 이산수학(Discrete�Methematics)

그래프 이론의 기초, 그래프의 계산, 셈의 폴리아 이론, 부울 대수의 기초, 그 밖의 이산구를 가진 문제

를 다룬다.  

21000534 전산수학(Mathematics� by�Computer)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 많은 수식계산 논리계산, 그래프 작업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computer를 활용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는다. Mathematica, Maple 등의 수학 package를 소개하고 

이의 활용법을 다룬다.  

21000523 정수론(Theory� of�Numbers)

자연수에서 정수로의 방향을 따라 잉여계 Zn 등을 다루므로 다항방정식에서 다항합동식의 발전을 보

고, 그 해법을 통하여 추상대수학의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기른다. 

21000533 조합론(Combinatorics)

순열, 조합, 이항계수, 생성함수, 점화관계, 포제원리, 비둘기집 원리, 블럭디자인, 마방진, 그

래프이론의 소개 및 간단한 성질들을 다룬다.

21000512 집합론(Set� Theory)

집합의 연산·함수와 관계·Cardinal·순서집합과 순서수·선택공리 등을 다룬다. 

21000514 추상대수학I(Abstract�Algebra� I)

군·환·동형·상군·다항식 환·이데알·상환·체 등을 다룬다. 

21000515 추상대수학II(Abstract�Algebra� II)

확대체·방정식의 근체·Galois군·Abel의 정리 등을 다룬다. 

21000528 통계학(Statistics)

가설검정 및 추정에 관한 일반원리, 회귀곡선과 선형가설, 실험계획법, 비모수법 등을 다룬다. 

21003733 해석학특론(Selected� Topics� in�Analysis)

해석학 분야의 특정한 주제를 선택하여 다룬다.

21000525 현대기하학(Modern�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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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통계학 16 21 37�이상 18 39 57�이상 140�이상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0589 기초통계학I 3 3 0

〃 21009905 통계수학Ⅰ 3 3 0

가 21000564 수리통계학I 3 3 0

2학기 1학년 21000590 기초통계학II 3 3 0

쌍곡기하학 및 구면기하학과 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1010056 현대수학의이해(Understanding�of�Modern�Mathematics)

실생활에서 쓰이는 현대 수학의 개념과 응용을 다루며 기본적인 성질들의 이해를 통하여 여러 가지 

현상들에 접근하여 아울러 수학적인 모델을 구성한 후 논리적인 훈련을 이룬다.

21010057 확률론(Probability� Theory)

확률변수, 기대값, 분포함수, 표본론, 다변수 분포함수 등을 다룬다. 

통/계/학/과/

〈교육목적〉

  통계학과의 교육목적은 현대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통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여성 

통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목표〉

  본교의 포괄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병행하여,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 

교육목표로 한다. 통계학전공의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나아가서 계량적 분석방법까지도 

이해하게 한다.

2. 통계적 방법과 관련된 기본적 통계학 이론을 학습하여 통계적 방법을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3.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리, 관리하며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이에 필요한 컴퓨터의 활용

능력을 갖추게 한다.

4. 통계적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응용분야의 전문지식도 중요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각자가 분

야를 정해서 그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5. 통계 비전문가와의 공동 작업환경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의사교환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졸업학점배정표〉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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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2학기
1학년 21050229 통계수학Ⅱ 3 3 0

가 21000565 수리통계학II 3 3 0

전공선택

1학기

〃 21000586 전산통계 3 3 0

〃 21000573 통계행렬이론 3 3 0

〃 21000583 회귀분석입문 3 3 0

나 21000569 비모수통계학 3 3 0

〃 21000577 시계열분석 3 3 0

〃 21000570 실험계획법 3 3 0

〃 21000576 응용확률론 3 3 0

〃 21000567 표본론 3 3 0

다 21003389 경영경제자료분석 3 3 0

〃 21000584 고급수리통계학 3 3 0

〃 21003030 데이터마이닝 3 3 0

〃 21003388 보험계리실무 3 3 0

〃 21003031 생물통계학 3 3 0

〃 21000575 통계적품질관리 3 3 0

〃 21000581 통계학특강I 3 3 0

2학기

1학년 21050230 통계프로그래밍 3 3 0

가 21000563 분산분석론 3 3 0

〃 21000585 회귀분석론 3 3 0

나 21000574 다변량통계분석 3 3 0

〃 21000580 범주형자료분석 3 3 0

〃 21000588 보험통계학 3 3 0

〃 21008738 탐색적자료분석 3 3 0

〃 21003390 통계데이터베이스 3 3 0

〃 21000571 통계조사론 3 3 0

다 21000587 신뢰성분석 3 3 0

〃 21010045 인구사회통계론 3 3 0

〃 21000568 통계분석실습 3 3 0

〃 21000582 통계학특강II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389 경영경제자료분석(Business� and�Economic�Data�Analysis)

경영, 경제학 분야에서 이용되는 통계분석기법의 기초를 공부하며 일반화 최소제곱법, 이분산 모형, 대

리변수기법, 차우 검정, SUR 회귀, GARCH 모형, 회귀방정식시스템 등을 다룬다.

21000584 고급수리통계학(Advanced�Mathematical� Statistics)

수리통계학 I,II에서 다루는 통계이론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강의한다. 모수의 추정, 가설검정 이론 등은 

물론 대표본 이론을 함께 취급하며, 특히 대학원 진학을 원하거나 고급 이론을 습득하려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부와 대학원의 중간 수준을 지향하여 강의한다.

21000589,�21000590� � �기초통계학I,�Ⅱ(Basic� Statistics� I,�Ⅱ)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253

- 253 -

자료정리기법과 통계분석의 기본개념을 소개하는 과목으로서 데이터의 이해, 모집단과 표본, 확률분포, 

추정기법 및 가설검정의 개념 등을 배운다. 

21000574 다변량통계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Analysis)

다변량 정규분포에 기초한 다변량자료의 분석법으로 분산분석, 주성분분석, 인자분석, 판별분석, 군집

분석 등을 컴퓨터 패키지의 사용법과 함께 소개한다. 

21003030 데이터마이닝(Data�Mining)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과학적인 발견이나 시

스템의 최적화 혹은 가치있는 패턴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강의내용에는 데이터의 시각화와 

탐색,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관성 규칙, 군집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그리고 신경망분석 등이 포함된다.

21000580 범주형자료분석(Categorical�Data�Analysis)

분할표의 카이제곱검정, 연관도 측도와 함께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 로그선형모형 등의 범주형자료 

분석법과 전산패키지 사용법을 소개한다. 

21003388 보험계리실무(Actuarial� Practice)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요율 산정에 필요한 수학, 통계학적 방법의 이론 및 실무를 배우는 과목으

로, 생명연금, 순보험료, 책임준비금, 연생보험, 다중탈퇴 등을 배운다.

21000588 보험통계학(Actuarial� Statistics)

다양한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요율 산정에 사용되는 수학, 통계학적 방법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이자론, 

생명표, 생명보험과 관련된 이론을 배운다.

21000563 분산분석론(Analysis�Of�Variance)

일원분류, 반복이 없는 이원분류, 반복이 있는 이원분류와 다원분류에 의한 평균 비교에 대하여 모수효

과모형, 변수효과모형, 혼합모형의 분산분석 및 검정법과 더불어 평균의 다중비교를 위한 추정, 검정법

을 배운다. 

21000569 비모수통계학(Nonparametric� Statistics)

단일 표본 및 두표본을 사용하는 위치, 산포도, 비율의 추정과 검정, 상관 및 회귀분석, 적합도 검정, 

일원분류 및 이원분류자료를 사용하는 위치 비교 등의 기본적인 통계문제에 관한 비모수적 방법을 소개

하고 그 실용법을 익힌다. 

21003031 생물통계학(Biostatistics)

생물학 및 의료과학 분야에 특화된 통계분석법을 소개한다. 비와 비율의 분석, 역학 및 임상 자료의 

분석, 수명자료의 분석, 다시점자료의 분석, 생시험분석 등의 기초를 다루고, 생태통계학과 생명정보학

을 소개한다.

21000564,�2100565� � �수리통계학I,� II(Mathematical� Statistics� I,� II)

이론통계학의 입문과목으로서 확률과 확률분포를 심도있게 배우며, 또한 표본분포이론과 모수의 추정, 

가설검정에 관한 기본이론을 습득한다. 

21000577 시계열분석(Time� Series�Analysis)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 평활기법, 박스-젠킨스의 ARIMA분석, 계절형 시계열의 분석 등 시계열 자료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전산 패키지를 활용하여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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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587 신뢰성분석(Reliability� Theory)

품질관리 및 신뢰성 공학 등에서 나타나는 신뢰성의 제문제에 대해 공부하는 분야이며 품질 보증과 

신뢰성, 고장률과 더불어 신뢰성 설계 및 신뢰성 관리 등이 소개된다.

21000570 실험계획법(Experimental�Design)

완전확률화 계획법, 확률화 블럭계획법, 요인배치법, 분할법, 라틴방격법, 교락법과 일부실시법 등 실험

계획법의 개념 및 이론과 분산분석법을 소개한다. 

21000576 응용확률론(Applied� Probability)

확률모형, 조건부 확률과 기대값, 마코프 연쇄, 포아송 과정, 대기행렬 등 확률과정론의 이론과 응용을 

다룬다. 

21010045 인구사회통계론(Demography�&� Socio-Economic�Statistics)

인구와 보건, 교육, 노동, 물가, 금융, 산업 등 경제, 사회현상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를 이해하고 이들과 

관계되는 통계조사와 추계방법을 배운다. 

21000586 전산통계(Computer�Use� for�Statistics)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법과 문서작성과 자료정리를 위한 기본적인 전산패키지를 배우는 외에 자료와 통

계분석 방법에 맞게 MINITAB, SAS, SPSS, R 등의 통계전문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실습한다. 

21008738 탐색적자료분석(Exploratory�Data�Analysis)

수치와 도표를 이용한 자료의 요약, 자료의 변환, 평활법, 중위수 다듬기, 도표를 이용한 다변량자료의 

분석법 등 자료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내기 위한 EDA기법을 소개한다. 

21003390 통계데이터베이스(Statistical�Database)

통계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구

조를 살펴보고, 데이터모델의 개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 동시성 제어, 보완, 무결성, 최적화 전략 등을 다룬다. 

21000568 통계분석실습(Practicum� in� Statistical�Analysis)

주어진 통계적 분석 과제에 대하여 분석기법의 선택과 분석틀의 설계, 자료수집계획 및 획득, 자료의 

정리분석, 결과의 해석 및 보고 과정을 실습하여 통계 지식의 실용능력을 기른다. 

21009905 통계수학Ⅰ(Calculus� for� StatisticsⅠ)

함수의 정의, 극한, 연속성, 미분과 평균값의 정리, 정적분과 부정적분, 초월함수와 역함수, 다양한 적분 

기법 등을 배운다. 확률 및 통계로의 응용문제도 함께 공부한다.

21050229 통계수학Ⅱ(Calculus� for� StatisticsⅡ)

무한 수열과 급수, 수렴성과 테스트, 벡터, 편미분, 중적분, 행렬의 기초이론 등을 배운다. 확률 및 통계

로의 응용문제도 함께 공부한다.

21000575 통계적품질관리(Statistical�Quality�Control)

각종 샘플링검사의 이론적 접근과 적용 방법을 습득하며, 관리도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공정

관리 등 품질관리에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을 배운다. 

21000571 통계조사론(Statistic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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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에 관한 실무를 다루며, 조사설계, 표본추출, 조사표 및 설문지 작성, 조사방법, 조사 결과의 

정리와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매 단계에 대하여 사례연구와 실습을 병행한다. 

21050230 통계프로그래밍(Programming� for� Statistics)

통계적 가료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작성 방법에 대해 배우고 프로그래밍의 설계와 활용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교육 목표로 한다. 자료형, 연산자, 배열, 제어문, 프로시저와 함수 등의 개념을 

배우고 Visual Basic 프로그램 언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분석기법을 프로그래밍 실습함으로써 컴퓨

터를 이용한 통계분석의 지식을 습득한다.

21000581,�21000582� � �통계학특강I,� II(Special� Studies� in�Statistics� I,� II)

통계학의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거나 선정된 주제를 심도있게 학습한다. 

21000573 통계행렬이론(Matrix� Theory� for� Statistics)

벡터, 행렬, 행렬식, 역행렬, 대칭행렬및분할행렬, 이차형식, 행렬의 미분과 함수의 최적화, 확률벡터, 특

수함수, 최소제곱법 등 통계학의 이해와 응용에 필요한 행렬과 기초수학을 배운다. 

21000567 표본론(Sampling�Theory)

통계조사과정에서 표본추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본추출방법과 그에 따른 모수의 추정방

법에 대한 기본원리를 배우는 과목으로 단순임의추출, 층화추출, 계통추출, 집락추출 등의 방법을 이해

하고, 더불어 비표본추출 오차의 발생원인과 통제 방법을 배운다. 

21000585 회귀분석론(Regression�Anlaysis)

다중선형회귀에서의 최소제곱법, 추정과 가설검정, 잔차분석 및 모형의 적합성 판단 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고, 컴퓨터 패키지를 사용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1000583 회귀분석입문(Introduction� to�Regression�Analysis)

회귀 모형의 여러 유형을 소개하고 단순 선형 회귀에서 최소제곱법, 회귀계수의 추정과 가설 검정, 종속 

변수에 대한 추정과 예측, 모형의 적합성 판단 등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또한 다중회귀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중회귀 모형과 관련된 선형대수의 기초이론을 다룬다.

컴/퓨/터/과/학/부

〈교육목적〉

  컴퓨터과학전공의 교육목적은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여성 컴퓨터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컴퓨터과학부에서는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컴퓨터과학 전문가 양성

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1. 리더십을 갖춘 여성 IT 전문 인력 양성

2.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춘 여성 전문 인력 양성

3. 국제적 활동 역량을 갖춘 여성 전문 인력 양성



256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256 -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0540  자료구조 3 3 0

나 21000542  운영체제 3 3 0

〃 21000545  프로그래밍언어론 3 3 0

2학기
가 21001710  컴퓨터구조I 3 3 0

나 21000549  알고리즘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다 21003758  시스템종합설계 3 1 4

〃 21003760  컴퓨터실무통합교육 2 0 4

〃 21003761  컴퓨터특강 3 3 0

1학기

1학년 21003917  설계입문 3 3 0

가 21002147  컴퓨터수학 3 3 0

〃 21002146  프로그래밍개론II 3 2 2

나 21000555  소프트웨어공학 3 3 0

〃 21001714  웹시스템설계 3 2 1

〃 21009873  정보·컴퓨터교육론 3 3 0

〃 21001711  컴퓨터구조II 3 3 0

다 210032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3 3 0

〃 21003184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3 2 1

〃 21000550  인공지능 3 3 0

〃 21001715  컴파일러 3 3 0

〃 21003202  컴퓨터네트워크II 3 3 0

1학년 21002144  프로그래밍개론I 3 2 2

2학기

가 21009627  논리및논술(정보·컴퓨터) 3 3 0

〃 21001713  시스템인터페이스 3 2 2

〃 21000557  컴퓨터프로그래밍 3 2 2

나 21003183  데이터베이스설계와질의 3 3 0

〃 21000547  수치해석 3 3 0

〃 21050161  정보·컴퓨터교수법 3 3 0

〃 21000558  컴퓨터그래픽스 3 3 0

〃 21003186  컴퓨터네트워크I 3 3 0

다 21002031  네트워크보안 3 2 1

〃 21003757  모바일소프트웨어 3 3 0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핵심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컴퓨터과학부 16 21 37�이상 15 45 60�이상 140�이상

○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 졸업학점은 2006, 2007, 2008학년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일반전공졸업학점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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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3735  분산처리 3 2 1

〃 21003187  영상정보처리 3 3 0

〃 21003759  임베디드시스템 3 2 2

교과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졸업인증요건 주요 내용

설계학점 심화여부 필수여부 비고

전공필수

21000549 알고리즘 필수

총 60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15학점) 포함
 ※설계입문,
   시스템종합설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컴퓨터수학,
   논리및논술(정보․
   컴퓨터),
   정보·컴퓨터교수법,
   정보·컴퓨터교육론
   이수학점은 미포함
 ※심화전공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설계학점 18학점
   이상 이수

21000542 운영체제 필수

21000540 자료구조 필수

21001710 컴퓨터구조I 1 필수

21000545 프로그래밍언어론 필수

전공선택
21003917 설계입문 3 필수

21003758 시스템종합설계 3 심화 필수

전공선택

210032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2 심화

21002031 네트워크보안 심화

21003183 데이터베이스설계와질의 2 심화

21003184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2 심화

21003757 모바일소프트웨어 2 심화

21003735 분산처리 2 심화

21000555 소프트웨어공학 1 심화

21000547 수치해석 심화

21001713 시스템인터페이스 2

021003187 영상정보처리 심화

21001714 웹시스템설계 2 심화

021000550 인공지능 심화

21003759 임베디드시스템 2 심화

21001715 컴파일러 2 심화

21001711 컴퓨터구조II 1 심화

21000558 컴퓨터그래픽스 2 심화

21003186 컴퓨터네트워크I 심화

21003202 컴퓨터네트워크II 심화

21003760 컴퓨터실무통합교육 심화

21003761 컴퓨터특강 심화

21000557 컴퓨터프로그래밍 2

*�컴퓨터과학�심화프로그램(공학인증�프로그램)�졸업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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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졸업인증요건 주요 내용

설계학점 심화여부 필수여부 비고

전공선택

21002144 프로그래밍개론I 2

21002146 프로그래밍개론II 2

21002147 컴퓨터수학

21009627 논리및논술(정보·컴퓨터)

21050161 정보·컴퓨터교수법

21009873 정보·컴퓨터교육론

타전공
과목

(수학 및 
기초과학 
교과목)

21002147 컴퓨터수학 필수

총 24학점 이상 이수
 ※공학인증 프로그램인 컴
퓨터과학심화 프로그램의 전
공 졸업학점인 60학점에서
는 인정되지 아니함.

21000426 일반물리학I 필수

21000427 일반물리학II

3학점
이상
이수

21000462 일반화학I

21000463 일반화학II

21000507 일반생물학I

21000508 일반생물학II

21000536 미분적분학I

21000537 미분적분학II

21000589 기초통계학I

21000590 기초통계학II
총 18학점
이상 이수

총 18학점
이상 이수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2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Advanced� System�Programming)

운영체제 시스템 호출을 이용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Unix를 중심

으로 파일 및 입출력, 프로세스, 예외처리, 프로세스간 통신 등의 시스템 호출을 학습한다.

21002031 네트워크보안(Network�Security)

이 과목은 인터넷에서의 각종 보안 위협의 이해와 대처를 위한 방법을 학습하며, 암호학, 패

스워드, 보안 관련 도구, 전자 우편 보안, 운영체제별 보안, 방화벽, 웹 보안 등의 주제들을 포함한다.

21009627 논리및논술(정보·컴퓨터)(Computing� Logic� and�Discourse)

컴퓨터과학에서 활용되는 논리와 논리적 서술 방법 교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21003183 데이터베이스설계와질의(Database�Design�And�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요구 사항 분석과 논리적 설계,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기법인 

ER(EntityRelationship) 모델을 배운다. ER 모델을 관계형 모델로 바꾸는 법을 배우며, 관계

형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위한 관계 대수와 대표적 상용 질의어인 SQL을 학습하고, 데이터베이스 응

용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21003184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Database�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 이론과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법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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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한다. 더 나아가 이를 적용한 실전 프로젝트

를 통해 그 활용 기법을 확고히 정립한다.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법을 심도 있게 익힘으로써 과목을 이수

한 후에는 데이터베이스 활용개발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21003757 모바일소프트웨어(Mobile� Software)

휴대폰 및 PDA와 같은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 관련된 모바일 무선 통신, 응용 기술, 개발 플랫폼 및 

개발 도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하여 배우며,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하여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지식을 습득한다. 

21003735 분산처리(Distributed�Processing)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독립적인 컴퓨터들이 서로 협동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한 분산처리를 수행하

는 분산시스템의 기본 구조 및 분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한다. 분산 미들웨어, 분산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 방법 및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하고 응용 예제를 통하여 실제 활용능력을 

습득한다.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파악한다.

21003917 설계입문(Introduction� to� Engineering�Design)

컴퓨터과학전공의 기초설계과목으로 창의적 공학설계의 기법을 이해하고 배운다. 주어진 제약조건 내

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공학설계와 프로젝트 기반의 접근 방법을 통해, 팀별 작업과 고객지향적 설계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념설계 방법 및 프로젝트 관리도구들을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

한다. 또한, 설계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하는 수단을 체계화하며, 팀의 행동과 동적 활동에 유용한 통찰

력을 부여하고, 공학실천에 있어서의 윤리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21000555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대형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과 유지 관리에 따른 복잡한 공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공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효율성, 신뢰성 등을 높이게 

한다. 

21000547 수치해석(Numerical�Analysis)

과학, 공학 및 경영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수학적 문제들을 수치 해법을 사용하여 Computer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한다. 

21001713 시스템인터페이스(System� Interface)

데이터 처리와 응용을 위한 시스템을 파일 및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파일의 기본 개념 및 사용

법, 파일 구조, 파일 입출력, 프로세스 등을 Unix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부하며 특히 파일을 이용한 대량

의 데이터의 체계적 조직과 효율적 처리 기술을 습득한다.

21003758 시스템종합설계(Design�of�System� Integration)

학과에서 습득한 기초설계, 심화설계 능력을 기반으로 종합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중대

형 규모의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졸업 작품 이전 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하며 주제 선정, 소프트웨어의 명세와 설계, 발표 등을 실습하며 3명으로 구성되는 팀 작업

이 권장된다.

21000549 알고리즘(Algorithms)

계산문제와 알고리즘의 개념, 알고리즘 표현 및 분석, 알고리즘 작성 기법과 정렬 및 검색, 그래프, 기하, 

수리 등에의 응용, 병렬 알고리즘, 계산문제의 컴플렉서티 이론과 리덕션 등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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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187 영상정보처리(Image�Processing)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실력이 갖추어진 정보과학부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영상처리 

응용을 위한 이론적인 내용과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영상처리 응용은 의료 영상

의 해석, 로봇의 자동 주행 및 지능 개선을 위한 시각 처리, 생체 정보 인식, 핸프폰 카메라를 이용한 

응용, PDA/핸드폰 자동 문자 인식, 이미지 보안을 위한 Watermarking 등 실생활에 필요한 첨단 시스

템에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의 구성은 영상처리 분야에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강의

식 수업과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응용, 설계하는 PBL 수업을 함께 진행한다. 이는 영상처리 분야

의 이론과 실습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실제적인 활용 능력과 자주적인 문제 해결 능력, 공동 의사결정 

및 업무 수행, 팀 활동 등 협업 소양 능력을 함께 배양하기 위함이다.

21000542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Computer System의 구조와 조직을 이해하고 Operating System의 기초와 설계능력을 배양함으로써 

Hardware Rosource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최적의 Operating 

System의 구성 방안을 연구한다. 

21001714 웹시스템설계(Web�System�Design)

인터넷 상의 World Wide Web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운다. 또한 독립된 웹서버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배운다. 객체 지향 모델링 개념을 이해하

고, 웹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모델링 개념과 구현 개념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객체지

향 모델링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21000550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를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지식의 여러 표현

방법, 다양한 탐색방법, 경험을 기초로한 문제해결의 패러다임, 전문가 System, Planning, Running 

등을 공부한다. 

21003759 임베디드시스템(Embedded� System)

임베디드 시스템은 휴대폰, 자동차, 가전 제품등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로 기존 소프트웨어에 비해 자

원에 제약이 있고 특정목적에 부합되게 설계되어진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기초와 

특징을 이해하고 최신 동향을 살펴본다. 임베디드 스터디 킷을 사용하여 실습이 이루어지며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학습한다.

21000540 자료구조(Data� Structures)

데이터 및 정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구성 방법과 분석, 추상적 자료형의 표현 및 이용, 이들을 활용하

는 기본적인 알고리즘 등을 공부한다. 

21050161 정보·컴퓨터교수법(Computer� Teaching)

전산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학생의 교수 및 지도법을 강의한다. 강의의 질과 수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을 배양한다.

21009873 정보·컴퓨터교육론(Teaching�Methods� for�Computer� Science)

교수이론의 역사적 고찰, 교수 이론의 탐색, 탐구적 실습지도방법 등을 활용하여 개인차에 의한 교수방

법 등 각종 교수과정의 모형을 분석하여 전산교육에 유용한 접근 방법을 배운다.

21001715 컴파일러(Comp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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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 모델들을 비교하고, 컴파일러 구성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형식 언어와 문법을 공부하며, 구문 

분석 기법, 테이블관리, 오류처리, 코드 생성 및 향상 기법 , 보조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등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01710 컴퓨터구조I(Computer�Architecture� I)

회로설계의 입문을 위해 진법 체계, Boolean Algebra를 배운 후 Combinational Logic, Sequential 

Logic의 구현 과정과 이를 사용한 기본적 회로인 Encoder, Decoder, Counter, Adder등의 컴퓨터 기

본 동작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다음 단계로 앞서 배운 것들을 조합, 응응하여 간단한 

컴퓨터 시스템의 Control Logic과 구현 방법을 배운다. 본 과목은 컴퓨터 구조II의 선수 과목이다.

21001711 컴퓨터구조II(Computer�Architecture� II)

전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컴퓨터의 구조에 관한 제반의 사항들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며, 실제로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서 학습자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구조적 관점에서 자세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컴퓨터구조I"를 선수과목으로 한다.

21000558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Graphics)

본 과목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원리 및 응용을 배운다. 그래픽스의 개요, 그래픽스용 하

드웨어, 개발 환경 등을 배우며, C언어 또는 OPEN GL Tool을 이용하여 2차원, 3차원 Object

의 표현 및 변화, 투시 투영도의 작성, 은둔선 제거, 조명 효과 등을 배운다.

21003186 컴퓨터네트워크I(Computer�Network� I)

데이터통신 개요, 데이터 통신부호, 데이터 회선망 구성, 에러 정정 방식, 부호의 전송, 변복조 방식 및 

데이터통신 단말장치를 배운다. 

21003202 컴퓨터네트워크II(Computer�Network� II)

정보화와 컴퓨터의 대중화에 따른 컴퓨터 상호간을 연동하기 위한 컴퓨터 통신의 기본 원리 및 통신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와 프로토콜 기술들을 습득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내에서 Local A r e a 

Network (LAN) 및 Wide Area Network (WAN)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및 상호 연

동하는 응용 기술 등을 습득한다.

21002147 컴퓨터수학(Mathematics� for�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집합, 관계 및 함수, 조함, 그래프와 트리, 대수이론, 오토마타 등의 

개념과 응용을 배운다.

21003760 컴퓨터실무통합교육(Career� Integrated�Education)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과학 산업체에서의 실무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생 커리어 개발 능력을 양성한

다. 학생은 학과가 인정하는 일정 기준에 만족하는 산업체에서 담당 교수의 승인 하에 이 과목을 신청 

및 이수한다. 학과는 학생들의 업체 및 업무 선별, 자기소개서 작성, 인터뷰 요령 등의 지원과정에 도움

을 준다. 학생은 정규 수업과정에서 배운 것이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의 업무를 통하여 어떤 실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담당 교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과목은 실무 기간 동안 해당업체에 학생을 지도/조언할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학생본

인, 담당교수, 그리고 업체 관리자 3인이 공동 협력하여 본 교과 과정을 진행한다.

21003761 컴퓨터특강(Special� Topics� in�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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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멀티미디어과학과 16 21 37�이상 21 42 63�이상 140�이상

전산학 전반에 걸쳐 최신 주제의 연구 분야 중 정규 교과목으로 흡수 또는 확립되지 않은 주제들을 

학습하고, 그 밖의 최근 컴퓨터 과학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21000557 컴퓨터프로그래밍(Computer�Programming)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한 언어 및 개발 환경의 습득과 소프트웨어개발 훈련을 목표로 한다.

21002144 프로그래밍개론I(Introduction� to�Computer�Programming� I)

프로그램의 설계와 작성, 컴파일러의 사용 방법과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 프로그램

의 작성 연습 등을 다루며, 프로그래밍 II의 선수 과목이다.

21002146 프로그래밍개론II(Introduction� to�Computer� Programming� II)

프로그램의 설계와 작성,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개념과 연습, GUI, 예외 처리와 병렬성 표현, 재귀법,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의 표현 등을 다루며, 프로그래밍 I을 선수 과목으로 한다.

21000545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ming�Languages)

여러 유형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조, 의미론, 활용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법과 설계원리 등을 강의한다. 

멀/티/미/디/어/과/학/과

〈교육목표〉

  멀티미디어과학은 IT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미래 지향적인 최첨단 학문으로, 컴퓨터는 물론이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한 학문이다. 첨단 콘텐츠 제작 기술을 

가르칠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영상,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텍스트)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래

밍하여 기획·관리·처리·전달하는 최첨단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기본 지식과 첨단 지식, 콘텐츠 설계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인재를 양성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과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ㅚ근 융합화 시대가 요구하는 타 학문과

의 협력적이며 통섭적인 미래의 IT전문가가 될 수 있다.

〈교육목표〉

  멀티미디어과학과의 교육목표는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TV 등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동영상, 오디오, 정

지화상,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요소를 다루는 기술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기본 이론과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루는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래밍 기술 및 응용을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

〈졸업학점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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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2103  객체지향프로그래밍 3 3 0

〃 21002101  웹프로그래밍 3 3 0

나 21002104  데이터베이스설계 3 3 0

〃 21003680  컴퓨터그래픽프로그래밍 3 3 0

〃 21003071  XML프로그래밍 3 2 2

2학기
가 21003994  멀티미디어시스템개론 3 3 0

나 21003681  콘텐츠기획및개발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다 21003682  졸업프로젝트 3 2 2

1학기

1학년 21003718  멀티미디어의이해 3 3 0

〃 21003064  프로그래밍기초I 3 3 0

가 21003066  데이터구조 3 3 0

〃 21003684  디지털디자인기초 3 3 0

전공선택

1학기

나 21000955  사운드프로그래밍 3 3 0

다 21004028  게임기획및프로그래밍 3 3 0

〃 21003993  인터넷방송응용 3 3 0

〃 21002461  지능형멀티미디어 3 3 0

2학기

1학년 21003683  프로그래밍기초II 3 3 0

가 21004013  그래픽기초 3 3 0

〃 21003076  모바일프로그래밍 3 3 0

〃 21003996  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 3 3 0

나 21002460  가상현실응용 3 3 0

〃 21002100  영상처리및응용 3 3 0

〃 21002107  콘텐츠전달프로그래밍 3 3 0

다 21003075  모바일멀티미디어콘텐츠 3 3 0

〃 21003995  사운드콘텐츠응용 3 3 0

〃 21003997  영상미디어콘텐츠 3 3 0

〈전공교육과정표〉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2460 가상현실응용(Virtual� Reality�Application)

컴퓨터 환경에서 현실과 유사한 가상 세계를 모델링하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다. 탐험형태 및 대화형

태의 가상현실모델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시각 및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을 느끼고 반응하도록 프로그

래밍을 제작한다. 가상건축, 원격수술, 항공기훈련, 심리치료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21002103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Oriented�Programming)

객체지향 개념을 이해하고 Java언어 실습을 통한 멀티미디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재사용 및 복잡한 객체,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 등의새로운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확장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구축방법 습득한다. 

21004028 게임기획및프로그래밍(Game�Planning�and�Programming)

게임산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플랫폼에 따라 다양한 게임제작방법을 익힌다. 이를 위해 그래픽 이론

에 근거한 게임엔진이론을 학습하고 C나 C++, 혹은 토크 스크립트언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게임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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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밍을 실습한다. 또한 네트워크처리 및 텍스처, 스킨제작하는 방법, 캐릭터제작등을 익힌 후 팀을 구성

하여 게임을 기획하고 수준별 게임요소를 개발하여 게임을 제작하는 팀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1004013 그래픽기초(Fundamental�Graphic)

그래픽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비롯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2D 이미지를 생성하여 

여러 형태로 변형시킬수 있는 과정과, 주어진 이미지의 의미를 인식하는 과정 등을 소개한다. 또한 3D 

그래픽의 이론학습과 더불어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나 게임에서 필요한 가상환경 등을 생성하는 3D

콘텐츠 제작과정과 이들 모델링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한다.

21003066 데이터구조(Data�Organization)

컴퓨터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의 설계, 구현, 선택, 사용 

기법을 제공한다. 과목의 주제는 배열, 스택, 큐, 리스트, 트리, 그래프, 정렬, 히프 구조, 탐색 기법, 파일 

구조, 색인 파일, 해쉬 파일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각 데이터 및 파일 구조에 대한 수학적 해석을 통해

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응용에 적용하는 기법도 배운다.

21002104 데이터베이스설계(Database�Design)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및 물리적 설계를 학습한다. 설계된 데이터

베이스를 DBMS에 저장하고 관리 및 질의하는 방법 등을 다룬다.

21003684 디지털디자인기초(Digital�Design� Fundamental)

본 강좌는 컴퓨터 기반의 공학적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중점 강의한다. 디자인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첨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디자인은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그래픽 등 멀티미디어 구성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법을 학습하

고, 이러한 디자인 기법들을 적용한 편집 및 합성기법을 이해하고 실습해 봄으로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디자인적 완성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른다. 

21003994 멀티미디어시스템개론(Multimedia�System� Introduction)

컴퓨터 시스템이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시스템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같

은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기존 전통적 컴퓨터 시스템과는 다른 조

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시간 제약 조건을 갖기 때문이다. 본 강의에서는 

우선 멀티미디어 운영체제가 갖추어야 할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멀티미디어 프로세스 관리와 메모

리 관리, 프로세스 스케줄링, 입출력 스케줄링 등이 그것이며 이를 통해 멀티미디어 운영체제의 핵심 

요소를 학습한다. 아울러,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하드

웨어 성능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 

21003718 멀티미디어의이해(Introduction� to�Multimedia)

요즈음 정보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란 무엇인지 이해한다. 멀티미디어 기술은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 배운다. 구체적으로, 멀티미디어과학 분야

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기반환경, 요소기술, 콘텐츠 제작의 세 분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21003075 모바일멀티미디어콘텐츠(Mobile�Multimedia�Contents)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멀티미디어 콘텐츠 표현이 중요한 기술로 주목되고 있다. 현재 

모바일 및 웹 환경에서 문서 및 멀티미디어 표현을 위한 기술로서 XML에 기반한 표준이 각광받고 

있다. XML의 다양한 활용 언어 중 모바일 화면에서 WAP 접속방식의 문서를 표현하는 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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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L(Wireless Markup Language)이며, 화면에서 2차원 도형을 그리는 언어가 SVG(Scalable Vector 

Graphics)이며,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합하고 동기화 해주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의 메

시지를 표현하는 언어가 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이다. 이들 XML 기

반 표준을 중심으로 모바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표현기술에 대하여 공부한다.

21003076 모바일프로그래밍(Mobile�Applications�and�Programming)

모바일 응용서비스에 대한 기초지식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의 구축방법, 

서비스활용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언어(자바)를 바탕으로 모바일 응용

서비스 플랫폼 구현과 응용서비스의 실험을 통하여 지식을 터득한다.

21003996 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User� Interface�Design)

멀티미디어 분야의 시스템이나 콘텐츠를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배운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프로토타입 개발, 평가 기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학습한다. (사용

자의 요구 및 작업 분석,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한 인지 요소, 프로토타입 인터페이스 개발 기법,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평가 기법) 이러한 기법을 팀 프로젝트와 개인 과제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

록 실습한다.

21003995 사운드콘텐츠응용(Sound�Contents�Application)

사운드프로그래밍 과목이 사운드 콘텐츠와 IT기술(프로그래밍)에 대한 핵심기반을 다루고 있다면, 본 

강의는 이를 기초로 한 사운드콘텐츠 응용기술에 대해서 다룬다. 특히 적용 도메인 분야를 모바일 사운

드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 사운드를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래밍 해봄으로써 관련 도메인 지식을 직접 

체험한다. 모바일 사운드 프로그래밍을 위해 OggVorbis 라이브러리를 휴대폰으로 이식하는 기술을 배

우고 이를 통해 모바일 뮤직 플레이어를 직접 개발한다. 모바일 뮤직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사운드콘텐

츠에 가해지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자) 기법들을 공부한다. 사운드가 소프트웨어 메뉴와 합쳐졌

을 때 사용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연구한다. 본 강의를 수강하고 나면 학생들은 모바일 사운

드 콘텐츠 제작 전문 기술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운드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사운드와 

사용자 심리 등의 사운드 응용 관련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도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추게 될 것이다.

21000955 사운드프로그래밍(Sound�Programming)

본 강의에서는 사운드 및 오디오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배운다. 게임 및 웹 미디어상에서 필수적인 

것이 사운드이다. 사운드 파일을 재생하고, 특수 효과를 입히고 사운드 파일의 포맷을 이해함으로써 

사운드 미디어 핸들링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를 쌓는다. Direct Sound API 등의 C++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사운드 파일을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을 배운다.

21003997 영상미디어콘텐츠(Multimedia�Video�Contents)

본 강좌는 최신 콘텐츠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

여 자신의 의사를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이미지 작품 등으로 표현하여 콘텐츠화하

는 다양한 방법론을 배운다. 이를 위해, 특별한 대상을 정하고, 콘텐츠를 기획한 후, 다양한 기술을 통해 

콘텐츠로 완성하는 전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수강생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검색, 사용자 참여 랭킹화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21002100 영상처리및응용(Multimedia�Video/Audio�Coding)

디지털 신호처리의 기초와 일반적인 압축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멀티미디어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한다. 최종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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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2101 웹프로그래밍(Web�Programming)

인터넷에서 웹 페이지를 표현하는 기법과 원리를 학습한다. HTML, JavaScript 등 클라이언트 프로그

래잉 기법을 학습하고 CGI, JSP 등 서버 프로그램밍 기법을 통해 제3의 응용 프로그램과의 연동 체계를 

학습한다. 그리고, 웹2.0으로 불리는 최근의 기술동향의 원리에 대해 살펴본다.

21003993 인터넷방송응용(Internet�Media�Application)

본 교과목은 최근 대중화 되고 있는 UCC, UGC, UGS 등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 생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미디어 정보의 제작 방법과 이들을 유통하기 위한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본인의 개인 인터넷 방송 응용 환경을 구축하여 제작

된 미디어를 상호 공유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21003682 졸업프로젝트(Project� for�Graduation)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구현해 봄으로써 멀티미디어 이론에 대한 

구현능력을 배양한다. 이 프로젝트는 팀 단위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관리 능력, 발표력 등을 배양한다.

21002461 지능형멀티미디어(Intelligent�Multimedia)

인공지능 기법을 멀티미디어 응용에 적용 시키기 위한 고급 과목이다. 주요 학습 내용은 On-line 캐릭

터로 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이전트까지 적용되는 스마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한다. 스마트 프로

그램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인공 생명과 다중 전략 학습 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과목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21003680 컴퓨터그래픽프로그래밍(Computer�Graphic�Programming)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종 영상을 컴퓨터를 통하여 묘사하기 위한 그래픽 저작도구들의 사용 기법을 습득

한다. 그래픽 저작 도구들을 사용하여 2D와 3D의 객체를 묘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배운다. 또한 그래

픽 프로그램의 설계와 응용 기법도 습득한다

21003681 콘텐츠기획및개발(Contents�Planning� and�Development)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타이틀, 웹, 게임, 디지털 영상, 특수 시각효과 제작기

술, CG애니메이션 등으로 분류되는 콘텐츠의 제작사례를 통하여, 각 분야의 개발 프로세스와 기본적인 

이론 및 기술, 미래의 발전방향을 배운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 전체제적의 기본개념을 

전개하는 스토리보드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면에 표출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21002107 콘텐츠전달프로그래밍(Contents�Delivery� Programming)

분산 멀티미디어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UNIX Network Programming기법을 다룬

다.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서간 통신프로그램, Unix Socket 프로그램, Java RMI를 이용한 프로그램, 

Unix RPC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한다.

21003064 프로그래밍기초I(Fundamental� Programming� I)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과 작성 방법을 연구하여, 프로그래밍의 설계와 활용 지식을 습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C 프로그램 언어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하여 프로

그래밍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21003683 프로그래밍기초II(Fundamental� Programming�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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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2036 체육학개론 3 3 0

가 21000640 레크리에이션지도 2 1 1

〃 21000594 스포츠심리학 3 3 0

〃 21000593 체육사 3 3 0

나 21003037 스포츠행정·경영 3 3 0

〃 21000609 운동생리학 3 3 0

〃 21003847 체육교육론 3 3 0

다 21000612 스포츠의학 3 3 0

〃 21000597 체육측정및평가 3 3 0

본 과목은 프로그래밍 기초I을 선수과목으로 한다. 멀티미디어과학을 학습하기 위한 중요하고 진보된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객체 지향 개념을 포함한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C++ 프로그래밍 지식을 습득한다. 

21003071 XML프로그래밍(XML�Programming)

최근 웹 페이지 기술언어로 각광받고 있는 XML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XML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하여 배운다. 주제별로는 XML 문서작성 및 XSLT 변환, 

DTD/Schema 작성, DOM 및 SAX, 기타 관련 표준 등에 대하여 배운다. 

/체/육/교/육/과/

〈교육목적〉

  체육교육과의 교육목적은 본교의 올바른 교육목표를 지향하여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전인적인 리더를 육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체육교육과는 본교의 올바른 교육목표를 지향하여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전인적인 리더를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1.미래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한다.

2.창의적이며 전인적인 체육교사를 육성한다.

3.인문·자연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체육지도자를 육성한다.

4.인류애를 생활 속에 구현하고 실천하는 리더이자 구성원을 육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체육교육 16 21 37�이상 50 25 75�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268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268 -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2학기

1학년 21000600 인체해부학 3 3 0

가 21000614 건강교육론 2 2 0

〃 21003849 논리및논술(체육) 3 3 0

〃 21000624 레크리에이션활동 1 0 2

나 21000611 스포츠영양학 3 3 0

〃 21003848 체육교수법 3 3 0

〃 21000621 체육철학 3 3 0

다 21003039 여성스포츠사회학 3 3 0

〃 21001690 종합실기 1 0 2

〃 21000632 특수체육 2 1 1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2740 스포츠체험과이해 3 1 2

〃 21000601 육상I(트랙) 1 0 2

〃 21000622 탁구 1 0 2

가 21000629 골프I 1 0 2

1학기

가 21000605 농구I 1 0 2

〃 21000604 배구I 1 0 2

〃 21002670 수상훈련 1 0 2

〃 21000606 수영I 1 0 2

〃 21000598 체조I(맨손) 1 0 2

〃 21000608 핸드볼 1 0 2

나 21000628 스키 1 0 2

〃 21000639 유아체육론 2 2 0

〃 21003036 응급처치및심폐소생 1 0 2

다 21000638 발육발달론 2 2 0

〃 21003038 야외교육 1 0 2

〃 21000620 체육학연구법 3 3 0

2학기

1학년 21002669 배드민턴 1 0 2

〃 21000607 빙상 1 0 2

〃 21000603 테니스I 1 0 2

가 21000634 리듬운동 1 0 2

〃 21000637 배구II 1 0 2

〃 21000625 수영II 1 0 2

〃 21000602 육상II(필드) 1 0 2

〃 21000618 코칭론 2 2 0

〃 21000619 트레이닝론 2 2 0

나 21003694 골프II 1 0 2

〃 21000636 농구II 1 0 2

〃 21002469 스포츠마케팅 3 3 0

〃 21000616 운동학습 3 3 0

〃 21000599 체조II(기계) 1 0 2

다 21000633 볼링 1 0 2

〃 21003695 스포츠영어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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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0610 운동역학 2 2 0

〃 21003693 한방운동 2 1 1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0614 건강교육론(Health� Education)

학교 및 지역사회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학습한다.

21000629 골프I(Golf� I� )

골프의 기본원리 및 기술과 경기운영, 경기장의 구조 등을 학습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하도록 한다. 

21003694 골프II(Golf� II)

골프의 기본원리 및 기술과 경기운영, 경기장의 구조 등을 학습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하도록 한다. 

21003849 논리및논술(체육)(Reasoning�and� Logical�Writing� in� Physical� Education)

반성적 사고와 자기관찰의 체험 및 기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21000605 농구I(Basketball� I)

농구기초기술의 원리와 기초기술을 습득케하고 전문기술 및 심판법을 연구, 실습한다. 

21000636 농구II(Basketball� II)

농구기초기술의 원리와 기초기술을 습득케 하고 전문기술 및 심판법을 연구, 실습한다. 

21000640 레크리에이션지도(Teaching�of�Recreation)

자기표현의 기회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

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1000624 레크리에이션활동(Recreational�Activity)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작성과 그 실제에 관한 강의 및 실습을 한다. 

21000634 리듬운동(Rhythmic� Exercise)

에어로빅 댄스, 덩더쿵 체조, 현대율동 체조 등의 리듬을 곁들인 생활체조의 이론과 실기를 다룬다. 

21000638 발육발달론(Physical�Growth�&�Motor�Development)

신체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조건을 취급하는 연구분야에 대하여 논하여 본다. 

21000604 배구I(Volleyball� I)

배구의 이론과 기초기술을 학습케 하고 규칙 및 연습방법을 연구한다. 

21000637 배구II(Volleyball� II)

배구의 이론과 기초기술을 학습케 하고 규칙 및 연습방법을 연구한다. 

21002669 배드민턴(Badminton)

배드민턴의 기초기술을 배우고 규칙 및 게임방법을 익혀 연습한다.

21000633 볼링(Bowling)

대중적 생활체육종목(특히, 여성에게 적합한 종목)으로서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를 수업하며 교육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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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높여 앞으로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한다. 

21000607 빙상(Skating)

스피드 스케이팅의 직선 및 곡선 활주법의 기초기술을 훈련하며, 이를 통해 지도기술을 배운 다.

21002670 수상훈련(Summer�Camp)

수상 적응훈련과 다양한 수중, 수상종목(수영, 스킨스쿠버다이빙,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을 습득한다.

21000606,�21000625� � �수영I,�Ⅱ(Swimming� I,�Ⅱ)

각종 수영방법의 이론과 기초기술을 습득케 하고 물속에서의 호흡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실습케 

한다. 

21000628 스키(Ski)

스포츠의 생활화 시대가 도래한 지금 현실 스키 인구의 증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학도들에게 

스키 학습의 내용과 기술을 습득시켜 시대 요구에 맞는 중견 지도자를 양성함에 있다. 

21002469 스포츠마케팅(Sport�Marketing)

현대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포츠라는 상품을 체계적이고 과학

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만들수 있는 능력을 연구와 이론을 통해 배양한다.

21000594 스포츠심리학(Sports� Psychology)

스포츠 행동의 한 측면인 운동수행에 관한 과학적 연구로서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심리적 변인들과 개인의 외적 심리적 변인들인 사회적 변인들 및 그 과정을 규명한다. 

21000611 스포츠영양학(Sports�Nutrition)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있어서 영양소, 에너지시스템, 기능향상보조제 들을 포함한 영양학에 관하여 학

습한다. 

21003695 스포츠영어(Sport�English)

스포츠와 체육관련 영문 강독 및 구술 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이다.

21000612 스포츠의학(Sports�Medicine)

스포츠 및 운동수행에 있어서 운동처방, 스포츠 상해들을 포함한 의학과 과학에 관하여 학습

한다.

21002740 스포츠체험과이해(Experiential�Understanding�of� Sport)

(1)스포츠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현상학적 지식을 알아본다. (2)스포츠 참여를 통한 운동 체험적 기술의 

능력을 배양한다. (3)스포츠에서의 운동 체험 분석과 토론을 통한 지적능력을 계발한다. (4)운동 체험에 

대한 이해와 구분을 알아본다

21003037 스포츠행정·경영(Sport�Administration� and�Management)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여 체육증진을 통한 국위선양 등 체육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

하는 데 있다.

21003038 야외교육(Outdoor�Education)

자연 속에서 자연을 애호, 보존하는 것을 배우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야외에서의 단체 

생활을 조직, 운영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배양하여 캠프전문지도자 등의 자격취득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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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1003039 여성스포츠사회학(Sociology�of�Women's� Sport)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하게 확산되어온 우리 사회에서의 스포츠 문화에 대한 규명작업은 학 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학제간의 공동연구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들이 본 과목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첫째, 여성의 스포츠 참여와 문제점 파악. 둘째, 스포츠 세계 내에서의 여성에 관한 불평등과 

차별의 실태, 스포츠에서의 여성의 역할, 스포츠를 통한 리더십 배양 및 프로그램 개발, 각국의 여성 

스포츠 현상과 관련 사이트 연계작업, 마지막으로 여성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 속

에서의 제도적 장치의 강구 및 확보 등을 주요 학습 목표 및 내용을 설정한다.

21000609 운동생리학(Exercise� Physiology)

운동시에 발생하는 인체내의 다양한 변화를 생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건강유지증진 및 경기력 향상

의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21000610 운동역학(Sports�Mechanics)

효율적인 기술동작 수행을 위해 인체의 기능학적 측면에서 신체활동의 기계학적 이론과 운동의 물리학

적 이론을 다룬다. 

21000616 운동학습(Motor� Learning)

인간이 수의적 동작들을 학습함에 있어 관련된 기전과 과정을 이해하며 운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에 대해 다룬다. 

21000639 유아체육론(Physical� Education� for�Children)

유아 및 아동들의 지각|운동(perceptual|motor)특성 및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을 다루며, 효율적 발육발

달을 위한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도방안을 다룬다. 

21000601 육상I(트랙)(Track�and� Field� I)

달리기·뛰기·던지기 등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스포츠과학의 측면에서 그 기본원리를 분석 평가하고, 

실제적인 실기학습을 통하여 규칙 및 연습방법을 익힌다. 

21000602 육상II(필드)(Track� and�Field� II)

달리기·뛰기·던지기 등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스포츠과학의 측면에서 그 기본원리를 분석 평가하고, 

실제적인 실기학습을 통하여 규칙 및 연습방법을 익힌다. 

21003036 응급처치및심폐소생(First�Aids�and�CPR)

응급상황시 발생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이론적 및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른 실용적인 실습

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21000600 인체해부학(Human�Anatomy)

인체의 골격 및 근육의 구조와 근활동 전반에 대한 지배 및 형태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21001690 종합실기(Complex� Sports� Skills)

졸업시험을 대비하여 졸업시험에 포함된 농구, 배구, 배드민턴, 육상, 탁구 등의 구기종목 시험에 관한 

운동기술을 강화 학습한다.

21003848 체육교수법(Development�and� Implementation�of� Instruction� in�P.E.)

현대교육에 입각한 학습이론과 실제방법 즉 교과의 성격, 학습지도안의 작성, 학습지도방법 등 교과에 



272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272 -

대한 실제적 지도경험을 습득케 한다.

21003847 체육교육론(Curriculum�and�Curricular�Activities� in� Physical� Education)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0593 체육사(History�of�Physical� Education)

체육문화를 시대별로 검토하여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와 체육문화와의 관계를 연구 분석하여 현대체육

의 방향성을 강구한다. 

21000621 체육철학(Philosophy�of� Physical� Education)

체육을 철학적인 측면에서 그 자체의 의미, 목표와 방향설정에 관해 다룬다. 

21000597 체육측정및평가(Measurement�&�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체육활동의 소질·능력·기능 등을 측정하는 기술과 처리방법을 익히는 동시에 체육학습의 평가방법과 

이론을 학습하고, 결과처리의 기술과 응용방법을 연구한다. 

21002036 체육학개론(Introduction� to�Physical� Education)

스포츠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효과적 운동기술지도와 심리적 컨디셔닝기법들에 대해 다룬다

21000620 체육학연구법(Research�Methods� in�Physical� Education)

체육학의 과학적 연구와 체육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의문 및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접근방

법 및 해결방안을 다룬다. 

21000598 체조I(맨손)(Gymnastics� I)

체조의 기본적 이론과 기초능력을 배양하여 운동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21000599 체조II(기계)(Gymnastics� II)

체조의 기본적 이론과 기초능력을 배양하여 운동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21000618 코칭론(Theory� of�Coaching)

스포츠의 훈련 방법이나 새로운 연습방법을 연구하여 선수의 운동능력을 향상 도모하여 운동경기의 제

반 사항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코오치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21000622 탁구(Table� Tennis)

탁구의 기초기술을 익히고 규칙·심판법을 연구하여 실습한다. 

21000603 테니스I(Tennis� I)

테니스의 기초기술과 개인기술을 익히고 규칙은 물론 경기에 따른 매너와 게임운영 등을 학습한다. 

21000619 트레이닝론(Theory�of� Training)

건강·체력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거나 경기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을 연구하며 그 연구 

중에서 바람직한 효과와 장기적인 적응 능력을 일으키게 한다. 

21000632 특수체육(Adapted� in�Physical� Education)

신체 및 정신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의 개별화된 체육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에 관하여 학습한다.

21003693 한방운동(Oriental�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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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3594 레퍼토리I 1 0 2

〃 21000646 발레I 2 0 3

〃 21002008 인체기능학 2 2 0

〃 21000644 한국무용I 2 0 3

〃 21000648 현대무용I 2 0 3

가 21003598 무용사 2 2 0

〃 21003597 바디컨디셔닝(필라테스) 2 0 3

〃 21000652 발레III 2 0 3

〃 21000650 한국무용III 2 0 3

〃 21000654 현대무용III 2 0 3

나 21000658 무용창작론 2 2 0

다 21003593 무용작품분석 2 0 3

2학기
1학년 21000647 발레II 2 0 3

〃 21000645 한국무용II 2 0 3

〃 21000649 현대무용II 2 0 3

음양, 사상이론, 경락 및 경혈을 바탕으로 한방운동과 동작을 이해한다.

21000608 핸드볼(Handball)

핸드볼의 기초기술과 원리를 학습하고 전문기술 및 규칙과 심판법을 연구 실습한다. 

/무/용/과/

〈교육목적〉

  무용과의 교육목적은 무용의 다양한 장르를 실기 및 이론교육, 그리고 감상, 공연, 실습 등을 통해 무용에 의해 사회

에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질적인 안목을 가진 무용인을 육성하는데 교육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무용과는 본 과의 교육목표를 지향하여 무용교육을 실시하여 무용 전문인으로서의 여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1. 무용 실기에 따른 기본동작의 정확한 모습을 통하여 무용적 신체를 육성하여 그 표현법을 연구한다.

2. 무용예술 전반에 있어서의 이론 정립과 철학적 근거를 해명하는데 기초를 둠으로써 실기에 응용하도록 한다.

3. 무용사 전반에 따른 예술발전과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고, 미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무용 16 21 37�이상 42 28 7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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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2학기

가 21003595 레퍼토리II 1 0 2

〃 21000653 발레IV 2 0 3

〃 21000651 한국무용IV 2 0 3

가 21000655 현대무용IV 2 0 3

나 21000656 무용미학 2 2 0

〃 21003596 무형문화재춤분석 2 0 3

다 21000659 예술론 2 2 0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3590 타악실기 2 0 3

나 21000669 발레V 2 0 3

나 21000667 한국무용V 2 0 3

〃 21000671 현대무용V 2 0 3

다 21003599 교육무용의이론과실제 2 2 0

〃 21000679 발레VII 2 0 3

〃 21000677 한국무용VII 2 0 3

〃 21000681 현대무용VII 2 0 3

2학기

1학년 21001748 무용개론 2 2 0

가 21003592 무대효과론 2 2 0

〃 21003591 캐릭터댄스 2 0 3

나 21000670 발레VI 2 0 3

〃 21000668 한국무용VI 2 0 3

〃 21000672 현대무용VI 2 0 3

다 21000680 발레VIII 2 0 3

〃 21003600 창작실습 2 0 3

〃 21000678 한국무용VIII 2 0 3

〃 21000682 현대무용VIII 2 0 3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599 교육무용의이론과실제(The� Theory�and�Reality� of� Education�Dance)

유치원에서 대학 무용 전반에 걸친 무용 교육의 이론과 원리, 그리고 그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최근 이론을 무용교육의 철학, 심리, 사회적 기초 등 이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을 다룬다. 

그 후에 교육무용에 대한 실기적 모델을 창출한다.

21003594,�21003595� � �레퍼토리I,�Ⅱ(Repertory� I,�Ⅱ)

무용의 다양한 장르의 실기(한국무용,현대무용, 발레 등)를 터득함으로써 무용예술성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21003592 무대효과론(Studies�of� Stage�Effects)

무대움직임과 더불어 무대의상, 조명, 장치, 음악, 연출, 분장 등 영역별 특성을 이해하며 이론과 실제를 

익히고 연구하고자 한다.

21001748 무용개론(Theory� of�Dance)

무용의 정의, 종류, 특성 등 공연예술로서의 무용의 전반적 이해를 통하여 무용원론에서 제기되는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화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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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656 무용미학(Dancing�Aesthetics)

무용의 운동미, 형식미, 구성과 처리의 아름다움, 감정 표현의 미, 감각 묘사의 미, 사상 표현의미 등을 

고찰하고 무용작품 속에서의 무용미학을 습득시킨다. 

21003598 무용사(History�of�Dance)

동서양의 무용의 특성과 기능 사이의 상호 연결고리를관찰하는것을문화적 기준에 의거한다. 그 목적

은 한국전통무용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21003593 무용작품분석(Analyzing� and�Evaluating�An�Art� Piece)

무용예술사에 근거한 동서양의 주요작품들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평가의 방법을 연구한다.

21000658 무용창작론(Dancing�Creation)

창작이론과창작법을연구, 학습하고창의적인무용을구성검토하여이를 평가하고안무능력을배양한

다. 

21003596 무형문화재춤분석(Analyze�A�Dance�of� Intangible�Cultural�Assets)

법으로 지정되어 전수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춤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무형문화재 춤의 특성과 

춤사위 기법을 연구한다. 

21003597 바디컨디셔닝(필라테스)(Body�Conditioning)

pilates의 역사를 통해 치료로서의 pilates exercise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pilates beginner mat class

와 기초해부학을 바탕으로 잘못된 무용습관과 일상생활로 비롯된 근육에 alignment를 주며, 근육의 바

른 사용을 배운다. 

21000646,21000647, 21000652, 21000653,�21000669,�21000670,�21000679,�21000680�발레I-VIII(Ballet�I-VIII)

발레의 중요한 기본자세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동작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표현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다. 

21000659 예술론(Art�Theory)

무용예술 전반에 있어서 이론 정립 예술 형성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해명하는데 기초를 둔다. 

21002008 인체기능학(A�Study�on� Function�of� The�Human�Body)

인체해부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움직임의 원리를 습득, 무용에 적용하는 것이다.

21003600 창작실습(Creation�Exercise)

창작이론을 기초로 창작기법과 작품구성 실습을 익힌다.

21003591 캐릭터댄스(Charater�Dance)

성격무용, 즉 캐릭터 댄스 어느나라에나 있는 포크댄스가 아닌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매력적인 춤을 

캐릭터 댄스라 한다.

21003590 타악실기(Practical� Percussion)

타악기와관련된한국춤의이해를돕고자한국전통타악기의장단과음악적구조를연구한다. 

21000644,21000645,21000650,21000651,21000667,21000668,21000677,21000678한국무용I-VIII(KoreanDance� I-VIII)

한국무용의 기본동작을 습득하고 한국음악을 청취시켜 한국적인 풍습을 알게 하고 무용발생 등의 배경

을 조사하여 기능과 표현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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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100306 세포생물학I 3 3 0

〃 21100277 인체생리학I 3 3 0

나 21100278 약리학I 3 3 0

〃 21100279 내분비및대사학I 3 3 0

다 21100281 종양학 3 3 0

〃 21100282 신약개발학 2 2 0

2학기

가 21100283 의약유전체학및실험 3 2 2

나 21100284 항체공학 3 3 0

〃 21100285 줄기세포공학및실험 3 2 2

다 21100286 의약생명공학및실험 3 2 2

〃 21100287 시스템생물학 3 3 0

21000648,21000649,21000654,21000655,21000671,21000672,21000681,21000682현대무용I-VIII(ModernDance� I-VIII)

현대무용 기본동작의 정확한 자세와 기술을 익히고 그 표현법을 습득한다.

/의/약/과/학/과/

〈교육목적〉

  의약과학과의 교육목적은 의약과학에 대한 전문적이며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며 국가

의 의약과학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여성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목표〉

1. 의약과학 분야의 전문인재로서 필수적인 과학적 사고력, 독창적인 탐구력,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운다.

2. 기초과학의 지식과 원리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응용과학분야의 신지식과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사회의 가장 주요한 산업의 하나인 의약과학 관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한다.

3. 의/치/약학 관련 상위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 우월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의약과학과 16 21 37�이상 33 33 66�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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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9989 기초생물학I 3 3 0

〃 21009990 기초화학I 3 3 0

〃 21050429 기초화학실험 2 0 2

〃 21000426 일반물리학I ★ 3 3 0 나노물리학과

가 21100288 분자세포생물리학 3 3 0

〃 21100308 생유기화학 3 3 0

〃 21100290 세포생물학실험 2 0 2

〃 21100291 약물유전공학및실험 3 2 2

나 21100292 약물과학특론 3 2 2

〃 21100293 의약생화학I 3 3 0

〃 21100294 합성생물학 3 3 0

다 21100295 분자독성학 3 3 0

〃 21100296 분자염증약리학 3 3 0

〃 21100297 시스템생물학실험 2 0 2

2학기

1학년 21050430 기초생물학II 3 3 0

1학년 21050431 기초생물학실험 2 0 2

〃 21010007 기초화학II 3 3 0

〃 21000427 일반물리학II ★ 3 3 0 나노물리학과

가 21100307 새포생물학II 3 3 0

〃 21100298 인체생리학II 3 3 0

나 21100299 내분비및대사학II 3 3 0

〃 21100300 내분비및대사실험 2 0 2

〃 21100301 의약생통계학 3 3 0

〃 20010302 의약생화학II 3 3 0

〃 21100303 약리학II 3 3 0

다 21100304 의약약품미생물학 3 3 0

〃 21100305 의료정보학 3 3 0

★ 타과 개설과목으로 의약과학과 전공 인정교과목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9989,�21050430� � �기초생물학Ⅰ,� II(Basic�Biology�Ⅰ,� II)

생명의 정의, 생명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구성물질의 생화학적 특징 등을  배운다. 일

반생물학II와 연계하여 강의한다.

21050431 기초생물학실험(Lab� for� Basic� Biology)

기초생물학I의 강의내용에 관련된 실험 과정이다. 현미경의 기본 조작법으로 시작해서 생물체의 기본적

인 형태학적, 생리학적 측면, 또한 유전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등의 간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본적

인 실험을 경험하게 된다. 가설 설정, 실험계획 수립, 수행, 결과 분석 등의 자연과학에 공통이 되는 

과학적 방법을 숙지한다.

21009990 기초화학Ⅰ(Basic�Chemistry�Ⅰ)

화학의 기본 원리, 법칙, 원자/분자의 구조, 에너지와 엔트로피, 화학평형에 관한 기초열역학, 산/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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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환원·침전 등의 화학반응, 물질의 성질 및 구조, 전기화학 등에 관한 화학의 기초를 학습한다. 기초

화학II와 연계하여 강의한다.

21010007 기초화학Ⅱ(Basic�Chemistry�Ⅱ)

화학의 기본 원리, 법칙, 원자/분자의 구조, 에너지와 엔트로피, 화학평형에 관한 기초열역학, 산/염기·

산화/환원·침전 등의 화학반응, 물질의 성질 및 구조, 전기화학 등에 관한 화학의 기초를 학습한다. 기초

화학I와 연계하여 강의한다.

21050429 기초화학실험(Lab� for� Basic�ChemistryⅠ)

이론으로 배운 화학의 기본 원리, 물질의 성질, 화학반응 등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화합물의 제조, 

정제, 확인 등의 실험도 수행한다. 기본적인 화학실험의 수행을 통하여 기기 및 기구의 조작법, 과학적

인 실험 수행법에 관한 능력을 배양한다. 

21100279 내분비및대사학Ⅰ(Metabolism�and�EndocrinologyⅠ)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생리활성 물질의 생성과정, 작용양식 및 생체대사에 미치는 영향, 기능 이상 

등을 학습한다. 또한 약물 및 치료의 타겟으로서 내분비선의 기능에 중점을 둠으로써 약과학자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내분비및대사학II와 연계하여 강의한다.

21100299 내분비및대사학Ⅱ(Metabolism�and�EndocrinologyⅡ)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생리활성 물질의 생성과정, 작용양식 및 생체대사에 미치는 영향, 기능이상 등

을 학습한다. 또한 약물 및 치료의 타겟으로서 내분비선의 기능에 중점을 둠으로써 약과학자로서  필요

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내분비및대사학I와 연계하여 강의한다.

21100300 내분비및대사학실험(Lab� for�Metabolism�and�Endocrinology)

내분비 호르몬의세포 신호전달과정에 미치는 영향, 기능 및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

한다. 특히 분자수준에서의 세포신호전달과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분자타겟약물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추도록 한다.

21100295 분자독성학(Molecular� Toxicology)

독성물질의 규명, 그들의 독성 증상 및 분자적인 작용기전을 학습한다. 특히, 발암물질 및 환경호르몬에 

의한 독성 기전을 중점으로 학습한다.

21100288 분자세포생물리학(Molecular�Cell�Biophysics)

단백질 구조, 생체물질의 구조간의 분자인력, 생체거대물질의 구조, 분자간 결합, 알로스테릭 상호작용, 

물질의 확산 및 투과, 효소 촉매 작용 및 분자속도론 등을 학습한다. 생물학적 현상을 물리학적 원리와 

기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1100296 분자염증약리학(Molecular� Inflammation�Pharmacology)

노화 및 발암에 관여하는 염증의 발생 과정, 작용기전, 제어기전 등에 관해 분자수준에서 학

습한다. 또한, 염증의 생화학 및 임상적 관점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염증반응에서 free radical과 

nitric oxide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강의한다.

21100308 생유기화학(Bioorganic�Chemistry)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합, 반응성 및 반응, 유기산/염기의 개념과 지방족 탄화수소 화합물들의 제법 명

명법, 제조방법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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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06 세포생물학Ⅰ(Cell�Biology�Ⅰ)

세포의 구조 및 기능, 세포소단위와 세포막의 기능, 향상성, 유전자/단백질 발현, 세포와 세포밖 환경과

의 상호작용 등을 학습한다. 세포생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세포 분자수준에서의 기능 이상, 질환의 

발전 및 치료 원리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세포생물학II와 연계하여 강의한다.

21100307 세포생물학Ⅱ(Cell�Biology�Ⅱ)

세포의 구조 및 기능, 세포소단위와 세포막의 기능, 향상성, 유전자/단백질 발현, 세포와 세포밖 환경과

의 상호작용 등을 학습한다. 세포생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세포 분자수준에서의 기능 이상, 질환의 

발전 및 치료 원리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세포생물학I과 연계하여 강의한다.

21100290 세포생물학실험(Lab� for�Cell�Biology)

세포생물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포의 구조 및 기능과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세포소기

관들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밝힐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한다. 기본적인 세포생물학 실험의 수행을 통하여 

기기 및 기구의 조작법, 과학적인 실험 수행법에 관한 능력을 배양한다.

21100287 시스템생물학(Systems�Biology)

복잡한 생물 체계나 현상을 개개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시스템 수준에서 구성요소들간의 

관계,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통합, 분석,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리들을 학습한다. 또한 이러한 

원리들이 세포신호전달, 질병, 면역시스템, 유전체 시스템 등의 이해에 적용되는 사례를 배우게 된다.

21100297 시스템생물학실험(Lab� for�Systems�Biology)

시스템생물학의 원리들이 세포신호전달, 면역 및 유전체계에 적용되는 사례를 실험으로 학습

한다.

21100282 신약개발학(Drug�Design� and�Drug�Action)

신약개발의 각 단계와 과학적인 신약 discovery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국내 제약 업계 및 기초 

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신약개발 당위성을 이해하고 국내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21100278 약리학Ⅰ(Pharmacology� I)

약물의 작용, 작용기전, 치료적 응용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 약물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약물의 선택 및 

용법의 기초에 대하여 해설한다. 미래의 약사 및 의약과학 연구자가 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적인 약물학지식 및 최근 정보를 제공한다. 약리학I과 연계하여 강의한다.

21100303 약리학Ⅱ(Pharmacology�Ⅱ)

약물의 작용, 작용기전, 치료적 응용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 약물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약물의 선택 및 

용법의 기초에 대하여 해설한다. 미래의 약사 및 의약과학 연구자가 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적인 약물학지식 및 최근 정보를 제공한다. 약리학II과 연계하여 강의한다.

21100292 약물과학특론(Special� Topics� in�Pharmaceutical� Science)

약물 설계, 작용 기전, 전달, 분포, 제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의약품 개발에 적용되는 약물과학적 

지식을 갖추어 신약개발 단계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한다.

� � 21100291 약물유전공학및실험(Lab� for�Medical�Genetic� Engineering)

약물유전공학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유전자 조작 기법을 이용한 단백질과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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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유전자 조작법, 미생물 등 숙주 세포를 이용한 활성물질 발현, 이것들의 정

제법 등에 대해 배운다. DNA 재조합 기법, 미생물 handling, 단백질 분리 및 정제 등을 수행하여 실제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21100304 의약약품미생물학(Medical�Microbiology)

미생물의 생태와 구조를 이해하고 병원균의 감염경로 및 과정을 학습하여 항생약제의 작용기전과 적용

방법을 숙지하며,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약제의 생산원리와 응용을 이해한다.

21100286 의약생명공학및실험(Medical� Biotechnology)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분자 분석, 재조합 DNA 기술, 효모 클로닝을 이용한 생명공학 기술 등을 최근

의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유전체학 등의 기초원리를 바탕으로 학습한다. 또한, 생화학, 분자생물학, 약

물학, 및 독성학 등의 다양한 의약과학 관련 분야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chromatography및 분석 

기기에 관한 이론 및 실험을 수행한다.

21100283 의약유전체학및실험Medical�Genomics)

인간 유전체 구조, 후성유전학을 포함한 유전체 레벨에서 작동하는 유전학, 질병과 유전체 변이와

의 관계, Human genome project, 유전체 관련, 질병유전자 및 특수형질과 관련한 원인 유전자 규명, 

분자표지인자 (DNA marker) 개발연구, 유전자 치료 및 유전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법 등을 강의

한다. 특히, 약물이나 독성물질의 노출로 유발된 유전자 수준의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

한다. 

� 21100305 의료정보학(Health� and�Medical� Informatics)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 필요한 신호와 데이터의 획득, 저장, 분석 

및 정보로서의 활용과 지식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을 학습한다. 생물정보학의 개념, 이론, 활용, 그리고 

전산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실제 활용을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

21100277,�21100298� � �인체생리학Ⅰ,�Ⅱ� (Human�PhysiologyⅠ,�Ⅱ)

인체의 기능에 대하여 계통학적으로 강의한다. 장기별 기능(통합, 협동, 수송, 흡수)과 조절기전 및 이들 

장기 이상으로 발생되는 질병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21100281 종양학(Oncology)

종양학 분야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근본 원리, 분자수준에서의 발암 및 제어 기전 등을 강의한다. 특히, 

혈관형성, 자연고사(apoptosis), 암전이 및 종양면역, 그리고 항암치료요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한다.

21100285 줄기세포공학및실험(Stem�Cell� Engineering)

다양한 줄기세포들과 관련된 생물학을 소개하고 암세포와 줄기세포의 관련성과 유사성, 줄기

세포의 유도 및 조작 기법 그리고 세포치료, 조직공학 등 줄기세포의 적용 사례 등에 관해 학습한다.

21100294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자연계에 존재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생물학적 기본요소들을 유전학, 분자생물학, 공

학, 컴퓨터 모델링 등을 이용, 조립하여 새로운 생물학적 기능이나 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

과 관련 이론을 학습하며, 이들이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의 적용되는 예에 대해 숙지한다.

21100284 항체공학(Antibody�Engineering)

획득면역, 항체의 구조와 기능, 단일클론항체의 설계 및 제조의 기법, 치료용 항체의 작용기전 및 원리

를 학습하여 치료용 항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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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활 과 학 대 학

∙가족자원경영학과

∙아동복지학부(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보육·교육전공, 아동심리상담전공)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교 육 목 표

  생활과학대학은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근접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함으로

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민족사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도록 교육한다.

2. 종합과학, 응용과학, 실천과학으로 의, 식, 주, 가족관계, 아동발달, 가정경영 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건전 가정 

육성을 도모하는 여성 인재를 기른다.

3. 21C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4. 학제간 연구를 통해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인류의 생활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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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가족자원경영학과 16 21 37�이상 18 39 57�이상 140�이상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3478 건강가정론 3 3 0

가 21000691 가정경제학 3 3 0

〃 21000713 가족관계 3 3 0

나 21003079 한국가정생활문화 3 3 0

2학기
가 21000690 가정경영학 3 3 0

나 21001752 가족생활교육론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1749 인간환경과생활기기 3 3 0

〃 21000692 주거학 3 3 0

〃 21001753 한국가족문화의이해 3 3 0

나 21009863 가정교육론 3 3 0

〃 21000715 가정자원관리 3 3 0

〃 21009864 논리및논술(가정) 3 3 0

〃 21000703 소비자정책및주택경제 3 3 0

〃 21002243 커플및부부상담 3 3 0

다 21050285 가정생활복지론 3 3 0

〃 21001750 가족상담이론및실제   3 3 0

〃 21000707 사회조사방법 3 3 0

〃 21000709 소비자의사결정론 3 3 0

〃 21003081 여가문화와생활관리 3 3 0

2학기 가 21002242 가계재무설계및상담 3 3 0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육목적〉

  가족자원경영학과의 교육목적은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가정 내외의 생활환경을 연구하고, 가족생활에 관한 

전문적 능력과 통찰력을 함양하여 가정 및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발전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목표〉

1. 가족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생활자원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현대가족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전문인을 육성한다.

2. 현대사회에서 당면하는 제반 가정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가정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3.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 가정의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세계인을 배출한다.

〈졸업학점배정표〉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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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0699 노년기발달 3 3 0

〃 21002447 청년기발달 3 3 0

나 21050144 가정교수법 3 3 0

〃 21000716 공공가정관리론 3 3 0

〃 21001751 생활사례분석과정신건강 3 3 0

〃 21003084 현대소비자와시장 3 3 0

다 21002620 가족위기론 3 3 0

〃 21050286 가족정책프로그램개발및평가 3 3 0

〃 21003083 건강가정정책론 3 3 0

〃 21003736 건강가정현장실습 3 0 6

〃 21002939 미래생활설계 3 3 0

〃 21000698 소비자상담및교육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2242 가계재무설계및상담(Family� Financial� Planning� &� Counseling)

가계의 소득 및 재무자원을 증대시키고 가계소비자가 기대하는 생활양식, 재무목표, 재무적 

안정감 을 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수준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재무설계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가계재무상담이론, 과정, 기법을 중심으로 가계에서 발생하는 재무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

법을 연구한다.

21000690 가정경영학(Theory� of� Home� Management)

가정생활의 향상 발전을 목표로 가정관리상 필요한 제이론, 즉 가정의 가치·목표·기준의 상호관계, 관리

과정, 의사결정, 의사소통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사회심리적·관리적·환경적 측면에서 가정관리상의 제

문제를 분석 연구한다. 

21000691 가정경제학(Family� Economics)

가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제 이론을 익힘으로써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즉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가계재정상태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며, 가계의 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는 가계자산 증식 방안을 탐색한다. 

21050144 가정교수법(Teach.� Materials� &� Teach.� Tech.� of� Home� Economics)

현대교육에 입각한 학습이론과 실제방법 즉 교과의 성격, 학습지도안의 작성, 학습지도방법 등 교과에 

대한 실제적 지도경험을 습득케 한다.

21009863 가정교육론(Teaching� Models� of� Home� Economics)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50285 가정생활복지론(Family-Welfare)

현대 가족과 관련된 가족 내적 문제,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가족 복지적 측면과 연결하여 그 관련성 등을 이해 및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 

21000715 가정자원관리(Family� Resource� Management)

가정생활에서의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을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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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조직, 평가하는 과정을 연구한다.

21000713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

평등적 시각을 바탕으로 체계론적 관점 및 발달적 관점에서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역동성을 학습한다. 

학부 기초 과목이니만큼 가족학 전반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장기적 안목으로 가족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가족의 유형, 기능, 가족 형성을 위한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부부관계 및 부모

자녀 관계 등 가족의 다양한 인간관계의 역동성을 학습한다.

21001750 가족상담이론및실제(Theory� &� Reality� in� Family� Therapy)

가족요법, 가족중심적 사회사업이라고도 불리는 가족상담이란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위한 접근법의 

한 유형으로서, 치료의 단위를 가족이라는 집단으로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상담에서는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가족과 가족내 개인들, 그리고 가족구

성원들과 사회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연계를 도와준다. 이에 가족상담 이론 및 실습에서는 현대 가

족상담의 주요 이론과 상담기술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이것을 토대로 가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가족문제들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효율적인 가족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001752 가족생활교육론(Theory� &� Practice� in� Family� Life� Education)

가족생활교육론은 개인 및 가족의 치료와는 별도로 문제발생 예방의 영역으로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기초를 두고 문제예방과 대인관계 향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가족생활교육론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발달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발달과업과 행동에 관한 지식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생활장면에서 훈련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이 현재와 미래의 

가족생활을 개선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 그들의 복지감을 증진

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족생활교육의 이론과 다양한 가족생활교육관련 주제들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가족생활교육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21002620 가족위기론(Families� in� Crisis)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더욱 다양화된 생활양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위기상황들,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중독, 채팅중독, 가족원간의 대화단절 등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가족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21050286 가족정책프로그램개발및평가(Family� Policy� Program�Development� and� Evaluation)

가족복지 실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원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나아가 가족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21003478 건강가정론(Healthy� Families)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재정의 또는 재해석하고자 한다. 가정에 대한 재해석 과정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근원으로서의 부정적인 가정의 이미지가 아닌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긍정적인 가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본 교과목은 21세기 가정이 지향해야 할 가정의 모형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의 의미를 도출하고, 건강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탐구

하며,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건강가정사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건강가정 구현의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전략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21003083 건강가정정책론(Healthy� Famil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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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정의 개념, 건강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 

가정을 위한 사업과 정책 및 전달체계, 건강가정 전문 인력의 자질과 역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03736 건강가정현장실습(Practicum� in� Family� Studies)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훈련과 실습을 하는 과목으로 현장 실습을 통하여 

실제 가정의 서비스 요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와 현장에 대한 감각을 증진시킨다. 또한 

그동안 강의실에서 배운 다양한 이론과 개념들을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한다.

21000716 공공가정관리론(Institution� Management)

현대사회에서 복지국가의 개념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공공가정에 대해 학습한다. 개별가정과 

차별하여 공공가정이 갖는 특성에 관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가정경영에 적용되는 다양한 이론을 

학습함은 물론, 이를 여러 상황의 공공가정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공공가정경영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도모한다.

21000699 노년기발달(Human� Development� :� Later� Years)

성인발달이론과 노화의 과정 및 이에 따른 제반 변화를 학습하여 노년기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인생주

기의 관점에서 노년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를 하고 또한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기른다. 또한 노년기 상실감, 부양문제, 고독감 등을 노인복지와 관련시켜 

분석하여 노년기 생활의 질 향상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문제를 보다 장

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구매력을 갖춘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노인을 수요자로 하는 실버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실

버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하여도 학습할 것이다.

21009864 논리및논술(가정)(Logic� and� Logical� Writings� of� Home� Economics)

중·고등학교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논리 및 논술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한 교

육방법과 교과과정을 모색한다.

21002939 미래생활설계(Better� Future� Family� Life� Planning)

가정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정생활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즉 가정경영 및 노동, 가족, 

재정 및 소비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활계획

을 설계한다.

21000707 사회조사방법(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가정관리분야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을 이해 습득한다. 연구계획·자료수집 및 분석방

법·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전반에 걸친 문제를 취급한다. 

21001751 생활사례분석과정신건강(Case� � Analysis� of� Family� Life� Problem� &�Mental� Health)

개인.가정 및 직업세계에서 발생되는 제 문제에 대하여 개별사례를 중심으로 심층분 석하고 인간행동과 

발달특성에 근거를 둔 정신건강을 목표로 일체론적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개

인 및 가족의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21000698 소비자상담및교육(Consumer� Counselling� and� Education)

소비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이론 및 기술을 탐구하며, 소비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자교육의 기초 이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하여 소비자 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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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709 소비자의사결정론(Consumer� Decision-Making)

주택, 음식, 의복, 교통, 레저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최대의 만족에 대한 성취와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21000703 소비자정책및주택경제(Consumer� Policy� &� Economics� of� Housing)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가계운영상 도움이 되는 소비자 정책을 연구하고, 주택소유·관리·매매상 

알아야 할 주택경제에 관한 제 지식을 습득케 하여 가정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3081 여가문화와생활관리(Leisure� &� Life� Management)

급변하는 현대생활에서 개인 및 가족의 여가관리는 가족의 생활만족에 깊은 관련이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따라서 생활만족에 여가가 기여하는 중요성을 인식케하며 여가 전반에 관한 이론

은 물론 여가와 스트레스 및 여가관리와 생활만족 등의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분석.논의케하므로서 이

를 생활만족 향상에 적용시켜 도움이 되도록 한다.

21001749 인간환경과생활기기(Household� Equipment� in� Human� Environment)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과 폭 넓은 이해를 통하여 생활에 활용되는 기기.설비 등 이들의 

원리, 구입방법, 유지, 관리, 사용시 인간환경을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기기.설비의 내구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인간환경의 보전은 물론 질

적인 삶을 도모하도록 한다.

21000692 주거학(Theory� of� Housing)

주생활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바람직한 주택 및 주생활방식의 안정과 확립을 목적으로 

주택이 물리적 심리적 제요소를 주거자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21002447 청년기발달(Human� Development� :� Adolescence� and� Youth)

청년기 발달이론을 토대로 청년기 제반 발달특성을 학습하고, 청년기 개인과 가족, 학교, 친구, 직업선택 

등에 관해 연구한다. 나아가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기 발달과업 및 

당면과제를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청년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21002243 커플및부부상담(Couple� Therapy)

가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하위체계를 이해하고 커플 및 부부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및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교과목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커플 및 부부관계의 역동성과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커플 및 부부상담 및 치료를 

위한 치료이론들과 치료기술들을 습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커플 및 부부문제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 치료개입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21003079 한국가정생활문화(Everyday� Life� &� Family� Ritual)

가정의례는 전통사회와 동서양의 의례 성년례, 혼례, 상례, 수연례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익혀 현대 가

정의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건전한 가정의례문화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비교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정의례 규범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각종 의례사업자, 의례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1001753 한국가족문화의이해(Korean� Family)

본 강좌는 한국가족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므로 면면히 이어 내려오는 한국가족문화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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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0809 아동발달 3 3 0

〃 21000805 아동복지론 3 3 0

2학기 가 21002999 보육학개론 3 3 0

로서의 가족의 보편성 및 특수성에 관해 학습한다. 즉 가족이데올로기 분석을 통하여 한국 가족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며,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이데올로기 변용과정을 학습하여 예상되는 21세기 한국가족문화

의 쟁점 및 그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가족학의 응용분야인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가족복지 등을 

위한 기초과목으로 인간의 삶과 가족, 그리고 사회와의 유기적 관련성에 관한 통찰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21003084 현대소비자와시장(Modern� Consumer� &� Market)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장환경 속에서 기업의 판매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소비생활의 변화를 예

측하고 소비자가 당면하는 선택상황 및 경제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인터넷시

장 이용을 통한 실제적 학습을 실시하여 유용한 소비자정보탐색 방안을 모색한다.

/아/동/복/지/학/부/

〈교육목적〉

  아동복지학전공의 교육목적은 아동을 위한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기본능력과 전문적 지식, 

기술, 따뜻한 마음을 갖춘 유능한 아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아동복지학전공은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근접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함으

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1. 아동학, 유아교육,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초 강의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아동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2.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익힘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아동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뿐 아니라 사회에 올바른 아동복지를 뿌리내리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아동전문가를 육성한다.

3. 21C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함은 물론, 학문적 

바탕이 되는 생활환경 과학의 심층적인 학제간 연구를 통해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인류의 생활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아동복지 16 21 37�이상 9 51 6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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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 21003392 보육과정 3 3 0

〃 21001791 사회복지개론 3 3 0

〃 21001785 사회복지실천론 3 3 0

〃 21009906 심리학의이해 3 3 0

〃 21009907 영아발달 3 3 0

나 21001778 가족복지론 3 3 0

〃 21002450 놀이지도 3 3 0

〃 21050236 보육교사론 3 3 0

〃 21001780 아동건강및안전 3 3 0

〃 21000808 아동상담 3 3 0

〃 21009910 아동음악 3 3 0

〃 21003393 언어지도 3 3 0

〃 21009868 유치원교육론 3 3 0

〃 21001782 지역사회복지론 3 3 0

〃 21009869 창의성발달교육 3 3 0

〃 21002449 청소년심리 3 3 0

〃 21050231 학습이론과행동수정 3 3 0

다 21001783 사회복지정책론 3 3 0

〃 21001784 사회복지조사론 3 3 0

〃 21001786 사회복지현장실습 3 0 6

〃 21050233 사회복지현장실습Ⅱ 1 0 2

〃 21009911 아동미술치료 3 3 0

〃 21003491 아동심리검사 3 3 0

〃 21009846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3 3 0

〃 21000051 집단상담 3 3 0

〃 21050241 청소년상담 3 3 0

2학기

가 21001787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0

〃 21050242 성격발달이론 3 3 0

〃 21000814 유아교육과정 3 3 0

〃 21050235 유아발달 3 3 0

〃 21001779 청소년복지론 3 3 0

나 21050234 사회문제론 3 3 0

〃 21001788 사회복지행정론 3 3 0

〃 21050237 아동과학지도 3 3 0

〃 21010027 아동미술 3 3 0

〃 21003387 아동이상심리학 3 3 0

〃 21003394 영유아교수방법론 3 3 0

〃 21050240 유아관찰및실습 3 2 1

〃 2100082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0

〃 21001781 임상사례연구 3 3 0

〃 21001790 정신건강론 3 3 0

〃 21003085 통계적방법및실습 3 2 2

다 21002998 놀이치료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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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0811 보육실습 3 0 6

〃 21000815 부모교육 3 3 0

〃 21001789 사회복지법제 3 3 0

〃 21050232 사회복지현장실습Ⅰ 2 0 4

〃 21050151 유치원교수법 3 3 0

〃 21050239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세부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보육·교육전공 아동심리상담전공
이수학점 18학점 18학점 18학점

인정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21001791 사회복지개론 21003392 보육과정 21002998 놀이치료
21001785 사회복지실천론 21002450 놀이지도 21000808 아동상담
21001787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1003393 언어지도 21001781 임상사례연구
21001783 사회복지정책론 21001780 아동건강및안전 21003387 아동이상심리학
21001779 청소년복지론 21003394 영유아교수방법론 21003491 아동심리검사
21001788 사회복지행정론 21000811 보육실습 21002449 청소년심리
21001782 지역사회복지론 21000814 유아교육과정 21001790 정신건강론
21001784 사회복지조사론 21009846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21003085 통계적방법및실습
21001786 사회복지현장실습 21009869 창의성발달교육 21002743 집단상담
21001789 사회복지법제 21050151 유치원교수법 21009911 아동미술치료
21000815 부모교육 21009868 유치원교육론 21009906 심리학의이해
21001778 가족복지론 21050236 보육교사론 21050242 성격발달이론
21001786 사회복지현장실습I 21009910 아동음악 21050231 학습이론과행동수정
21050234 사회문제론 21003630 아동미술 21050241 청소년상담

21050239 프로그램개발과평가 21050237 아동과학지도 21009907 영아발달

1.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육실습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학부�세부전공>

1.� 아동복지학전공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아동복지 현장에서 복지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졸업  

   후 진로는 NGO단체, 아동관련 국제기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재단, 아동권리관련 단체,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등이 해당된다.

2.�아동보육·교육전공

   보육교사자격증과 유아교사자격증 및 그 외 보육과 유아교육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아동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졸업 후 진로는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전국보육정보센터, 각종 보육 및 유아  

   교육관련 사업분야 등이 해당된다.

3.�아동심리상담전공

  아동심리, 아동심리상담 및 치료, 아동발달에 관련된 기초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미래의 아동심리상담 및  

  치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졸업 후 상담 및 치료분야 대학원 진학을 통해 치료사나 상담사로서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국공립상담전문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사설상담기관 등에서 아동상담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아동복지학부�세부전공�인정교과목�및�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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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아동보육·교육전공 아동심리상담전공
이수학점 18학점 18학점 18학점

인정
교과목

21050240 유아관찰및실습 21050235 유아발달
21050239 프로그램개발과평가
21009907 영아발달
21050235 유아발달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778 가족복지론(Family�Welfare)

현대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능적인 가족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방법들을 다룬다.

21002450 놀이지도(Educational�Use�of� Play)

유아교육 기관에서 놀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다룬다.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유아

교육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유아교육 현장과 연결하여 익힌다. 

21002998 놀이치료(Play� Therapy)

놀이치료의 재이론에 대한 탐색 및 놀이치료 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놀이치료에 관한 기본적 기술을 

습득한다.

21003392 보육과정(Curriculum�of� Early�Child�Care�&�Education)

영유아보육에서 중심과제가 되는 보육과정의 제반 이론을 학습하고 이들을 실제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익힌다.

21050236 보육교사론(Day-Care� Teacher� Education)

보육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학습하고, 전문직으로서 보육교사의 자질과 지식을 기른다. 또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역량 계발 방법을 연구한다.

21000811 보육실습(Practices� in� Early�Child�Care� and�Education)

보육교사 자격 인정 관계과목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실무 및 실기를 습득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교과목을 필수과

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1002999 보육학개론(Early�Child�Care� and�Education)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의 이론 및 보육과정, 보육기관의 

유형 및 기능, 보육교사의 자질, 보육 프로그램 구성, 보육 시설 운영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개괄

적으로 학습한다.

21000815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부모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므로 자녀양육에 대한 기본적 태도와 최신정

보를 전하여 계몽 교육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교육 방법과 이념에 관하여 학습한다.

21050234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한국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며, 각 유형별로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

하므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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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791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Welfare)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여러 이론들과 그 이론들의 배경을 살펴보고 각국의 사회복지 실태

와 사회복지 분야를 알아본다.

21001789 사회복지법제(Social�Welfare� Legislation)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본질에 관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실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21001787 사회복지실천기술론(Practical�Method� in�Social�Welfare)

아동복지를 실천할 구체적 방법으로서, 집단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와 집단활동의 의미, 효과 등을 

연구 분석한다.

21001785 사회복지실천론(Social�Work�Practice�Theories)

사회복지실천대상 가운데 개인, 집단,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

회복지실천에 관해 살펴본다. 

21001783 사회복지정책론(Social�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역사, 배경,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산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틀과 기법

을 습득하며 현행 정책분석연구에 적용하도록한다.

21001784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Methods� in� Social�Work)

복지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사회조사의 방법,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

21001788 사회복지행정론(Social�Welfare�Administration)

사회복지행정의 제요소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 서비스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실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21001786 사회복지현장실습(Field�Work� in� Social�Welfare)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미 배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을 현장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리와 기술을 체험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21050232, 21050233사회복지현장실습Ⅰ-� II(Field�Work� in� Social�WelfareⅠ-� II)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미 배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을 현장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리와 기술을 체험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21050242 성격발달이론(Personality�Development�Theories)

성격의 형성과 그 과정을 고찰하고 성격의 제 이론을 익힌다. 성격의 개인차와 그 형성 문제를 논하고 

성격과 적응 문제를 다룬다.

21009906 심리학의이해(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상담의 기초인 심리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인간행동과 심리적 과정에 대한 기본적 관점과 이론

을 개관한다.

21001780 아동건강및안전(Health�Education� and� Safety� for�Young�Children)

생후 8세까지의 유아의 성장과 운동, 근육발달, 영양 및 안전과 건강상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영유아의 영양과 급식, 유아질병의 예방 및 외적증세 감별법, 유아를 위한 건강한 생활환경을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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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면에서 다루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접근방법과 기술, 최근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1050237 아동과학지도(Teaching� Science� for�Children)

아동의 능동적 지식 구성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탐구하고 학습한다.

21010027 아동미술(Visual�Arts� for�Children)

아동이 삶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표현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 표현의 의미, 

가치, 방법을 탐구하고 학습한다.

21009911 아동미술치료(Child�Art� Therapy)

아동미술치료 전반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다루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임상 및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기법과 적용과정을 이해한다

21000809 아동발달(Child�Development)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제반 지식을 습득한다. 

21000805 아동복지론(Child�Welfare)

아동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내용, 발달과정과 아동복지 모델에 대해 고

찰한다.

21000808 아동상담(Counseling� for�Children)

아동의 부적응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상담이론을 학습하고 이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적 기술을 습득한다.

21003491 아동심리검사(Child�Psychological� Test� and�Assessment)

아동심리 검사와 평가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다루며, 아동기 행동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지능검사, 성격

검사, 투사법 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의 실시, 채점 및 평가방법을 이해한다.

21009910 아동음악(Music� in� Early�Childhood�Care� and�Education)

아동의 음악적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음악적 방법을 학습하고 실행한다.

21003387 아동이상심리학(Child�Abnormal�Psychology)

아동의 이상발달 이론과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발달장애,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 아동기 심리장애의 

특징과 경과 예후, 치료방법 등을 논의한다.

21003393 언어지도(Language�Education)

영유아기 언어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유아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방법을 모색한다.

21009907 영아발달(Infant� and�Toddler�Development)

지식, 정체성, 문화를 또래와 함께 구성해갈 수 있는 유능한 존재로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영아의 

삶과 발달과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탐구하고, 영아의 삶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21003394 영유아교수방법론(Teaching�Methods� for�Early�Care�&�Education)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영유아보육 및 교육현장

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사의 교수방법 향상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21050240 유아관찰및실습(A�Practicum� for�Understanding�Children's� Learning�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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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의 유아의 앎과 삶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유아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기록하

는 실습을 한다. 또한 유아의 학습과정을 직접 관찰하면서 실습에 앞서 유아교육기관 현장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다.

21000814 유아교육과정(Early�Childhood�Curriculum)

유아교육에서 중심과제가 되는 교육과정의 제반 이론을 학습하고 이들을 실제교육사태에 적용할 수 있

는 방법과 기술을 익힌다. 

21009846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Administration� and�Manag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계 법령, 정책, 재정, 시설관리, 교직원 임용과 복지에 대한 

내용을 최근의 교육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유아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또한 유아학급운영의 원리, 유아교육기관의 조직적ㆍ심리적 풍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

여 학급운영자 및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21050235 유아발달(Young�Children�Development)

지식, 정체성, 문화를 또래와 함께 구성해갈 수 있는 유능한 존재로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유아의 

삶과 발달과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탐구하고, 유아의 삶을 이해한다.

21050151 유치원교수법(Kindergarten�Education)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능력과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탐구하고, 이러한 교수

법이 유아들의 학습에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한다.

21009868 유치원교육론(Kindergarten�Education)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목적, 목표, 교육과정, 유치원 운영과 편성의 내용을 중

심으로 유치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초중등교육과의 연계성속에서 유치원 교육의 정체성을 탐구한

다. 또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방향을 

조명한다.  

21000820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Behavior�&� Social� Environment)

일생을 통하여 인간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체계들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21001781 임상사례연구(Clinical�Case� Studies)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준 놀이치료사례, 행동치료사례, 미술치료사례 등을 

심리치료이론 및 기법과 관련지어 연구한다.

21001790 정신건강론(Mental�Health)

정신건강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소, 정신장애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과학

적 지식을 학습한다.

21001782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Welfare)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서의 지역사회조직의 개념, 의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복지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제 이론 및 기술을 학습한다.

21010051 집단상담(Group�Counseling)

집단상담의 주요 이론과 기법을 학습하고 실제 집단 상담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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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익힌다.

21009869 창의성발달교육(Creativity� in� Early�Childhood�and�Education)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유아의 창의성 발달 이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아교육과정에서 유아의 창의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할지에 대해 탐구한다.

21001779 청소년복지론(Adolescent�Welfare)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 이론을 학습하여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모색한다.

21050241 청소년상담(Counseling� For�Adolescents)

청소년의 부적응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상담이론을 학습하고 이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을 습득한다.

21002449 청소년심리(The�Adolescent�Psychology)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및 도덕적 발달에 관한 심리학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청소년들

이 겪는 적응상의 문제와 사회심리적 지원체계에 대해 토론한다.

21003085 통계적방법및실습(Statistical�Methods�and�Practicum)

인간행동의 과학적 탐구를 위한 기초적인 통계이론과 적용방법을 학습한다. 집중경향·변산도·

상관도 등 기술통계와 평균치·비율·상관변량에 관한 추리통계를 다룬다.

21050239 프로그램개발과평가(Program�Development�&�Evaluation)

아동복지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복지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습

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21050231 학습이론과행동수정(Learning� Theories� and�Behavior�Modification)

학습의 원리와 그 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제행동, 부적응 

행동에 대한 개입으로서 행동수정의 원리와 기법을 익힌다.

/의/류/학/과/

〈교육목적〉

  의류학과의 교육목적은 실용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전문 인력을 이론학습과 함께 다양한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1. 의류학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응용력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의류 전문인을 육성한다.

2. 세계화 정보화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여성인재를 양성한다.

3. 의류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의류학문의 영역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배출한다.

4. 한국전통복식문화의 실용화 및 세계화를 실천할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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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1763  패션디자인론 2 2 0

〃 21000745  패션마케팅 2 2 0

〃 21002202  패션소재정보및분석 2 1 2

2학기
가 21050081  모델리즘의이해 2 1 2

다 21003504  한국복식문화연구 2 2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0736  의상사회심리학 2 2 0

〃 21000759  패션아트드로잉 2 0 3

〃 21001756  패턴메이킹I 2 0 3

나 21002200  의류소재평가 2 0 3

〃 21001774  전통의상디자인 2 0 3

〃 21001760  테일러링 2 0 3

〃 21009879  패션무역실무 2 2 0

〃 21001762  패션일러스트 2 0 3

다 21003093  공연예술의상디자인 2 0 3

〃 21050326  동아시아패션산업워크샵 3 1 2

〃 21003739  리테일매니지먼트 2 1 2

〃 21002196  비쥬얼머천다이징 2 0 3

〃 21002942  텍스타일표현 2 0 3

〃 21001759  특수소재의상 2 0 3

〃 21002943  패션드레이핑I 2 0 3

〃 21001776  패션디자이너스튜디오 2 1 2

〃 21000754  패션디자인워크숍 2 0 3

〃 21003400  패션명품연구 2 1 2

〃 21001768  패션소재기획 2 1 2

2학기

1학년 21003461  현대사회와패션리더십 3 3 0

가 21000729  서양복식사 2 2 0

〃 21000761  직물염색 2 0 3

〃 21001767  직조와설계 2 0 3

〃 21002205  패션색채디자인과컬러플래닝 2 0 3

〃 21001757  패턴메이킹II 2 0 3

나 21003095  공연예술의상워크숍 2 0 3

〃 21001771  니트디자인 2 0 3

〃 21002941  소재가공과천연염색 2 0 3

〃 21001764  컴퓨터패션디자인 2 0 3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의류학 16 21 37�이상 10 60 7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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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3513  패션과소비자행동 2 2 0

〃 21001775  패션아트&디자인 2 0 3

〃 21003505  패션컬렉션 2 0 3

다 21003096  공연의상머천다이징 2 0 3

〃 21002197  글로벌패션유통산업 2 2 0

〃 21005903  복식미학 2 2 0

〃 21003402  월드패션필드리서치 2 0 3

〃 21002944  패션드레이핑II 2 0 3

〃 21003398  현대패션문화와디자인 2 1 2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093 공연예술의상디자인(Performance�Arts�Costume�Design)

전통에서 현대 공연예술에 이르는 무용,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 예술 의상의 성격과 특성을 알아

보고, 그 변화 과정을 시각적 자료를 통해 연구 분석하여 각 공연 유형에 적합한 무대 의상을 디자인한다. 

21003095 공연예술의상워크숍(Performance�Arts�Costume�Workshop)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영화 관련 각종 공연예술의상에 표현된 배경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 문제들을 의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공연예술의상 의미적·조형적 특

성 및 표현기법과 다양한 의상디자인·제작 방법을 비교 연구하여 공연예술의상을 디자인한다. 

21003096 공연의상머천다이징(Merchandising�of�Performance�Costume)

각종 공연 및, 공연의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연의상의 기획·제작·홍보·판촉·유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능력을 키운다.

21002197 글로벌패션유통산업(Distribution�of�Global� Fashion�Merchandising)

개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를 겨냥하여 하나의 새로운 패션이 제품화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지기

까지의 전 과정의 구조적인 특성과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론과 실제를 기업지향적인 측면에서 전

개한다.

21001771 니트디자인(Knitting)

편성물의 구조를 이해하고 최신 니트 트렌드 경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직접 

편성함으로써 패션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050326 동아시아패션산업워크샵(Fashion� Industry�Workshop� in�East�Asia)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 패션의 환경, 문화 및 예술, 산업 및 시장, 소비자 등에 관한 패션 

정보와 문화체험 등 교류 워크숍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각국의 패션과 문화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전략

을 모색한다.

21003739 리테일매니지먼트(Retail�Management)

리테일링은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하이테크, 비지니스로 바잉과 바이어의 역할

이 점점 더 중요시 되는 시점으로, 본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보다 전문적, 통합적인 리더의 자질을 학생

들에게 함양 할 수 있다.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리테일 마케팅 전략, 재무, 구매계획, 인적관리,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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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전략, 상점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21050081 모델리즘의이해� (Understanding�of�Modelisme)

인체와 의복과의 합리적 관계를 파악하고 복식 디자인의 요소 및 원리에 입각한 3차원적 입 체구조

물로 의복을 이해하기 위해 의복구성의 요소 및 원리, 방식, 과정 등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21005903 복식미학(Aesthetics�of�Costume)

복식 구조에 대한 미적 인식 및 디자인 원리와 요소를 다루고, 복식의 형태, 색채, 재질, 유행 

등에 나타난 표현성과 상징성의 문제를 인간의 미의식과 예술철학에 관련시켜 고찰한다.

21002196 비쥬얼머천다이징(Visual�Merchandising)

테마에 의한 전개 등 머천다이징 개념이 포함된 이미지 전략으로 매장 내에서의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상품연출 및 판매연출 기법의 이론과 실제를 전개한다.

21000729 서양복식사(History� of�Western�Costume)

고대 이집트에서 현대에 이르는 서양복식의 변천을 서구 문화의 예술양식과 미적 가치관 변천에 따라 

고찰하고 미적 조형성을 분석함으로써 복식조형 창조를 위한 역사적인 안목과 미래패션의 방향을 예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2941 소재가공과천연염색(Fabric� Finishing�&�Natural�Dyeing)

소재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소재가공과 감성을 부여하는 천연염색에 대하여 학습 및 실습함으

로써 패션에 응용하고자 한다. 

21003402 월드패션필드리서치(World� Fashion� Field�Research)

현대패션을 주도해가는 세계 각 주요 도시의 생생한 현장을 멀티비디오 시각자료를  통하여 패션시장 

구조와 패션경향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각 도시마다의 실제 산업현장에서 시행되는실무중심의 패션

상품 디자인 전개과정을 터득, 이해함으로써현실적인 우리의 패션산업구조에적합한 패션상품의 창조

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한다.

21002200 의류소재평가(Quality�Variation�of�Clothing)

의류제품품질 평가 방법을 통하여,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함으로써 의류 및 소재 선택 

능력을 향상시킨다. 

21000736 의상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of�Clothing)

의복 착용을 통하여 우리는 가치관, 개성, 자아개념 등 개인의 내면의 세계를 인지하게 된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기술적 요인과 복식과의 관계를 연구하며, 의복행동과 의복선택과정을 심리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21001774 전통의상디자인(Traditional�Costume�Design)

한국전통의상의 제작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전통의상의 제도, 마름질, 구성법을 익히고, 또

한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능성, 활동성, 현대적 심미성을 고려하여 현대화된 전통의상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1000761 직물염색(Dyeing�of� Fabric)

소재에 따른 적합한 염료선택 및 다양한 기법의 염색법을 익힌 후, 자신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응용작

품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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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767 직조와설계(Weaving�&�Construction)

직기를 사용하여 기본 조직 및 여러가지 문양직물을 제직하고, 타피스트리의 기법 및 CAD 등을 실습함

으로써, 창조적인 직물문양의 설계 및 다양한 소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힌다.

21001764 컴퓨터패션디자인(Computer� Fashion�Design)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패션드로잉 과정을 학습하여 이를 패션디자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응용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함으로써 디자인 개발능력을 키우고, 산업체에서 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1001760 테일러링(Tailoring)

패턴메이킹 I,II에서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한 의복구성의 고급과정으로, 테일러링의  구성원리를 이해

하고 테일러링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작기술 및 표현기법을 익혀 실물로 제작함으로써 테일러링에 대한 

전문지식과 디자인 응용능력 및 창의성개발한다.

21002942 텍스타일표현(Textile� Expression)

텍스타일에 다양한 표현기법을 적용하여 패션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텍스타일을 표현한다. 

21001759 특수소재의상(Costume�of� Special� Fabric)

특수소재 개발에 따른 상품 디자인 및 시장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특수직물의 특성, 선택, 취급, 관리

의 방법 등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특수소재와 디자인 및 아이템을 선정하여 패턴제작, 재단, 봉

제, 마무리 등 일련의 의복구성 실습과정을 통해 특수소재 디자인 및 구성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

한다.

21003513 패션과소비자행동(Fashion� and�Consumer�Behavior)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및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다. 패션의 원리와 사회문화적인 

결정요인 등을 토대로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 및 구매행동을 이해시키고 실제로 패션마케팅 전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1002943 패션드레이핑I(Fashion�Draping� I)

인대와 머슬린을 이용하여 디자인 아이디어를 3차원적 입체형태로 표현하는 의복패턴 제작방식으로, 

인체를 기본으로 의복에 이르는 입체구성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21002944 패션드레이핑II(Fashion�Draping� II)

패션드레이핑 I에서 습득한 입체구성에 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의복 아이템 및 디자인에 따른 입체

구성 원리 및 제작기법을 학습한다.

21001776 패션디자이너스튜디오(Fashion�Designers'� Studio)

패션 흐름에 따른 복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대별로 활약한 디자이너들의 인생, 패션철학, 작품세계 

및 영감의 근원, 미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복식 창작력을 높히고 이를 패션트랜드와 접목시켜 개성적

인 창작품을 디자인하여 구성한다.

21001763 패션디자인론(Theory� of� Fashion�Design)

복식의 미적 가치를 결정하는 디자인 원리와 요소, 복식의 유행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감각을 갖추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다루며,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제시하며 복식의 구조와 장식에 대한 적용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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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754 패션디자인워크숍(Fashion�Design�Workshop)

패션문화, 패션정보 등을 통해 최신 패션디자인의 흐름을 파악하고 서양복식사에서 익힌 유형복식을 

응용하여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등 다양한 디자인 표현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전문패션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21000745 패션마케팅(Fashion�Marketing)

패션산업구조와 상품기획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패션 마케팅 산업의 구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소매점의 조직구조, 바이어의 역할, 패션 소매업의 유형과 기능을 살펴보며 패션상품기획으로서의 패션 

이미지 개발, 패션상품 구색계획, 공급원, 그리고 판매촉진책의 일환인 광고, 홍보 활동과 소비자 행동에 

관해 살펴본다. 또한 이론과 실제(field trip)를 적용하여 Fashion Marketing Map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21003400 패션명품연구(Study�of� Fashion� Luxury� Products)

Haute Couture에서 발표된 유명 디자이너들의 의상작품을 대상으로 의류 상품의 속성인실루엣, 소재, 

색채와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을 조사 분석한 후 평면 및 입체재단을 이용하여 모델링한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독창적인 패션상품을 조사 분석한 후 디자인 구성실습과정을 통해 현대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다.

21009879 패션무역실무(Fashion� International� Trade�Practices)

글로벌화되는 패션시장에서 국제시장 구조 및 동향을 조사하고, 무역에서 발생하는 계약과 자금 문제, 

수주 및 보험 등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무역 실무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다.

21002205 패션색채디자인과컬러플래닝(Fashion�Color�Designing�&�Planning)

디자인 구성요소로서의 색채의 본질과 이론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자료와 조화로운 색채구성의 실습

을 통해 미적 측면에 대한 감각을 배양함으로써 패션디자인상의 효율적인 색채적용능력을 갖추고, 또한 

이를 직물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CAD와 접목시켜 지도한다.

21001768 패션소재기획(Planning�of� Fashion�Materials)

패션소재에대한다양한정보수집능력을학습하고, 수집된정보를보다효과적으로분석하여 기획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소재의 효율적인기획이이루어지도록 한다.

21002202 패션소재정보및분석(Analysis� and� Information�of� Fashion�Materials)

섬유에 따른 패션소재의 기본특성을 학습하고, 소재스와치를 주관적 및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패션소재의 감별, 분석능력을 향상시킨다.

21001775 패션아트&디자인(Fashion�Art�&�Design)

유명 패션디자이너들의 예술적 감각, 디자인 철학과 패션 브랜드에 대한 조사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하여 패션디자인 발상에 대해 training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인 응용의 폭을 넓히

고, 이를 현대 트랜드 컨셉과 구성으로 적용하여 패션디자인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21000759 패션아트드로잉(Fashion�Art�Drawing)

패션디자인을 창작하기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인체구조에 대한 연구와 패션사진 분석을 통해 인체를 기

본적인 Fashion Figure로 전환시키고, 의복의 Detail을 자세히 묘사하여 이를 도식화,창작화로 표현하

며 개발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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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762 패션일러스트(Fashion� Illustration)

패션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인체 및 복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체의 비례와 균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복식 형태의 표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독창적인 시각적 표현능력을 배양한다. 

21003505 패션컬렉션(Fashion�Collection)

최신 패션마켓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패션의 흐름 및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고,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훈련 과정과 제작실습 과정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의류상품을 개발한다. 

21001756 패턴메이킹I(Patternmaking� I)

의복구성의 기초단계로서 보디스 및 슬리브, 스커트, 슬랙스 등 기본원형의 구성요소 및 원리를 파악하

고 다양한 의복구성법을 비교분석하여 의복제작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패턴제작 실습을 통해 

인체와 의복과의 합리적 관계를 이해한다.

21001757 패턴메이킹II(Patternmaking� II)

패턴메이킹I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의복 아이템에 따른 제작과정 단계별로 요구되는 이

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의복 아이템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도, 재단, 가봉, 봉제, 마무리공정 

등 의복 구성실습 과정을 통해 실물을 완성함으로써 스타일, 실루엣, 색채, 소재, 디테일 등 복식 디자인

요소와 구성원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의상디자인에 대한 창의성과 구성 실기능력을 개발한다.

21003504 한국복식문화연구(Research� in�Korean�Costume�Culture)

현대사회는 문화자원의 시대라 할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 '전통'은 미래를 

열어 갈 중요한 자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한국 복식문화의 흐름을 시대적 흐름과 미의식의 

정체성을 살펴서 현대 패션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으로 활용하고, 또한 우리 전통 문화의 이미지를 국

내. 외 문화행사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문화. 행사 기획연출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둔다.

21003461 현대사회와패션리더십(Fashion� Leadership� in�Contemporary� Society)

패션은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패션이 개인의 삶과 사회생

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이해시키고, 실제생활에서 패션정보를 활용하고 패션감각을 적용시켜 성

공적인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패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도록 한다.

21003398 현대패션문화와디자인(The�Contemporary� Fashion�Cultural�&�Design)

현대복식의 변천을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특히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정신세계와 미학세계

를 탐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에 응용함으로써 창의적 디자인 창

출을 목표로 한다.

/식/품/영/양/학/과/

〈교육목적〉

  식품영양학과의 교육목적은 식생활관련 학문의 기초이론을 교육하고 이를 응용하는 기술을 실천하는 전문인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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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식품영양학 16 21 37�이상 24 42 66�이상 140�이상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0800 식품학 3 3 0

가 21000767 조리원리 3 3 0

나 21000791 영양생화학및실험I 3 2 2

다 21000777 영양판정및실험 3 2 2

2학기

1학년 21000801 영양학 3 3 0

나 21000769 고급영양학 3 3 0

〃 21000786 단체급식및실습 3 2 2

〃 21000775 식품화학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0795 공중보건학 2 2 0

〃 21000784 서양음식의이해및실습 3 2 2

〃 21009912 식품생명과학 3 3 0

〃 21002007 영양생리학 3 3 0

〃 21009913 음식문화연구 3 3 0

나 21000782 발효학 3 3 0

〃 21000771 식품영양분석및실험 3 2 2

다 21000789 급식경영의이해 3 3 0

〃 21000778 식생활관리및실습 3 2 2

〃 21000781 식품가공저장학및실험 3 2 2

〃 21010025 식품영양세미나 2 2 0

〃 21000773 영양교육 3 3 0

〃 21000794 임상영양학 3 3 0

2학기

가 21000779 식품미생물학및실험 3 2 2

〃 21000780 지역사회영양학 3 3 0

〃 21000783 한국음식의이해및실습 3 2 2

〃 21050243 기능성식품소재및응용 3 3 0

성하여 인간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데 둔다.

〈교육목표〉

 식품영양학과는 올바른 식생활의 확립을 목적으로 영양학과 식품학에 관한 연구 수행을 통해 식생활의 과학화, 

합리화를 달성하고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도록 교육한다. 특히 학문발전에 공헌하며 식품영양 분야의 

기술 인력 및 여성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새로운 21세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식생활을 영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1. 식품과학과 영양과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영역을 학습한다.

2. 식생활의 과학화 및 합리화,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3.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험, 실습으로 실제 체험하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졸업학점배정표〉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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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0772 실험조리및식품평가 3 2 2

〃 21000798 영양생화학및실험II 3 2 2

〃 21050244 영양역학및실습 3 2 2

다 21050084 기능성식품과건강 2 2 0

〃 21000792 생활주기영양학 3 3 0

〃 21000790 식사요법및실습 3 2 2

〃 21000793 식품구매및유통 2 2 0

〃 21006746 식품영양과매스미디어 2 2 0

〃 21000788 식품위생학및법규 3 3 0

〃 21000797 영양사현장실습 2 0 4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0769 고급영양학(Advanced�Nutrition)

기초 영양학을 토대로 하여 영양소 간의 균형, 상호관계, 질의 평가 및 각각의 영양소의 생물학적 대

사를 중심으로 최신 영양 문제를 취급한다. 특히 본 교과는 식사요법 및 임상영양학 관련 지식 습득에 

필요한 선행 과목적 성격을 가진다.

21000795 공중보건학(Public�Health)

식품위생, 환경위생에 관한 일반이론과 음료수, 하수, 공기의 위생 및 방사성오염과 보건에 관하여 강의

한다. 

21000789 급식경영의이해(Understanding�Food� Service�Management)

단체급식관리에 있어서 경영관리, 사무관리, 작업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 급식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의 연관관계를 이해하며 근무자들의 협력하에 급식경영의 과학화를 위한 관리방법을 연구하

고 능력을 습득케 한다.

21050084 기능성식품과건강(Functional� Food�&�Health)

성인병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다

양한 기능 식품이 개발, 생산,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 기능성 식품의 종류, 제조, 관리, 기능성, 영양표시

등이 미흡하여 이에 관련된 합리적인 정보를 교육하고 연구케 한다.

21050243 기능성식품소재및응용(Functional� Food� Ingredients� and�Applications)

건강과 성인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을 소재로 만든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식물, 동물 및 미생물 유래의 주된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한 특성을 전문적으

로 교육하고 최신문헌을 통하여 이들 기능성 식품의 개발, 효능평가 및 산업화 방안을 연구케 한다.

21000786 단체급식및실습(Group�Feeding�and�Experiment)

다량취사를 위한 영양관리, 식품관리, 식단작성, 작업관리, 시설설비관리, 위생관리, 사무관리, 인사관리 

등과 영양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실습을 통하여 실제로 계획하고 기구의 취급법을 습득한다. 

21000782 발효학(Fermentology)

미생물인 곰팡이, 효모 및 세균 등을 이용하여 식품의 가공, 발효, 제조 및 식량자원의 개발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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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다. 

21000792 생활주기영양학(Nutrition�Throughout� Life�Cycle)

인간에게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각각의 시

기에 맞는 생리학적, 임상학적, 영양학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인간이 처음 생명을 얻는 단계인 태아기에서 

시작하여, 임신기, 수유기,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순서로 구성하여 각 시기

별로 독특한 생리, 영양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영양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1000784 서양음식의이해및실습(Understand� and�Practice� in�Western�Food�Preperation)

서양음식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서양음식에 사용되는 식품의 취급과 조리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식품

의 이화학적 변화를 터득하게 하고 모든 음식의 합리적인 소비방법과 식사예절 등을 지도한다.

21000790 식사요법및실습(Diet� Therapy�and�Prcatices)

각종 질병상태에 있어서의 영양원리를 이해하는 이론적인 면과 질병에 대한 적절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면을 공부하는 학문으로 신속한 건강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특수 치료식이를 계획

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 및 실습한다.

21000778 식생활관리및실습(Meal�Management�and�Practices)

식생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조리방법과 식단계획을 이행하는 법을 실

습을 통하여 경험한다. 

21000781 식품가공저장학및실험(Food�Processing�and� Laboratory)

식품의 가공 및 저장에 관해 이론 및 실험을 병행하며, 식품 재료의 가공처리와 가공식품의 취급, 저장, 

유통, 소비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한다. 

21000793 식품구매및유통(Food�Purchasing�and�Distribution)

급식관리에 있어 식품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합리적인 구매관리를 위하여 식품분류에 따른 식품감별법,

구매방법,계약방법,구매활동,저장관리,원가계산등을습득케 한다.

21000779 식품미생물학및실험(Food�Microbiology�&� Laboratory)

식품에 관련되는 미생물의 생육 및 생리적 및 이화학적 성질을 연구하고, 이의 식생활의 이용을 규명하

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을 병행한다.

21009912 식품생명과학(Food� Life�Science)

식품생명과학은 미생물이나 그들이 생산하는 유용한 물질을 식품산업에서 이용하기 위한 기초이론 및 

응용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분자유전학의 발달로 이를 식품산업에 적용하는 식품생명과학

이 산업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 식품생명과학의 전반적인 범위와 목적을 

이해시키며 그 내용 및 전망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21006746 식품영양과매스미디어(Massmedia� in� Food�&�Nutrition)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및 영양정보'에 대한 사회의 지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대중 

매체에서의 식품 및 영양정보 프로그램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식품영양 전문 언론 

정보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식품영양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

할 등에 대해 강의한다.

21000771 식품영양분석및실험(Food� and�Nutrition�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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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에 함유된 미량, 다량 영양소 및 첨가제 등의 정량, 정성 분석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험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다. 

21010025 식품영양세미나(Seminar� in� Food�&�Nutrition)

식품 영양학계의 근대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최근에 간행되는 학술지와 참고 서적 등을 선정하여 강독

케 하며 요약, 발표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토의한다. 

21000788 식품위생학및법규(Food�Safety�&� Law)

식품이 매개하는 전염병, 자연독 및 화학적 식중독, 식품첨가물, 환경오염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의하고 식품위생관련법규를 학습한다. 

21000800 식품학(Food� Science)

이 과정은 식품화학, 성분분석, 영양 및 미생물, 그리고 가공 및 저장과 같은 식품에 관련된 분야를 모두 

다루는 기초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식품의 성분, 식품의 이화학적 성질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식품의 중요성 등을 이해하게 된다. 

21000775 식품화학(Food�Chemistry)

식품의 구성 성분과 식품을 가공, 저장, 조리할 때 일어나는 성분 변화를 이화학적으로 연구

한다. 

21000772 실험조리및식품평가(Experimental�Cookery� and�Food�Evaluation)

조리결과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식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연습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000773 영양교육(Nutrition�Education)

영양교육의 개념, 영양사의 기능, 일반인과 특수대상인에 대한 영양지도, 영양조사법 등을 공

부하여 영양사로써의 실무능력을 기른다.  

21000797 영양사현장실습(Dietetic� Internship)

영양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반산업체, 병원, 학교, 보건소, 건강센터 등에서 영양사 업무실습을 2주 이

상 수행하는 과목으로서 영양사면허시험 응시자를 위한 필수과목이다.

21002007 영양생리학(Nutritional�Physiology)

영양생리학은 식품을 섭취하는 주체인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각 기관별로 심도 있게 학습함으로써 

영양소 섭취를 통한 건강과 생명 유지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화기계, 호흡

계, 순환계, 면역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 등의 기능을 통해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며 영양소가 생명 유지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학습한다. 

21000791 영양생화학및실험I(Nutritional� Biochemistry� and�Experment� I)

생화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구조 및 기능,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 등을 학습한다. 여러 

영양소들이 체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통하여 합성, 분해되며 서로 다른 영양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일반화학, 유기화학, 기초 영양학, 생리학 등의 

선수 과목이 요구되며 최신의 생명과학분야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접하게 되고 다음 학기 영양생화학

및실험II으로 이어진다. 

21000798 영양생화학및실험II(Nutritional� Biochemistry� and�Expermen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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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 및 실험의 연속 과목이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의 체내 합성 과정과 분해 과정을 총괄적

으로 학습한다. 따라서 영양소의 총체적인 대사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whole body level에서의 각 기관

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통한 생명 유지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21050244 영양역학및실습(Nurtirional� Epidemiology� and�Practice)

인구 집단의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결정요인로서 영양문제와 식이를 이해하고 공부한다. 인구 집단에서 

영양문제와 건강상태/질병과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실습하여 영양역학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21000777 영양판정및실험(Nutritional�Assessment)

영양상태 판정과 관련된 기초 이론을 공부하여 이를 기초로 영양상태 판정을 위한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임상조사, 식이섭취조사 방법을 습득한다.

21000801 영양학(Nutrition)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이들 영양소가 지니고 있는 각각의 생리적 

기능과 영양소의 급원 식품, 영양과 관련된 질병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과 비타

민, 무기질, 물, 비영양 화합물 등에 관한 기초적 이론과 함께 최신의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식품영

양 전공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이론을 학습한다.  

21009913 음식문화연구(Research�on� Food�Culture)

세계 각국의 민족음식 등의 음식문화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음식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21000794 임상영양학(Clinical�Nutrition)

영양결핍 및 과잉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병리학적 상태를 이해하고 질병을 치료시 수반되어야 하는 

영양관리의 제반사항을 공부한다.

21000767 조리원리(Principles� of� Food�Science)

각종 식품재료의 성분 성질을 파악하여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반응에 대한 실험과 검토를 통하

여 모든 음식의 조리 과정을 합리적인 조리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지식을 준다. 

21000780 지역사회영양학(Community�Nutrition)

지역 사회의 영양 실태를 파악하고 영양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영양개선활동을 계획하고 실천

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21000783 한국음식의이해및실습(Understand� and�Practice� in�Korean� Food�Preperation)

한국조리의 전통성을 중심으로 식품에 관한 과학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조리중에 일어나는 제반 

현상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조리의 합리성을 이해한다. 



/4/
사 회 과 학 대 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홍보광고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사회심리학과

교 육 목 표

1. 정치외교학․행정학․정보방송학 및 홍보광고학에 대한 이론을 철저하게 교육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여성

인력을 배양한다.

2. 전문지식과 함께 정치외교학․행정학․정보방송학 및 홍보광고학의 실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

여 봉사할 수 있는 실천적 여성인재를 기른다.

3. 전공교육과 함께 폭넓게 교양과목을 교수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구비한 여성 사회과학인을 육성한다.

4.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감각과 시대적인 흐름에 익숙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통일화시대의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진취적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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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2307 정치외교학개론 3 3 0

가 21003365 비교정치론 3 3 0

나 21000847 정치학방법론 3 3 0

다 21001842 한국정치론 3 3 0

2학기
1학년 21000836 국제정치학 3 3 0

다 21003882 근현대정치사상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나 21004089 한중일학생세미나워크샵 3 3 0

1학기

가 21003358 세계화의이해 3 3 0

〃 21009867 일반사회교육론 3 3 0

〃 21000862 정보화와정치과정 3 3 0

〃 21003363 정치고전읽기 3 3 0

나 21000863 국제기구와세계정치 3 3 0

〃 21003381 국제정치경제론 3 3 0

〃 21003741 근대국제관계사 3 3 0

〃 21003376 미국외교정책 3 3 0

〃 21003377 북한의정치와외교 3 3 0

〃 21001979 비교정치특강 3 3 0

/정/치/외/교/학/과/

〈교육목적〉

  정치외교학과의 교육목적은 변화하는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목표〉

1. 국제사회와 국내정치의 연계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정치적 현상들과 변화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logical mind)를 갖도록 교육한다.

2. 고전과 역사 교육을 통해 과거의 교훈들을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와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열린 학습과 다양한 체험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고, 이념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른 이웃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common value)를 창출할 수 있는 존경받는 민주적 시민(democratic citizen)으로 교육한다.

4.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국경을 초월한 인류보편가치를 추구하며,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희생

과 나눔의 철학을 지닌, 섬기는 지식인(service minded intellectual)이 되도록 교육한다. 

5. 각종 학술 대회나 인턴십 등의 기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개발하게 하고, 멘토링의 기회를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역량개발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정치외교학 16 21 37�이상 18 36 54�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308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308 -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 21003122 유럽과유럽정치 3 3 0

〃 21001844 인권과정의 3 3 0

〃 21003382 중국의정치와외교 3 3 0

다 21000841 고대·중세정치사상 3 3 0

〃 21000850 국제관계이론 3 3 0

〃 21003876 국제안보론 3 3 0

〃 21000865 동남아시아의이해 3 3 0

〃 21010049 정치경제론 3 3 0

〃 21003384 정치심리학 3 3 0

2학기

가 21000856 여성과정치 3 3 0

〃 21000858 외교정책의이해 3 3 0

〃 21050147 일반사회교수법 3 3 0

〃 21000855 정치발전론 3 3 0

나 21003740 계량정치분석 3 3 0

〃 21050148 논리및논술(일반사회) 3 3 0

〃 21000868 동북아국제정치 3 3 0

〃 21003881 미국정치론 3 3 0

〃 21001843 선거와정당 3 3 0

〃 21003401 아프리카정치론 3 3 0

〃 21000866 엘리트와대중 3 3 0

〃 21001847 일본의정치와외교 3 3 0

〃 21003371 지역연구특강 3 3 0

〃 21000840 한국외교정책론 3 3 0

〃 21003742 현대국제관계사 3 3 0

〃 21003743 환경정치학 3 3 0

다 21003403 국제정치특강 3 3 0

〃 21003404 러시아·중앙아시아정치와외교 3 3 0

〃 21003636 전략정보론 3 3 0

〃 21050006 정치사상특강 3 3 0

〃 21003405 정치커뮤니케이션과여론 3 3 0

〃 21050110 합리적선택과정치현상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740 계량정치분석(Quantitative�Analysis� in� Political� Science)

정치현상의 통계학적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초급 추

론통계(inferential statistics)에 관한 기본 지식 획득과, 계량화된 데이터를 통계패키지를 이용해서 분

석하는 훈련을 겸한다.

21000841 고대·중세정치사상(Ancient� and�Medieval� Political� Thoughts)

서양정치사상의 흐름의 시작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정치사상을 사상가별로 고찰한다. 정치

사상의 뿌리를 이해하고 특히 각 사상가의 정치 및 사회질서에 대한 이해, 지배의 근거, 엘리트의 대중

관 및 대중의 엘리트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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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850 국제관계이론(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이론의 중요한 접근법과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국제관계학자들

의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21000863 국제기구와세계정치(International�Organization�&�World� Politics)

국제기구의 발전과정, 특히 국제연합(UN)하의 다양한 기구와 기능들을 숙지하고 기타 정부간 기구

(IGO)의 구성과 역할에 관해 공부한다. 21세기 위기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개혁안들에 대해

서도 검토한다.

21003876 국제안보론(International� Security)

다양한 유형의 국제분쟁 발생 원인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 테러리즘 등 국제안보 현안들에 관한 주제들을 다룬다. 전통적인 안보 개념 이외에 인간안

보, 자원안보, 환경안보 등의 주제도 함께 다룬다.

21003381 국제정치경제론(Theories�of� International�Political� Economy)

국제정치경제라는 새로운 영역의 다양한 접근법과 이론들을 소개하며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복

합적 상호의존의 상태에서 국제금융, 국제무역, 국제통화 정책의 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공부한다.  

21003403 국제정치특강(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Relations)

국제정치의 최근 경향, 특수한 주제 또는 이론,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국제정치학의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21000836 국제정치학(Introduction� to� International�Politics)

국제정치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힘, 국가이익, 국제체계, 동맹 등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세력균형이론이나 힘의 전이이론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이론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소개하고 지구

정치가 안고 있는 주요한 현안들을 연구한다. 

21003741 근대국제관계사(History� of�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이 성장해온 주요한 패턴과 과정들을 이해

하고, 동시에 동서간의 문명교류사와 구한말 이후 한반도 주변국의 서구 열강들과의 교류사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한다.

21003882 근현대정치사상(Modern� and�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서양정치사상의 흐름을 근대 사상의 시작부터 현대까지 다룬다. 중요한 개념과 철학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에서 사상가별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상의 출현에 대해 수용과 거부의 역학관계를 

연구한다. 정치 및 사회질서에 대한 이해, 지배의 근거, 정의, 자유, 평등 가치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21050148 논리및논술(일반사회)(Essay� in� Social� Studies)

일반사회 교과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을 익히고 이와 관련된 논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1000865 동남아시아의이해(Understanding� Southeast�Asia)

동남아연합(ASEAN)에 소속된 국가들의 정치구조 및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평화와 경

제발전 을 위한 아세안(ASEAN)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할을 평가하고 중국, 미국, 일본 등 역외 국가

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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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868 동북아국제정치(International�Relations� in�Northeast�Asia)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들과 한국과의 국제관계 전반을 다룬다. 동북아지역 내 동맹의 변화과정과 다자주

의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며 한반도 통일문제나 21세기의 한국의 국가전략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21003404 러시아·중앙아시아정치와외교(Politics� in� Russia� and�Central�Asian�Countries)

본 강좌는 구소련 정치·외교의 역사, 소련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정치·외교의 변화와 지속성,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정치·외교에 관한 주요 쟁점을 학습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003376 미국외교정책(American� Foreign�Policy)

본 강좌는 미국의 남북전쟁시기로부터 출발하여 미국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하는지 그 팽창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의 독특한 외교정책 구조와 과정들을 이해하게 하고, 

또한 각 행정부가 미래의 도전에 대처해나가기 위해 어떻게 외교정책을 변화시켜나가는 지를 이해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중 미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문서들과 모든 대통령

들의 취임연설을 읽게 된다.

21003881 미국정치론(American�Politics)

미국 국내정치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학의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배우고 이를 

통해 미국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미국의 건국배경, 사회경제학적 특징, 정당, 선거는 

물론 최근 미국 경제, 환경, 교육, 외교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으며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의 해결책이 있는지를 분석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21003377 북한의정치와외교(North�Korean�Politics� and� Foreign�Policy)

북한정권의 성장과정과 주요 특징, 그리고 북한 외교정책의 장단점들을 분석하며 특히 북한 핵위기 이

후의 생존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21003365 비교정치론(Comparative�Politics)

비교정치의 기초개념과 주요 이론들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간, 사회간, 또는 문화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

21001979 비교정치특강(Special� Topics� in�Comparative� Politics)

비교정치의 다양한 최근 경향과 특수한 주제나 이론,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며, 다양한 사례연

구 등을 통해 비교정치 전반에 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21001843 선거와정당(Election� and�Party� Politics)

현대 민주주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와 정당의 기능과 역할과 더불어 다양한 선거와 정당 

제도의 장단점을 국가비교를 통해 연구한다. 나아가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현대 정당의 특징과 역할의 변화를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이해한다. 

21003358 세계화의이해(Understanding�Globalization)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모습과, 세계화와 연관된 주요 쟁

점들을 학습함으로써 국제관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21003401 아프리카정치론(African�Politics)

상대적으로 소외된 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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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한다.

21000866 엘리트와대중(Elites� and�Masses)

정치와 사회와의 관계를 권력의 분포, 행사 및 변동을 통해서 검토한다. 대표적 권력이론들을 고찰하고, 

현대사회의 정치 및 사회현상의 분석과 이해에 적용한다. 분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실제 정치, 사회, 문

화의 영역을 매개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 및 연구와 발표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대중문화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권력관계를 연구할 수 있다.

21000856 여성과정치(Women�and�Politics)

정치 및 사회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국가별로 비교하며 여성의 정치참여와 권한 증대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21000858 외교정책의이해(Theory�&�Practice� in� Foreign�Policy)

동맹외교정책, 경제외교정책, 군사외교정책, 국제기구 외교정책 등 다양한 외교정책의 종류와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관련한 이론 및 접근법들을 공부하며, 주요 국가들의 실제 사례들을 비교 연구하고, 특히 

시민사회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1003122 유럽과유럽정치(Politics�&�Government� in� Europe)

전통적 강대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 스위스 등 군소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국

민형성의 역사, 권력구조 및 정치과정, 유럽통합의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고, 최근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적 쟁점들을 논의한다.

21001844 인권과정의(Human�Rights� and� Justice)

이 과목은 인권의 개념, 논쟁점, 보편적 가치로서의 요소 등에 대해 학습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인권을 

이해하며, 적극적인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

에서 드러나는 인권 관련 이슈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21050147 일반사회교수법(Teaching� Techniques�of� Social� Studies)

일반사회 교과의 교재 분석, 수업안 작성, 다양한 교수법 학습 등을 통해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

21009867 일반사회교육론(Teaching�Methods�of� Social� Studies)

일반사회 교과의 역사적 배경, 목표를 학습하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1001847 일본의정치와외교(People�and�Politics� in� Japan)

근대 일본의 국가형성과 제국주의-군국주의의 역사적 전개, 정치문화, 정치인-관료, 재계로 구성된 일

본의 권력구조 및 정치과정,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대변되는 1955년 체제의 붕괴

와 최근의 정치경제체제 개혁, 일본의 대외정책 등을 소개한다.

21003636 전략정보론(Theory�of� Strategic� Intelligence)

21세기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정보로부터 기업 정보까지 정보의 발굴

과 보안의 유지, 정보와 정책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각국의 정보구조와 특징들을 비교 연구한다.  

21000862 정보화와정치과정(Information�Society�&�Political� Process)

정보화, 정보사회의 개념을 소개하고, 정치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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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또 첨단기술이 미래의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

하고, 바람직한 정치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21010049 정치경제론(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의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이며 한 단계 나아가 이러한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여 정치

제도와 행태를 분석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03363 정치고전읽기(Reading�of� Political�Classics)

동서양 및 한국의 정치고전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배우며 고전 속에 담긴 정치의 기본원리를 터득한다. 

이 강의는 team teaching으로 진행된다. 

21000855 정치발전론(Political�Development)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정치, 경

제, 사회적 문제와 발전문제를 다룬다.

21050006 정치사상특강(Special� Topics� in�Political� Theory)

새로운 정치 현실에 따라 등장하는 정치사상적 가치나 증거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치사상의 개념과 이론을  학습한다. 최근 이슈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21003384 정치심리학(Political� Psychology)

심리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정치학적 현상 특히 엘리트와 시민들의 정치적 행동과 의견형성을 분석하는

데 적용하는 분야이다. 본 과목은 정치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접근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

해 다양한 이론들과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여론형성이나 정치행동분석에 활용한다.

21002307 정치외교학개론(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정치학 전반에 걸친 기본이론을 강의한다. 정치외교학 본질론, 정치외교학 연구방법론, 정치상황론, 정

치권력론, 정치형태론, 정치과정론 등을 학습한다.

21003405 정치커뮤니케이션과여론(Political�Communication�and�Public�Opinion)

여론 형성 과정과 매스미디어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여론정치에 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의 여론헝성과 변화에 대한 역할과 선거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21000847 정치학방법론(Scope� and�Methods�of�Political� Science)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들과 방법들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과학철학, 개

념, 모델, 가설, 이론, 패러다임 등의 과학적 분석의 기초 개념들과, 과학적 설명의 논리 및 비교방법과 

사례연구 등의 질적 분석방법을 다룬다. 

21003382 중국의정치와외교(Chinese� Politics� and�Foreign�Policy)

중국의 4세대 지도자들의 특징과 민주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21세기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 중국의 

외교안보전략을 분석한다. 

21003371 지역연구특강(Special� Topics� of� Regional� Studies)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폭넓게 접근한다. 정치, 경제, 사

회, 외교, 안보의 주요현안들을 다루며 지역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적인 교류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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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840 한국외교정책론(Korean� Foreign�Policy� :� Theory� and�Practice)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 변천과정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분석한다. 특히 역사적, 지정학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주요 현안들을 분석하고 전망하며 한국외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21001842 한국정치론(Politics� and�Government� in�Korea)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입각한 한국정치의 여러 문제점들을 공부하며,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책들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004089 한중일학생세미나워크샵(China, Japan� and� Korea� East� Asian� Studies� Program)

본 과목은 한중일 대학생교류사업 참가자 9명을 위해 준비된 세미나이다. 수업은 수강생을 한, 중,

일 3국의 학생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3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해당 3국 및 지역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실시하며, 각 소집단은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기말에 개최될 한중일 세미나에서 

발표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세미나는 일반에 공개될 것이다.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여러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서울에서 실시될 다양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에 참

가하게 될 것이다.

21050110 합리적선택과정치현상(Rational�Choice�Approach� to� Political� Phenomena)

결정이론, 게임이론, 사회선택이론 등 인간 행동의 합리성 가정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 접근법을 통해 

투표, 선거, 집단행동, 국제분쟁, 국제제도 등의 다양한 정치적 현상을 분석한다. 

21003742 현대국제관계사(History� of�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탈냉전 시기까지의 국제관계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들을 고찰한다. 냉전의 기

원과 전개과정, 한국전쟁, 탈식민지화, 베트남전쟁, 중소분쟁, 중동분쟁, 데탕트, 제2냉전, 냉전의 종식, 

탈냉전기의 주요 사건 등의 고찰을 통해 현재 국제관계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743 환경정치학(Environmental� Politics)

오늘날 지역, 국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는 

바, 환경문제의 정치 의제화, 환경정치의 다양한 철학적 접근, 환경문제와 국내정치, 환경문제와 이익집

단 정치 및 정당정치, 환경문제의 국제정치화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행/정/학/과/

〈교육목적〉

  행정학과의 교육목적은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를 통한 정책능력 및 관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부부

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발전을 주도할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행정학전공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주도할 여성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1.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이성적 창의력과 감성적 창의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관리능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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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0921 지방행정론 3 3 0

〃 21000915 행정조직론 3 3 0

2학기

〃 21000914 인사행정론 3 3 0

〃 21000917 재무행정론 3 3 0

〃 21000918 행정철학 3 3 0

나 21003880 미래연구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다 21000943 주택정책 3 3 0

1학기

가 21002174 전략기획론 3 3 0

〃 21001857 정부학개론 3 3 0

〃 21002173 창의성과시스템사고 3 3 0

나 21000922 관료제도론 3 3 0

〃 21000931 규제행정론 3 3 0

〃 21002451 정보사회와인간관계관리론 3 3 0

나 21000940 지역사회개발론 3 3 0

다 21002634 도시정부론 3 3 0

〃 21000925 복지행정론 3 3 0

〃 21002452 정부와NGO 3 3 0

〃 21000926 행정계량분석 3 3 0

〃 21000938 행정학방법론 3 3 0

2학기

가 21000919 정책학개론 3 3 0

〃 21000923 한국정부론 3 3 0

〃 21001854 행정조사방법론 3 3 0

나 21000932 국제행정론 3 3 0

〃 21001855 권력과리더십론 3 3 0

〃 21000928 도시행정론 3 3 0

〃 21000920 비교행정론 3 3 0

〃 21000942 정보체계론 3 3 0

다 21050172 공공관리론 3 3 0

〃 21000937 의회행정론 3 3 0

미래지향적 여성인재를 육성한다.

2.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재한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맡은바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필요로 하는 유능한 여성인

력을 양성한다.

3. 공익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4. 국제적 감각을 갖춘 행정전문인력을 배양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행정학 16 21 37�이상 18 42 6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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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0936 정책분석론 3 3 0

〃 21000933 한국행정론 3 3 0

〃 21000935 행정학연습 3 3 0

〃 21000944 환경행정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50172 공공관리론(Public�Management)

공공관리의 개념과 동향, 전통적 행정과 공공관리의 비교 등 공공관리의 기초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공공조직의 상층부에서 이루어져야하는 효과적인 관리기법들을 성과관리에 대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이론과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21000922 관료제도론(Theories� of� Bureaucracy)

관료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현대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작용하는 관료의 기능과 형태 및 제반 문제점, 

새로운 모색 등을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21000932 국제행정론(International�Administration� )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역할 및 행정문제, 신경제질서를 둘러싼 남북문제 등 특수한 행정

과제를 한국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연구한다. 

21001855 권력과리더십론(Power� and� Leadership)

본 교과목은 권력과 리더십을 통해 조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관해 초점을 두고, 조직

에서 권력의 성격, 권력의 원천,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 등과 리더십의 본질,리더십의 

상호영향력과 그 과정,권력과 리더 효과,리더십 특성과 기술,리더십 행동과 관료활동, 리더십 효과의 

상황이론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 응용분야를 학습한다. 

21000931 규제행정론(Regulatory�Administration)

정부역할의 시대적 변천과 규제행정의 개념,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본 규제의 효과, 규제기관의 조직 

및 행태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함께 습득한다. 

21002634 도시정부론(Urban�Governance)

(외국어강의)‘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되는 도시의 제도, 관행, 이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인간의 관계, 도시화와 이념의 변천, 도시제도의 구축, 도시서비스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들을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21000928 도시행정론(Urban�Administration)

도시의 효과적·효율적 관리와 도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행정의 개념과 연원을 소개하고 도 

시발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며, 도시의 구조와 광역행정시스템, 도시공공서비스에 

대해 이론과 실제를 통해 논의한다.

21003880 미래연구(Futures�Studies)

급격한 기술개발은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미래의 여러 가능

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리더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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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래에 대한 적응력과 예측력, 직관력 및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 지식을 습득하

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탐구한다.

21000925 복지행정론(Public�Welfare�Administration)

사회복지의 역사 및 사회복지와 사회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보장 분야 및 사회복지관련 과제를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논의한다. 

21000920 비교행정론(Comparative�Public�Administration)

비교행정연구의 역사, 이론, 접근법 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체제간의 유사점, 상이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행정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한다. 

21000937 의회행정론(Legislative�Administration)

의회의 역할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입법부의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조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론

적 기초와 접근방법 및 이를 토대로 한 실무분석을 지도한다. 

21000914 인사행정론(Public� Personnel�Administration)

인적 자원의 관리 양식이 전개되어 온 역사적 과정과 현대 인사행정 과정상의 제반이론을 학습하고, 

실제상황에 대한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21000917 재무행정론(Government�Budgeting�and� Finance)

정부세입·세출예산의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21002174 전략기획론(Strategic� Planning)

기획이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형성된 전략

기획론의 기본요소와 과정을 학습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공공부문은 물론 비영리조직 및 민간조직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21002451 정보사회와인간관계관리론(Management�of� Relations� and�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관계 관리 기술과 능력을 개선하는 능력 배양과 조직 행태 맥락에서의 체계적인 

이론 연구를 위한 과정이다. 

21000942 정보체계론(Information�System)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정보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논의

한다. 정보체계를 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사례를 통해 기본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함양한다. 

21002452 정부와NGO(Government�and�NGOs)

NGO의 의미와 기능과 이슈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개념과 이론, 그리고 다양한 관점 및 시민 사회와의 

관계를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21001857 정부학개론(Introduction� to�Governance)

변화하는 환경속에서는 국가를 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전통적인 행정학이 상정하고 이

해해 왔던 국가관리의 틀을 깨고 정보사회의 초점과 관점에서 국가관리의 원리와 좌표를 새롭게 규명해 

나가기 위한 기초 이론을 소개하고 필요한 기본 용어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1000936 정책분석론(Public� Policy�Analysis)

정책분석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본 논리와 각종 정책기법 및 정책분석에 필요한 지원체제와 윤리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이해시키며 실제상황에의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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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919 정책학개론(Introduction� to�Public�Policy)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형성,집행,평가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표로 개념적,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고 사례를 통한 연습을 한다. 특히 정치적인 면과 분석적인 면을 동시에 부각시켜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강조한다.

21000943 주택정책(Housing�Policy)

주택과 관련된 제 이론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주택정책의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주택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1000921 지방행정론(Local�Administration)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특성,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 지방행정과 주민과의 관계, 자치권, 사무배분, 구

역, 지방재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지방의 발전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탐구한다.

21000940 지역사회개발론(Regional�Development)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개발을 위한 제 이론과 전략을 소개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의 지역개발정책을 분석한다. 

21002173 창의성과시스템사고(System�Thinking� and�Creativity)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 즉, 시스템사고를 제시한다. 시스템의 인과관계와 피드백구조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길러준다.

21000923 한국정부론(Korean�Government)

정부론에 관한 일반이론을 학습하고, 한국정부의 구성형태, 기능 그리고 역동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행정 및 국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21000933 한국행정론(Korean�Public�Administration)

한국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한국행정의 현위치 및 문제점을 검토한 뒤, 한국행정학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21000926 행정계량분석(Quantitative�Method� for� Public�Administration)

행정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서, 자료의 정리와 요약, 분포의 특성, 확률

의 이론과 분포, 추정, 가설검정, 상관회귀분석, 분산분석, 비모수통계 등을 다룬다.

21001854 행정조사방법론(Research�Method� in� Public�Administration)

행정현상을 정확히 관찰, 분석하여 엄격한 행정이론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사기법들을 학습하고 그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1000915 행정조직론(Organization�Theory� of� Public�Administration)

조직 내의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그리고 조직전체 수준의 이론을 두루 다룬다. 개인수준으로 학습, 지  

  각, 태도, 성격, 동기유발, 의사결정 등을 다루고, 집단수준으로 집단의 성격, 유형, 구조, 권력, 리더십, 

갈등 등을 다루며, 조직전체수준으로 조직목표, 조직구조, 조직환경, 조직분화 등을 다룬다.

21000918 행정철학(Philosophy�of� Public�Administration)

행정의 본질을 규명하고, 행정현상을 비판적으로 재인식함으로써 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기본

가치를 식별해내고, 행정인의 윤리적 문제를 철학적 입장에서 분석·종합한다. 

21000938 행정학방법론(Research�Methodology� for�Public�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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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1829 광고원론 3 3 0

2학기 〃 21000978 PR원론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다 21000994 현장실습 3 2 1

1학기 〃 21003215 광고카피론 3 2 1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제 방법론을 과학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소개

함으로 써 주제에 맞는 연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1000935 행정학연습(Practicing� Public�Administration)

저학년에서 익힌 제반 지식을 토대로 실제 행정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유형별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21000944 환경행정(Environmental�Policy)

환경과 관련된 제 이론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

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홍/보/광/고/학/과/

〈교육목적〉

  홍보광고학과의 교육목적은 홍보 및 광고관련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교육하여 21세기 고도정보 사회가 요구

하는 홍보 및 광고분야의 여성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1. 21세기 고도산업 사회에 있어서 설득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홍보, 광고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광고이론, 홍보이론, 공중관계이론, 소비자행동, 매체기획 등 다양한 홍보, 광고분야의 이론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3. 홍보 캠페인 실습, 광고 실제 제작방법을 교습하여 실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4. 홍보광고와 관련성이 깊은 정보방송 및 마케팅 시각 디자인 분야와의 유기적인 학제간 교육을 통하여 홍보, 광고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5. 산학협동 차원에서 홍보광고학 관련분야에 지속적으로 이론 배양과 공동연구 작업을 통해 홍보광고학 교육의 산실

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홍보광고학과 16 21 37�이상 6 48 54�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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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 21000981 광고캠페인기획론 3 3 0

〃 21000995 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 3 3 0

〃 21000989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 3 0

〃 21003928 매스컴영어 3 3 0

〃 21003923 브랜드커뮤니케이션 3 3 0

〃 21000988 설득커뮤니케이션 3 3 0

〃 21003666 인쇄광고제작실습I 3 2 1

나 21001830 광고심리학 3 3 0

〃 21000984 매체관계 3 3 0

〃 21003667 영상광고제작실습I 3 2 1

〃 21000992 이벤트기획 3 2 1

〃 21003632 통합미디어플래닝실습 3 0 3

〃 21003216 홍보캠페인실습 3 2 1

〃 21003924 PR기획론 3 3 0

〃 21003418 PR라이팅 3 2 1

다 21000996 국제PR론 3 3 0

〃 21003420 리더십과조직커뮤니케이션 3 3 0

〃 21004011 소셜미디어PR론 3 3 0

〃 21000980 PR사례분석 3 3 0

2학기

가 21001978 광고와소비자행동 3 3 0

〃 21001003 사진론 3 2 1

〃 21003424 엔터테인먼트PR 3 3 0

〃 21003634 인쇄광고제작실습II 3 2 1

〃 21003633 카피라이팅실습 3 2 1

나 21003217 광고캠페인실습 3 2 1

〃 21000997 국제광고론 3 3 0

〃 21000979 기업PR론 3 3 0

〃 21003422 뉴미디어광고론 3 3 0

〃 21001001 사내외홍보물제작 3 2 1

〃 21003635 영상광고제작실습II 3 2 1

〃 21003421 통합미디어플래닝개론 3 3 0

〃 21003631 헬스커뮤니케이션PR 3 3 0

〃 21000991 홍보및광고조사방법론 3 3 0

다 21003419 온라인PR 3 3 0

〃 21000982 위기관리론 3 3 0

〃 21003155 프레젠테이션기법과실습 3 2 1

〃 21000993 PR세미나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830 광고심리학(Psychology� in�Advertising)

본 과목은 심리학적인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광고를 조명해 봄으로써, 인간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원리

와 광고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적 접근이나 사회심리학의 발달은 광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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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심리학적 지식이 광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21001978 광고와소비자행동(Advertising�&�Consumer�Behavior)

기업 광고활동의 주목적은 주 대상이 되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증진에 있다.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외적/환경적 요소(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 등)와 소비자의 개인적인 

내적/외적 요소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광고와 소비자행동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21001829 광고원론(Introduction� to�Advertising)

광고산업의 현황과 조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광고가 갖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개관을 하는데 중점을 두며, 특히 광고의 발전사, 광고대행사의 조직과 역할, 광고와 소비자행

동, 광고제작과정, 구내외 광고계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광고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기초지식을 

제공하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21003215 광고카피론(Advertising�Copywriting)

카피라이터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카피이론, 카피작성 기법 등 카피라이팅의 전반을 이해한다. 즉 

광고의 표현전략에서부터 표현컨셉 개발, 아이디어 발상, 전략적 어프로치등 카피라이팅의 기본원리를 

이론강의 및 사례분석을 통해 습득하게 한다.

21000981 광고캠페인기획론(Advertising�Campaign�Planning)

광고캠페인 기획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광고캠페인 기획서 작성 방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마케팅과 광고를 둘러싼 상황 분석방법, 즉 시장, 제품, 소비자, 경쟁사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IMC 차원에서의 광고전략 수립, 크리에이티브 접근방법, 세계 유명 광고회사의 전략모델, 

애드브리프 작성법, 광고캠페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광고캠페인 기획의 전반을 이해하게 한다

21003217 광고캠페인실습(Advertising�Campaign�Practice)

실제 캠페인의 실무를 경험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광고캠페인의 국내외 사례와 실제 클라이언트

의 상황에 근거하는, 기획을 시도한다. 그리고 기획된 내용에 맞춰 제작과 실행까지도 가능한 부분은 

직접 행동에 옮겨본다.

21000997 국제광고론(International�Advertising)

국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와 조직을 중심으로 광고의 포괄적인 범위를 다룬다. 특히 표준화 전략과 지

역화 전략의 적용,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에서의 전략적 차이 그리고 이들 시장에서의 적절한 전략개발 

등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21000995 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International�&� Intercultural�Communication)

다양한 국가의 매체 역사, 전동, 뉴스의 기준 및 목표 그리고 그들의 소유관계와 마케팅 전략과 아울러 

이들이 각 국가와 그들의 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커뮤니케이

션 차이 등을 모색한다. 각국의 인쇄매체 및 전파매체가 그들의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탐색한다. 또한 다른 문화적배경에서야기되는커뮤니케이션의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21000996 국제PR론(International� PR)

국제적인 환경에서의 PR과 커뮤니케이션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다룬다. 특히 PR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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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가의 발전 수준, 정치체제, 문화, 지리적으로 정치적인 변인들에 대한 주제를 다룬

다. 우리나라와 정치 및 경제적으로 관련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PR전략과 기술도 포함된다.

21000979 기업PR론(Corporate� Public�Affairs� and�PR)

사회의 다양화, 정치의 민주화 및 무한경쟁시대 등과 같은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역할 변화, 기업

의 사회적 책임 대두 등에 따른 기업의 PR활동강화의필요성과기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PR 전략과 수단의 다양화를 탐구한다.

21003422 뉴미디어광고론(New�Media�Advertising)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터렉티브(쌍방향성)마케팅의 수간으로 인터

넷을 이용하여 어떻게 광고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교과과정은 인터넷 광고의 전략수립부터 인터넷에서

의 타케팅, 크리에이티브, 광고효과특정, 애드서버의 운영과 제작과정 등 개인화에 기반 한 인터넷 광고

의 이론 습득 및 실습을 한다. 

21003420 리더십과조직커뮤니케이션(Leadership� and�Organizational�Communication)

조직상황에서의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의 분위기, 공식 그리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 커뮤니

케이션 관리, 관계커뮤니케이션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 커뮤니케이

션의 평가와 아울러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조직상황에서 리더십이 형성되고 발휘되는 조건의 이

론과 실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21000989 마케팅커뮤니케이션(Marketing�Communication)

제품, 서비스 그리고 조직에 대한 구매자의 태도 및 행동변화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기초적

인 마케팅과 판매촉진 원리에 중점을 둔다. 특히 적절한 판매촉진 믹스의 평가 및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검토하며, 사례연구와 논의를 통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21003928 매스컴영어(English� in�Mass�Communication)

현대사회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 컨텐츠나 매스컴 관련 서적을 통해 

접하게 되는 영어표현의 빈도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광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공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어표현의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발맞춘 교과목의 개선이 시급한 바, 본 과목의 신설을 통해 재학생들의 학문적, 실용적 경쟁력을 강화하

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1000984 매체관계(Media�Relations)

대중매체에 이용되는 퍼블리티(publicity)의 작성 기술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일간지, 주간지, 잡

지,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영화 등 각 매체별 퍼블리스티의 작성 방식과 효과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술 

및 배포를 위한 리스트 작성 등을 탐색한다. 

21003923 브랜드커뮤니케이션�(Brand�Communication)

가장 압축적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실제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홍보수단으로, 사회와 문화의 형식으로 브랜드 커뮤니

케이션 현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한다.

21001001 사내외홍보물제작(Production� for� Internal�&� External�Communication�Media)

조직의 PR목표(PR Goals for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하여 PR목표와 부합된 개념을 일관성있게 표

현할 수 있는 조직내·외부 홍보물 제작의 다양한 단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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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003 사진론(Photojournalism)

인쇄매체의 실제적인 언론취재 상태(press conditions)하에서의 사진의 제작 및 출판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을 다룬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흑백 및 칼라사진의 다양한 포토그래픽 과정을 배우게 된다.

21000988 설득커뮤니케이션(Principles�of�Persuasive�Communication)

이 과목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용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신념,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 조사 및 수사학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진다. 설득적 메시지와 캠페인 디자인을 디자인하는데 근간이 되는 정보원 신뢰도, 

메시지 구조, 신념체계, 감정적 소구, 동기적 요인들, 문화적 영향과 논리적 증거 등이 다루어진다.

21004011 소셜미디어PR론(Social�Media�&�Public� Relations)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소셜미디어의 개념, 그 종류와 PR 매체로서의 응용을 다룬다. 소셜미디어 PR론

에서는 PR실제에서 활용하는 소셜미디어의 범위와, 사례, 효과를 탐구한다.

21003424 엔터테인먼트PR(Entertainment�PR)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중과 위상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PR의 관점에서 대단히 흥미

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PR 교과목은 이러한 추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활용가능한 

방법론들을 거시적/미시적 접근을 통해 찾아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1003667 영상광고제작실습I(Broadcasting�&�New�Media�Advertising� Practice� I)

방송광고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의 아이디어 발상 및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스토리보드와 

스크립트를 구성해 봄으로써 기본적인 실전 감각을 익힌다.

21003635 영상광고제작실습II(Broadcasting�&�New�Media�Advertising� Production� II)

방송광고 및 인터넷이나 모바일매체를 활용한 뉴미디어 영상광고의 효과적 제작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

고, 촬영 및 편집 기자재를 활용해 직접 동영상광고 제작에 참여한다. 이 같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실습과정을 통해 최근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는 영상광고의 제작을 위한 안목과 실무능력을 향상

시킨다. 

21003419 온라인PR(Online� PR)

Public Relations의 매체로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의 특성, 인터넷 내용분석, 효과, 웹사이

트 활용에 대하여 이론 및 사례를 분석한다.

21000982 위기관리론(Managing�Crisis� and� Issues)

기업 및 정부와 같은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기 및 쟁점의 검토와 진단을 탐구한다. 

기술적, 대결적, 악의적 위기 및 경영실패에 따른 위기 등 위기의 종류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할 경우 

적절한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전략방법 등을 다룬다. 특히 쟁점관리 모니터링, 쟁점분석, 전략결정 

및 집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관리의 과정을 제시한다.

21000992 이벤트기획(Planning� for�Events)

이벤트의 정의, 출현배경, 주최에 의한 분류, 특징과 혜택 등 이벤트 기획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 이해와 판매촉진과 이벤트 커뮤니케이션, 기업 PR 이벤트와 판매 촉진전략 및 이벤트 기획서 작성 

등을 탐구한다. 특히 선진국가의 이벤트 사례연구를 통해 PR수단으로서의 이벤트의 이용방법을 제시함

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이벤트의 적절한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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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666 인쇄광고제작실습I(Print�Advertising� Practice� I)

컨셉을 만족시키는 언어적, 시각적 아이디어의 도출과정 및 신문과 잡지 등의 인쇄매체 광고 제작과정

의 기초를 익히고, 실습을 통해 DTP(Desktop Publishing) 도구 활용법과 레이아웃 구성법 등을 습득하

여 인쇄광고 전반의 이해와 실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21003634 인쇄광고제작실습II(Print�Advertising�Production� II)

인쇄광고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법 및 아이디어의 형상화 과정을 익히고, 실전에 버금가는 수준의 

광고제작 실습과 공모전 응모 등을 통해 인쇄광고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21003633 카피라이팅실습(Copywriting� Practice)

광고카피론에서 익힌 카피라이팅 관련 이론 및 전략적 접근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여러 상황에 

맞는 카피라이팅 실습을 한다. 또한 실습결과물에 대한 개별적 클리닉을 통해 심화된 카피라이팅 

기법을 습득하게 한다.

21003421 통합미디어플래닝개론(Introduction� to� Integrated�Media� Planning)

매체의 다변화와 융합화로 대변되는 현대의 미디어 패러다임 속에서 효과적인 프로모션전략 수립을 위

한 매체별 속성 및 소비자 매체접촉 행태상의 특성을 고찰한다. 또한 통합매체전략의 기본개념 및 빠르

게 변화하는 매체환경을 반영한 효과적인 크로스미디어전략에 대한 이해를 이론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접근한다. 

21003632 통합미디어플래닝실습(Integrated�Media� Planning�Practice)

통합미디어플래닝개론 과목에서 익힌 매체기획 관련 이론들을 프로모션전략 실무에 적용시 키 는 

방법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통합매체전략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분석법을 실습하고, 커뮤니케이

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매체별 자원 배분 및 효과적 시너지 창출의 접근방법을 실전적 과정을 통해 

이해한다. 

21003155 프레젠테이션기법과실습(Presentation� Skill�&� Practice)

PR 및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중심으로 이론 및 

실습을 목표로 한다. 

21003631 헬스커뮤니케이션PR(Health�Communication� PR)

헬스커뮤니케이션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건강증진, 보건정책, 헬스케어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계된다. PR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

서 실무적인 이해와 능력개발을 위해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헬스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주목 받는 

사회흐름과 최근의 변화, 활용방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1000994 현장실습(Internship� for� PR�&�AD)

홍보 및 광고대행사, 기업 또는 다른 조직의 홍보부 또는 광고부에서 현장실습을 통 해 학교

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의 응용을 통해 실무적 경험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학기중 매주 15시간 또는 

방학기간 동안 40시간 이상을 현장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1000991 홍보및광고조사방법론(PR�&�AD�Communication�Research)

양적 그리고 질적 조사접근방법을 포함하는 홍보 및 광고 조사방법론을 소개하며, 특히 과학적 논리, 

컴퓨터를 사용한 문헌검색(computer literature searchers), 연구디자인. 설문지 작성, 샘플링, 측정기

술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과목은 포커스 그룹(focus groups), 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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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s), 현장조사(survey), 그리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등 을 다룬다. 

21003216 홍보캠페인실습(PR�Campaign�Practice)

이전에 수강한 과목들을 바탕으로 실제 캠페인의 실무를 경험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홍보캠페인

의 국내외 사례와 실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근거하는, 기획을 시도한다. 그리고 기획된 내용에 맞춰 

제작과 실행까지도 가능한 부분은 직접 행동에 옮겨본다

21003924 PR기획론(Public� Relations�Planning)

PR프로세스를 조사-기획-커뮤니케이션-평가로 보고 전체 PR과정에 대하여 조사, 메시지 전략, 매체

전략, 공중접근, 평가계획을 다룬다. 특히 조직이 가진 문제에 대한 상황분석에 근거하여 공중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PR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

이다

21003418 PR라이팅(PR�Writing)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각종 논설, 연설, 사보, 브로슈어 등의 스크립트 등의 홍보 문장 능력을 배양한다. 

뉴스가치에 입각하여 각 유형병로 명확하게 오디언스에게 효율적인 전달이 가능한 이론 및 문장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21000980 PR사례분석(PR�Case� Studies)

PR의 하부적 관계, 즉매체관계(MediaRelations), 종업원관계(Employee Relation),지역관계

(Community Relations정부관계(Public Affairs and Government Relations), 투자가 및 재정관리

(Investor and Financial Relations) 및 소비자관계(Consumer Relations)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조직

이 직면하는 각 분야별 효과적인 PR전략에 필요한 간접적 경험을 제공한다.

21000993 PR세미나(Seminar� in�PR)

전반적인 PR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테크닉과 프로젝트 

발표, 설득 및 인터뷰의 원리에 기초한 구두 프리젠테이션의 효과적 준비, 정보 및 설득적 제시에 

대한 기술함양을 탐구한다.

21000978 PR원론(Introduction� to�Public�Relations)

정부, 기업 그리고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PR에 있어서의 현대적 PR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PR의 역사, PR부서의 조직내에서의 위치와 기능, PR 캠페

인과 프로그램 기획 기초과정 등의 이론, 전략 및 전술을 다룬다.

/소/비/자/경/제/학/과/

〈교육목적〉

  소비자경제학전공의 교육목적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와 관련한 지식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실천적 문제의식을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특히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의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 이론을 현대 산업사회에

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소비자문제의 분석과 그 해결책의 모색에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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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2037 소비자경제학 3 3 0

가 21002262 현대소비자이해 3 3 0

나 21009914 소비자선택론 3 3 0

2학기

1학년 21050248 소비자와시장분석 3 3 0

가 21003720 마케팅과소비자이슈 3 3 0

〃 21001134 소비자정책론 3 3 0

전공선택

1학기

〃 21009916 글로벌시장과소비자이슈 3 3 0

〃 21003426 금융시장의이해 3 3 0

〃 21050246 소비자경제정보분석 3 3 0

나 21001040 광고와소비자 3 3 0

〃 21001117 디지털소비자론 3 3 0

〃 21003432 소비자관련법 3 3 0

〃 21003430 소비자만족전략 3 3 0

〃 21002526 소비자상담실제 3 3 0

〃 21003111 소비자통계연구 3 3 0

다 21009915 기업경영과소비자정보 3 3 0

〃 21003108 미래사회와소비연구 3 3 0

〃 21003110 서비스시장연구 3 3 0

〃 21003429 소비문화와트렌드분석 3 3 0

〃 21003109 소비자경제학세미나 3 3 0

〃 21050154 소비자투자와보험 3 3 0

〃 21050118 시장실무연구 3 1 4

〃 21003427 정부규제와소비자 3 3 0

2학기

가 21003428 소비자금융과교육 3 3 0

〃 21002259 소비자운동과NGO 3 3 0

〃 21003719 소비자행동과문제 3 3 0

나 21050062 소비자복지론 3 3 0

〃 21003107 소비자시장조사론 3 3 0

〈교육목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문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시각과 실천적 문제의식을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의 기초 이론을 이해

하고 나아가 이들 이론을 현대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소비자문제의 분석과 그 해결책의 모색에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소비자경제학 16 21 37�이상 18 33 51�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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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3721 여성소비자연구 3 3 0

〃 21003112 지속가능한 소비론 3 3 0

다 21001118 공정거래와소비자 3 3 0

〃 21050247 기술경영과소비이슈 3 3 0

〃 21001127 소비자문제세미나 3 3 0

〃 21003752 소비자법과사례 3 3 0

〃 21001121 소비자인턴십 3 2 2

〃 21050155 소비자재무설계 3 3 0

〃 21003753 유통시장과소비자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118 공정거래와소비자(Fair� Trade� and� The� Consumer)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 촉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경쟁

정책과 함께 소비자관련 이슈들을 연구 고찰한다.

21001040 광고와소비자(Advertising� and� The� Consumer)

광고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광고와 관련된 분야를 중심

으로 연구한다. 기만적인 광고의 기준 및 분석, 관련법규의 검토, 허위, 과장광고의 사례등을 분석하며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연구한다.

21009916 글로벌시장과소비자이슈(Global�Market� &� Consumer� Issue)

다양하게 변화하는 지구촌 시장경제 속에서 세계의 소비시장 및 소비자들의 동향을 연구 분석하여, 소

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1003426 금융시장의이해(Understanding� of� Financial�Market)

장기, 단기의 국내와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해 연구한다.

21050247 기술경영과소비이슈(Technology�Management� &� Consumption� Issue)

소비생활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정보기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시장의 기술혁신 및 기술

수용에 대한 제이론을 습득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수용에 대한 다양한 소비이슈와 미래 소비환경

의 변화패턴을 예측한다.

21009915 기업경영과소비자정보(Business�Management� &� Consumer� Information)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행동을 연구하며, 기업

이 제공하는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의 정보제공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21001117 디지털소비자론(Study� of� Digital� Consumer)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매체별로 분석, 평가하고소비자를위한정보가무엇인가연구한다.

21003720 마케팅과소비자이슈(Marketing� &� Consumer� Issue)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며, 이뿐 아니라 최근의 소비자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함께 연구

하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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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108 미래사회와소비연구(Future� Society� and� The� Consumer)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와 사회변화에 따른 시장과 소비 및 소비자의 의식 변화 등에 

관해 고찰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연구 및 소비자이슈들을 분석한다. 

21003110 서비스시장연구(Study� of� Service�Market)

의료, 금융, 법률, 문화 및 스포츠 시장 등 점차 중요해지는 서비스시장에 대한 연구와 경제적 분석 

등을 통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한다.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시장의 혁신사례의 발굴을 통해 서비스 시장

의 효과적인 전략들을 살펴본다. 

21003429 소비문화와트렌드분석(Consumption� Culture� &� Trend� Analysis)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행태를 이해하고, 소비문화의 변화를 분석한다. 사회, 문화, 경제적구조 속

에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연구하며, 소비생활 트렌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미래 변화되는 소비사회 속에

서의 소비자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21050246 소비자경제정보분석(Consumer� Economoc� Information� Analysis)

변화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탐색, 수집, 정리하고, 불완전한 정보환경 

하에서의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정보 관련 이론 및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21002037 소비자경제학(Consumer� Economics)

현대경제사회의 소비자문제 이해를 위한 소비자경제학적 접근과 소비자관련 주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며 소비자경제학의 학문적 특성의 의의 및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자와 관련된 

기초 이론 등을 연구한다.

21003109 소비자경제학세미나(Seminar� in� Consumer� Economics)

소비자경제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며 소비자경제학에 관한 보다 깊이있는 연구를 위

한 자유로운 학문적 탐색을 위한 과목이다. 

21003432 소비자관련법(Consumer� Related� Laws)

소비자 관련법들의 주요 내용 등을 고찰하고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법률의 집행 및 활용을 위한 

연구를 하며 법 정책적인 함의를 탐색한다.

21003428 소비자금융과교육(Consumer� Finance� and� Education)

금융시장의 제도 및 구조와 함께 소비자금융의 제반지식을 습득하며 신용관리, 소비자교육 및 금융교육 

등을 연구 고찰한다.

21003430 소비자만족전략(Strategy� of� Comsumer� Satisfaction)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소비시장의 분석 및 소비행태, 소비자문제 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소비자

만족 경영 전략을 고찰한다.

21001127 소비자문제세미나(Seminar� in� Consumer� Problems)

소비자문제와 관련되어 선정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관련 이론들을 체계화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 및 다양한 소비현상들을 심층 분석한다.

21003752 소비자법과사례(Consumer� Laws� and� Case� Study)

소비자관련법을 기초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리하며 최근 쟁점이 있었던 법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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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062 소비자복지론(Consumer�Welfare� Studies)

소비자 및 가계의 경제적 복지정책을 정의하고, 경제적 복지의 중요성, 경제적 복지수준의 측정 및 가계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국내외 소비자복지정책의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향을 연

구 분석한다.

21002526 소비자상담실제(Practice� of� Consumer� Counseling)

상담이론을 기초로 하여 생활에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상담하는 기술을 알게 한다. 

21009914 소비자선택론(Consumer� Choice� Studies)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원리를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소비자들의 경제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전통적인 경제이론이 갖는 한계점을 밝혀, 인지경제학 및 경제심리학 등에서 분석되는 소비자들의 

행동원리를 연구한다.

21003107 소비자시장조사론(Consumer�Market� Research)

시장에서 행해지는 소비자행동 및 소비자 관련 각종 조사를 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과 조사방법론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21050248 소비자와시장분석(Consumer� and�Market� Analysis)

소비자시장의 구조와 본질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의 소비자의 위치와 역할을 조명하여 소

비자주권의 실현과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1002259 소비자운동과NGO(Consumer�Movements� and� The� NGOs)

21세기 시민사회의 운동영역 중 하나인 소비자운동과 비정부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각국

의 동향, 전략 등에 대해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다.

21001121 소비자인턴십(Consumer� Internship)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제 소비자 관련 업무 등을 

익히며 소비자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1050155 소비자재무설계(Consumer� Financial� Planning)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효율적인자산관리와 재무이론및재무설계, 실습등을 학습한다.

21001134 소비자정책론(Consumer� Policy)

각종 소비자정책의 분석과 평가 등을 연구하며,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

와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방향의 고찰 및 각 나라별 소비자정책의 비교연구도 

함께 한다. 

21003111 소비자통계연구(Consumer� Statistics)

기초적인 통계이론과 소비자 관련 통계를 조사, 연습하며 통계적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21050154 소비자투자와보험(Consumer� Investment� and� Insurance)

소비자의 자산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학습하고, 투자에 대한 기초이론과 

함께 금융상품, 증권, 부동산, 보험 등에 대해 연구한다.

21003719 소비자행동과문제(Consumer� Behavior� &� Problem)

시장에서의 소비자행동을 잘 이해하고, 소비자행동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를 소비자경제학적 관점

에서 특화시킨 학문이다.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329

- 329 -

21050118 시장실무연구(Field� Study� of� Consumer�Market)

이론과 사례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며, 현실시장과 기업,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소비자관련 실무를 다양하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721 여성소비자연구(Study� of�Women� Consumer)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이 높아짐으로 시장에서 여성의 구매력이 커지고 있다. 여성의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와 합리적인 소비사회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21003753 유통시장과소비자(Retailing� &� The� Consumer)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며 GDP와 고용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환경에 대해 살펴보며, 유통관련 소비자이슈 등을 토론하며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는 과목

이다.

21003427 정부규제와소비자(Government� Regulation� and� The� Consumer)

규제이론의 연구와 함께 정부의 규제 정책등을 살펴보고 각종 경제적 규제 및 사회적 규제와 소비자문

제와의 관계를 연구하며 그 실례들을 고찰한다. 규제의 효율성의 다양한 방법 등을 함께 모색한다. 

21003112 지속가능한�소비론(Sustainable� Consumption)

21세기 전 지구적인 공동의 주제중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해 연구하며 그 실천적 대안의 모색

과 정부정책등을 함께 탐구한다. 

21002262 현대소비자이해(Understanding� Contemporary� Consumers)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하고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이 다양해졌다.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여 현대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킨다. 

/사/회/심/리/학/과/

〈교육목적〉

  사회심리학은 21세기 글로벌인적 이동의 확산에 따른 다문화 및 다인종사회, 정보화에 따른 조직구조의 변화, 여성

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변화에 따른 젠더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부상되는 인간행동과 사회의 관계를 규명

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이론적 실천적 교육목적

을 갖는다. 21세기 사회심리학은 다양한 현실문제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학문으로 사회 문화적 차원, 

여성학적 차원, 심리학적 차원에서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더 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인간행동의 복잡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분석을 모색하는 학문으로 이론적, 실천적, 응용학문이다. 따라서 사회심리학과는 인간행동과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특징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학, 사회학, 여성학 관련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교육하여 개인 및 집단 대상의 

다양한 사회현장에서 활동할 필수적 능력과 인간관, 전문적 지식 및 현장적용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

다.  

〈교육목표〉

 사회심리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심리적, 여성학적 관점에서 인간행동 및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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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9973 사회학적상상력과현대사회론 3 3 0

가 21009974 문화와사회 3 3 0

〃 21010034 연구방법론 3 3 0

2학기

1학년 21050349 현대사회와심리학 3 3 0

가 21050366 통계방법및실습 3 3 0

나 21010016 사회심리학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9975 발달심리학 3 3 0

〃 21050350 삶의질과복지 3 3 0

〃 21010017 생리심리학 3 3 0

나 21050367 사회변화와사회문제론 3 3 0

〃 21010023 성격심리학 3 3 0

〃 21050351 여성심리학 3 3 0

다 21050356 건강심리학 3 3 0

〃 21050354 마이너리티연구 3 3 0

〃 21050352 문화와조직경영 3 3 0

〃 21050355 상담의이론과실제 3 3 0

〃 21050353 섹슈얼리티연구 3 3 0

〃 21010026 심리학사 3 3 0

2학기

가 21050358 문화심리학 3 3 0

〃 21050357 성과사회 3 3 0

〃 21010046 인지심리학 3 3 0

〃 21010052 학습심리학 3 3 0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문화의 구조와 변화를 탐구 하여 변화하는 사회, 미래사회의 대안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심리학과는 첫째,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행동에 따른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종합적이

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적능력과 통찰력을 개발하고 둘째, 인간행동을 과학적으로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적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함양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1. 심리학, 사회학, 여성학의 기초를 통해 인간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인간관을 형성한다.

2. 인간행동과 사회적 환경 및 이들의 상호작용의 특성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3. 상담 심리학, 임상심리전문가, 조직 심리학, 여성심리학, 사회조사분석가, 다문화 교육 및 지도자 등 현장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전문적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기존의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여성학 등 학문간 융합적 측면에서 

새롭게 부상되는 이슈와 관련하여 사회적 수요에 맞는 새로운 직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사회심리학 16 21 37�이상 18 39 57�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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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나 21050360 생애과정연구 3 3 0

〃 21010044 이상심리학 3 3 0

〃 21050359 한국사회구조와문화의이해 3 3 0

다 21050361 비교문화사회학 3 3 0

〃 21050364 산업심리학 3 3 0

〃 21050365 심리평가 3 3 0

〃 21010047 임상심리학 3 3 0

〃 21050362 한국여성연구 3 3 0

〃 21050363 해외지역사회연구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50356 건강심리학(Health� Psychology)

신체건강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생리심리학, 임상심리학, 문화인류학적 접근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들과 그 연구들, 또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다.

21050354 마이너리티연구(Minority� Research)

마이너리티(소수자)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과 국내외 사회불평등의 형태, 기원,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21050358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

인간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문화적 요인에 대해 연구한다. 나아가 각 사회

의 문화에 따라 인간의 성격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21009974 문화와사회(Culture� and� Society)

문화 인류학적 관점으로 문화와 사회와의 관계성, 문화 유형 그리고 문화변동의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 풀어본다.

21050352 문화와조직경영(Culture� and� Business� Organization)

거시조직이론과 그 발전과정의 탐색을 통해 문화와 조직 및 조직 환경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나아가 

조직과 문화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고찰하고, 현실적으로 그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 경험적 사례들을 통해 파악해 본다.

21009975 발달심리학(Psychology� of� Development)

수태에서 아동기에 걸친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 특성과 행동의 발달과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과 

기제 그리고 각 발달단계별 행동특성을 다루며, 인간의 성격형성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고찰한다.

21050361 비교문화사회학(Comparative� Cultural� Sociology)

사회의 구조,변동 및 문화변동의 특성 등을 사회 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고찰한다.

21050367 사회변화와사회문제론(Social� Change� and� Social� Problems)

일탈행동과 사회문제의 이론들을 이해하고 특정의 사회현상을 사회문제로 규정짓는 사회조건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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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한다. 나아가  한국의 사회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를 연구하고 

사회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모색한다.

21010016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사회학과 심리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과학적인 입장에서 사회와 개인간의 관계를 분석하

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하여 사회속의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와 태도, 집단, 행동 등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한다.

21009973 사회학적상상력과현대사회론(Sociological ImaginationandModern� Society)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우리의 행위가 사회의 구조 및 변동들 즉 문화, 가족, 사회화, 사회계급, 

젠더문제, 범죄, 노동시장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현대의 지성과 학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학을 통해 현대사회에 다양한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21050364 산업심리학(Industrial� Psychology)

산업사회의 발전과정, 산업조직의 구조와 기능, 산업조직간의 상호관계를 학습하며 현대의 복잡한 기술

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조직구성원의 심리와 이에 관련 이론 

및 기법들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21050350 삶의질과복지(Quality� of� Life� and�Welfare)

삶의 질은 경제적 생산이나 생활수준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 삶을 가치있게 만드

는 요소를 포함한다. 삶의 질에 대해 주관적, 객관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개인의 

복지와 사회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1050355 상담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f� Psychotherapy)

상담심리의 기초적인 이론과 실제을 연구한다. 나아가 상담실제와 관련한 문헌연구 및 토의, 역할연기, 

사례보고 등을 중심으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21010017 생리심리학(Physiological� Psychology)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정서, 고등 사고과정의 원천으로서 뇌와 신경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을 위한 활용,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해 연구한다.

21050360 생애과정연구(Life� Course� Research)

개인의 출생, 성장, 노화, 사망에 이르는 생애과정과 그 변동의 원인, 과정 ,결과를 사회학적 이론과 연

구방법을 통하여 이해한다. 나아가 사회변동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하는 동시에.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세대간의 본질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변

동의 폭이 더욱 확대될 미래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21010023 성격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

인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현대의 성격이론과 주요 주제를 다루며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통해 현대사

회에서 개인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문화와 성격의 관계도 연구한다.

21050357 성과사회(Gender� and� Society)

사회학과 인류학 연구에서 밝혀진 성에 따른 역할 분담과 기질의 차이, 권력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

21050353 섹슈얼리티연구(Sexuality� Research)

여성학적 관점에서 몸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몸의 위상 변화를 점검하는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333

- 333 -

한편, 일상문화에서의 몸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상시킨 사회구조적, 문화적 맥락을 검토하고 나아가 성

별화된 몸의 사회학 구성과 그에 따라 젠더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

21050365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개인들의 심리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심리검사의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고 실시방법을 중심으

로 실습한다.

21010026 심리학사(History� of� Psychology)

심리학 이론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20세기 심리학에 새로운 접근으로 부상한 여성심리학

의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현대 심리학 이론 체계들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연구한다.

21050351 여성심리학(Psychology� of� Gender)

여성심리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심리적,문화적 차이의 근원과 

젠더유형, 일과 여성, 사랑, 임신과 육아 등의 여성의 삶에 관하여 연구한다. 나아가 심리학의 제반실험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행동에 나타나는 성차의 본질과 원인, 삶을 영위하는데 성차가 주는 영향

력 등을 다룬다.

21010034 연구방법론(Research�Methods� in� Social� Science)

사회과학 방법론에 연관된 중요문제를 다룬다. 가치와 사실의 문제, 이론과 실천의 문제 등을 다루고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과정을 소개한다. 주로 연구의 절차

와 주된 방법론-양적방법 또는 질적방법과 각각에 대한 주요논리를 강조하며 사회조사에서 얻어진 정

보와 관련한 통계적 분석의 주요 방법들을 강조한다.

21010044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

이상행동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고찰하고 각 심리장애에 대한 병원학적(원인론적 etiological)연구 결

과들과 치료기법 등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각 장애별로 사례를 고찰하여, 이상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을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21010046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지각, 기억, 언어, 사고, 주의, 과정 및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제반이론을 연구한다.

21010047 임상심리학(Clinical� Psychology)

심리학적 기초지식을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으로 임상심리학의 주요분야인 심리진단, 

치료 및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임상에 실제적으로 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1050366 통계방법및실습(Practice� in� Statistic�Method)

사회심리학 관련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자료의 요약 및 

기술방법, 두 가지 이상의 변수들 간 관계, 통계적 추론과 가설 검증 등의 방법과 개념을 이해하고 그 

활용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21010052 학습심리학(Learning�Psychology)

학습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동 박식을 습득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며, 

이러한 원리가 인간의 여러 복잡한 행동 변화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학습

원리가 일상 생활에서 관찰되는 여러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수정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어떻게 효

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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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59 한국사회구조와문화의이해(Understanding� of�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in� Korea)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목적으로 개인, 집단, 사회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다 성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와 문화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 특성,가족,계급,종교,교육,경제사회,정치문화, 시민사

회와 시민운동 ,한국의 사회변동 등도 고찰한다.

21050362 한국여성연구(Research� on� Korean�Women)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여성의 삶을 역사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나아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삶을 보

는 방식을 학습한다.

21050363 해외지역사회연구(Research� of� Regional� Society� in� Abroad)

세계화시대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성격을 비교하고 이해하며, 지역간 사회적 성격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

다.

21050349 현대사회와심리학(Modern� Society� and� Psychology)

심리학의 기초인 발달, 학습, 동기, 태도, 성격 등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사회변화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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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과 대 학

∙법  학  부

교 육 목 표

1. 법과대학에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기능의 다변화로, 모든 분야에서 법에 관한 전문 지식

과 건전한 민주 시민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이에 부응하는 실력을 갖춘 인재

를 육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2. 법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로의 진출을 꾀할 수 있으며, 국가, 사회에의 기여도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

도록 법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연구, 체득케 함으로써 장차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주목적을 둔다.

3.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정법의 해석론 및 급속히 변모하는 현 사회에서의 제반 법적 현상에 관한 체계적 교육

을 통하여 법률직에 필요한 기초적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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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0880 민법총칙 3 4 0

가 21000882 채권총론 3 4 0

〃 21000885 헌법II 3 3 0

2학기

1학년 21000883 형법총론I 3 3 0

가 21000884 행정법총론 3 3 0

〃 21000888 회사법 3 3 0

전공선택 1학기

〃 21010011 법률문장론 3 3 0

〃 21003922 법학입문 3 3 0

〃 21002513 사회법 3 3 0

〃 21000886 상법총칙 3 3 0

〃 21003912 형법개론 3 3 0

〃 21002903 형법총론II 3 3 0

나 21001905 국제계약법 3 3 0

〃 21000887 국제법I 3 3 0

〃 21003749 미국계약법 3 3 0

〃 21003214 미국법률조사및문서작성I 3 3 0

〃 21000909 민법연습 3 3 0

〃 21000890 민사소송법I 3 3 0

〃 21000902 법률사상사 3 3 0

〃 21003669 법여성학 3 3 0

〃 21050157 사회보장법Ⅰ 3 3 0

〃 21003931 상법입문 3 3 0

〃 21000889 어음·수표법 3 3 0

〃 21002900 지적재산권법I 3 3 0

〃 21001701 행정구제법 3 3 0

〃 21000893 행정법각론 3 3 0

〃 21003913 행정법개론 3 3 0

〃 21000894 형사소송법I 3 3 0

〃 21000900 형사정책 3 3 0

/법/학/부/

〈교육목적〉

  법학전공의 교육목적은 법치국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학도를 양성하여 우리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의 

여성지도자로 진출시키는데 있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법학 16 21 37�이상 18 63 81�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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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다 21000899 국제사법 3 3 0

〃 21003747 국제인권법 3 3 0

〃 21001904 국제환경법 3 3 0

〃 21003209 기업계약실무 3 3 0

〃 21003208 기업채권관리실무 3 3 0

〃 21000892 노동법I 3 3 0

〃 21050117 미국의소송제도와절차법 3 3 0

〃 21003903 미국의헌법과정치 3 3 0

〃 21003673 민사집행법 3 3 0

〃 21001703 민사특별법 3 3 0

〃 21000904 법제사 3 3 0

〃 21050152 법철학개론 3 3 0

〃 21050153 사회보장법개론 3 3 0

〃 21003213 상법연습 3 3 0

〃 21003911 생명과학과법 3 3 0

〃 21003748 소비자와법 3 3 0

〃 21003674 여성관련법 3 3 0

〃 21001906 인터넷과법 3 3 0

〃 21003915 입법론 3 3 0

〃 21002171 헌법연습 3 3 0

〃 21000908 형법연습 3 3 0

〃 21050177 EU법개론 3 3 0

2학기

1학년 21000881 물권법 3 4 0

〃 21000878 헌법I 3 3 0

가 21010010 민법개론 3 3 0

〃 21009672 법률정보론 3 3 0

〃 21000895 채권각론 3 4 0

〃 21010055 헌법개론 3 3 0

〃 21003668 헌법재판론 3 3 0

〃 21000879 형법각론 3 3 0

나 21000901 경제법 3 3 0

〃 21050149 국제법개론 3 3 0

〃 21000898 국제법II 3 3 0

〃 21002509 국제통상법 3 3 0

〃 21003210 기업법률실무 3 3 0

〃 21050150 노동법개론 3 3 0

〃 21003909 미국법률조사및문서작성Ⅱ 3 3 0

〃 21003904 미국의재산법과불법행위법 3 3 0

〃 21003910 미국행정법 3 3 0

〃 21000897 민사소송법II 3 3 0

〃 21003914 법사회학 3 3 0

〃 21009683 비교법 3 3 0

〃 21050158 사회보장법Ⅱ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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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2898 조세법 3 3 0

〃 21002901 지적재산권법II 3 3 0

〃 21000907 친족상속법 3 3 0

〃 21000896 해상보험법 3 3 0

〃 21003670 형사소송법II 3 3 0

〃 21003671 환경법 3 3 0

〃 21003672 NGO와법 3 3 0

다 21003211 국제거래법률실무 3 3 0

〃 21003676 금융증권법 3 3 0

〃 21003212 기업분쟁해결실무 3 3 0

〃 21003908 노동법Ⅱ 3 3 0

〃 21000913 미국법입문 3 3 0

〃 21003677 민사소송법연습 3 3 0

〃 21000891 법철학 3 3 0

〃 21003715 엔터테인먼트법과분쟁사례 3 3 0

〃 21003678 여성가족법률상담·실습 3 3 0

〃 21003916 인권법 3 3 0

〃 21003714 행정법연습 3 3 0

〃 21003675 형사소송법연습 3 3 0

〃 21050178 EU법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0901 경제법(Economic� Law)

자본주의 경제의 변천에 따라 특수한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법규의 기본개념과 일반원리를 개관하고 구

체적인 법규정을 검토한다.

21003211 국제거래법률실무(Seminar� in� International� Business�Transactions)

국제거래법의 개념 정립과 실무에 적용되는 사안들의 연구를 통해 국제거래(Int'l Business Transaction)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공부한다. 

21001905 국제계약법(International�Contract� Law)

국제간의 상사거래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책임문제에 관하여 국제이론과 국제판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국제계약 또는 국제거래와 관련한 국제조약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21050149 국제법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평상시 국가간의 법률관계를 연구하며 국제법의 기초이론과 국제법의 본질연원, 국가의 승인, 국적, 국

제조직, 외교사절과 영사, 조약 등을 고찰한다. 

21000887 국제법I(International� Law� I)

평상시 국가간의 법률관계를 연구하며 국제법의 기초이론과 국제법의 본질연원, 국가의 승인, 국적, 국

제조직, 외교사절과 영사, 조약 등을 고찰한다. 

21000898 국제법II(International� Law�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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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Ⅰ에 이어 탈 냉전시대의 개편된 새로운 국제질서 하의 국제사회와 분권적 공존체제의 발전과정

과 운용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분쟁의 평화적 처리를 둘러 싼 제도적 장치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21000899 국제사법(Conflict� of� Laws)

국제사법의 개념, 연혁, 법원을 고찰하고 국제적 사법생활 관계에 적용할 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법률관

계의 성질 결정, 연결점의 확정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제문제를 연구한다. 

21003747 국제인권법(International�Human�Rights� Law)

본 교과목은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의 법, 이론 및 실무를 다룬다. 학생들에게 국제인권법에 대한 전문

적이고 비판적인 접근방법론과 지식체계를 제공하고 습득하게 함으로써, 국제법에 기반한 법적 사고능

력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1002509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Law)

세계무역기구의 조직과 역할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

산권 협정,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 등 국제통상법의 중심이 되는 세계무역기구법을 공부한다.

21001904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국제환경협약, WTO 협정과 환경문제, OECD와 환경문제, 미국 등 선진 각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등을 연구, 검토한다. 

21003676 금융증권법(Law�of�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금융서비스기관 및 증권관련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그 거래활동에 따른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21003209 기업계약실무(Legal�Practice� in�Commercial� Contracting)

기업의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부터 체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취업 후 기업의 계약관련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의 검토와 계약서작성 연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키운다.

21003210 기업법률실무(Legal�Practice� in� Business�Associations)

기업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법규, 상사 소송 및 중재, 해상, 보험, 국제계약분쟁 등 기업법률 실무 분야

에 관한 검토 및 연구를 한다.

21003212 기업분쟁해결실무(Legal�Dispute�Resolution� Practice� for� Business� Enterprises)

기업과 관련된 소송실무와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재결절

차 등에 대한 실무를 훈련한다.

21003208 기업채권관리실무(Seminar� in�Credit�Management)

기업의 채권관리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고찰하고 취업 후 기업의 채권관리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키운다.

21003908 노동법Ⅱ(Labor� LawⅡ)

노동법l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

노동행위, 노동쟁의조정, 노사협의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리와 판례실무를 고찰한다.

21050150 노동법개론(Introduction� to� Labor� Law)

노동법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헌법상의 근로3권을 살펴보고 개별입법

들, 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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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892 노동법I(Labor� LawⅠ)

노동법의 개념과 특성 및 노동법의 지위를 검토하고,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관계의 성립, 그 내용, 

변경 및 종료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제반 법리와 판례실무를 고찰한다.

21000881 물권법(Law�of�Real�Proper)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에 관한 법적 규율들, 다시 말해 어떤 동산 또는 부동산이 어떤 사람에게 

전면적, 배타적, 직접적 또는 제한적, 간접적으로 속함으로써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물권이 취득, 이전, 소멸될 때에, 그에 관련된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제3자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 상세히 고찰한다. 

21003749 미국계약법(US�Contract� Law)

미국의 계약법을 판례법을 통하여 숙지 및 연구한다

21003909,�21003214� � �미국법률조사및문서작성Ⅰ,�Ⅱ(Legal� Research�&�Writing�Ⅰ,�Ⅱ)

영미법의 기본체계와 기초이론을 공부하고 특히 미국에서의 법학교육방식에 의거하여 판례 및 성문법

을 찾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미식의 법률인식과 분석적용방법을 체득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법

학에 필요한 영미 법률용어와 영미법식의 표현방법을 습득한다.

21000913 미국법입문(Anglo-American� Law)

영미법의 발달사 및 법률제도를 고찰하고, 그 중요원리를 중심으로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을 연구한다. 

아울러 영미계약법의 기초원리를 학습시킨다. 

21050117 미국의소송제도와절차법(US� Judicial� System�and�Procedural�Rules)

미국의 소송제도와 절차법을 소개, 연구하고 한국의 소송제도와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1003904 미국의재산법과불법행위법(US�Property� Law�and� Torts)

미국의 대표적인 Common Law인 재산법과 불법행위법의 내용과 그 적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학습

한다. 미국의 재산법은 부동산의 소유와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권리를 규정하는 바, 이에 대한 

이해는 미국과 관련되는 기업활동에 필수적이다. 불법행위법 역시, 미국내 개인과 단체가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다양한 의무,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규정하

는 법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수강생들이 미국과 관련한 분야에서 종사할 경우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줄 

것이다. 

21003903 미국의헌법과정치(US�Constitution� and�Political� Institution)

본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미국의 헌법과 그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미국의 정치제도를 교수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미국의 헌법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제도를 설계, 규정하는 법으로서 

미국의 헌법과 이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는 미국에 대한 이해의 기본으로서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주기 때문

에 미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과목이다. 

21003910 미국행정법(American�Administrative� Law)

이 강의는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다룬다. 행정 및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작용 등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요 관심분야이다. 

21010010 민법개론(Introduction� to�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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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일반적으로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원리를 다룸으로써 민법 분야뿐 아니라 개괄적인 

법학 공부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 세부 주제로는 민법의 기본원리, 권리, 의무,  권리의 주체와 객체 

및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등을 포괄하고 있다.

21000909 민법연습(Practice� in�Civil� Law)

민법전의 여러 추상적 규정들이 구체적 사안과 생활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이 이러

한 각각의 사례들에 적합한 법규정들을 찾아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례해결의 방법론을 

먼저 체계적으로 학습한 후에, 여러 케이스문제들을 함께 풀어봄으로써 민법을 보다 현실적, 입체적으

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1000880 민법총칙(General� Principles� of�Civil� Law)

민법 전반에 걸친 통칙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그리고 권리 변동의 주요 원인인 법률행위·기간·소멸시효등을고찰한다. 

21003677 민사소송법연습(Practice� in�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의 이론체계를 구체적 개별적 사례를 통해 정확하게 활용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민사소송절

차의 법리와 실무에 관한 지식을 심층적으로 함양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법관과 당사자 및 소송대리

인의 역할을 이해한다.

21000890 민사소송법I(Civil� Procedure� I)

민사소송제도의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고, 법원과 당사자 등 소송의 주체와 제1심에서의 변론에 관한 

제 원칙 및 변론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제반 법리를 판례실무와 더불어 고찰한다. 

21000897 민사소송법II(Civil� Procedure� II)

민사소송법l에 이어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소송의 종료, 병합소송 및 상소심과 재심절차에 관한 민사

소송법의 제반 법리를 판례실무와 더불어 고찰한다.

21003673 민사집행법(Civil� Enforcement� Law)

민사소송절차 중 강제집행절차(채무명의, 집행기구, 동산·부동산집행)와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소송

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재판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설한다.

21001703 민사특별법(Real� Property� Registration� Law)

부동산등기에 관한 기본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실무와 관련하여 강의함으로써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들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21010011 법률문장론(Legal�Writing)

법률문장론 강의는 법학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법학논문의 작성방법과 같은 기술적인 소양

만이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학공부에 밑거름이 되는 전반적인 법학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는 강의라고 할 수 있다.

21000902 법률사상사(History� of� Legal� Thought)

희랍의 자연법·중세토미즘·근세의 합리주의적 자연법·법실증주의·법사회학 등 서양법제 및 법률사상의 

변천과 동양의 전통법사상을 고찰한다. 

21009672 법률정보론(Research�of� Legal�Material�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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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의 구성, 체계, 조사방법 및 법률자료의 해석방법을 습득하고, 실제로 법률문서를 작

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한다. 

21003914 법사회학(Sociology�of� Law)

법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종래의 전형적인 법학은 해석법학이라 할 

수 있고 해석법학은 법원(法源)으로부터 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면 법사

회학은 사실인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사회)과학적 진

리의 파악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현상(사실)을 파악(서술)하고 현상간의 원

인 결과의 관계 등 상호관계를 규명(설명)하며, 나아가 이렇게 획득한 (사회)과학적 지식의 응용(목적.

수단)의 문제에까지 이를 수 있다. 더욱이 법현상의 응용의 문제에 이르면 그것은 법정책학, 법해석론 

및 입법론(사회학적 법학)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21003669 법여성학(Feminist� Law)

법학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재 고찰함으로써 성차별적 법과 판례를 분석하고 기존의 법체계와 법이론을 

재구성하기 위한 법여성학의 기초이론을 다루며 법이론과 현실에 대한 법여성학적인 사고와 실천력의 

고양을 목표로 한다. 

21000904 법제사(Legal�History)

고대 이후 근대 개화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로마법 이래의 서양법제의 발달과정을 비

교·분석하여 실정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1000891 법철학(Legal�Philosophy)

법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법의 개념, 연원, 목적, 효력 및 법과 타규범과의 관계등을 연구하고 법철

학이론의 발전과정과 경향을 분석하고 현대 법철학의 과제를 연구한다.

21050152 법철학개론(Introduction� to� Legal� Philosophy)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

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

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21003922 법학입문(General� Theory� of� Law)

법학전반에 걸친 이론을 개괄적으로 강의함으로써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

로서, 법의 의의, 법학의 학문성, 법과 타 규범과의 관계, 법의 이념, 목적, 연원, 체계, 효력. 법의 적용과 

해석 등을 강의한다.

21009683 비교법(Comparative� Law)

2개 이상의 사회 및 국가의 법제도와 기능을 비교, 고찰한다.

21002513 사회법(Social� Security� Law)

사회법의 성립과정과 연혁, 체계, 운영원리 및 주요국가의 사회법과 한국의 사회법을 비교 연구한다.

21050157 사회보장법Ⅰ(Social� Security� LawⅠ)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

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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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21050158 사회보장법Ⅱ(Social� Security� LawⅡ)

본 강좌는 사회보장법 강의에서 배운 사회보장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현실에 접목시켜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50153 사회보장법개론(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 Law)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

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21003213 상법연습(Practice� in�Commercial� Law)

상법에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검토하고, 그 동안 습득한 상법이론을 이러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구체

적 해결책을 찾는 방법론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 상법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21003931 상법입문(Genaral� Theory� of�Commercial� Law)

상법 일반에 관하여 크게 상법의 개념, 상인, 상인의 기업활동인 상행위로 분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상법 제1편에 속하는 기업의 인적 시설인 상업사용인, 기업의 물적 시설인 상호영업양

도, 영업소 문제와 기업조직의 공시를 위한 상업등기제도 및 영업양도와 제2편의 상행위의 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나아가 경제발전을 

뒤따르기 위하여 리스, 팩토링 등 신종계약도 다루어 기업거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1000886 상법총칙(Principles� of�Commercial� Law)

상법의 기본적인 제도와 원리를 탐구하고 상기업의 주체인 상인과 상행위의 일반 원칙 및 특수제도를 

설명한다. 

21003911 생명과학과법(Biotechnology�and� Law)

본 강의에서는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른 법적요청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법적 문제에 관하여 다룬다. 또

한 생명과학기술의 그릇된 사용을 규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를 연구한다. 

21003748 소비자와법(Consumer� and�Law)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의 회복방안을 모색한다. 

21000889 어음·수표법(Law�of�Commercial� Papers)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로서 유가증권의 의의, 속성, 종류 등을 연구하고 유가증권 전형적인 

형태로서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에 관한 법을 차례로 검토한다. 

21003715 엔터테인먼트법과분쟁사례(Entertainment� Law�and�Cases)

최근 한류의 붐을 타고 급성장하고 있는 연예, 오락, 스포츠 등과 관련된 각종 엔터테인먼트 산업인 

음반, 공연, 영화, 방송, 드라마,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비즈니스에 있어 권리처리와 이용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다룬다. 동시에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법적지위, 연예 매니즈먼트, 공연기획, 캐릭

터의 상품화권, 유명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초상과 성명의 이용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의 문제 등을 

관련법과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21003678 여성가족법률상담·실습(Practice� of� Legal�Councel� in�Wome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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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관련 법률상담에 관한 기초 법이론과 상담기법 연구 및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21003674 여성관련법(Women's� Law)

성차이, 성차별의 문제를 법과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의 평등의 개념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론연

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평등실현 방법을 연구한다. 

21003916 인권법(Human�Rights� Law)

인권에 관한 국내법적 측면에 관하여는 국내에서의 각종 차별현상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판단기

준의 제시,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인권관련기구의 활동 내용검토, 재판 이외 국내 인권보호 

절차에 대한 검토, 국내 인권관련 기구에서의 단기 현장실습 등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중심으로 조약내용에 대한 

강의, 국제인권조약의 내용과 국내법규 및 관련 편례의 비교,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동향 등을 중심

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21001906 인터넷과법(Internet� Law)

인터넷의 활용방법과 태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 침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명예

훼손 문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제반 법률 문제를 살피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권리보

호 및 침해구제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21003915 입법론(Legislation)

입법이 우리나라 법질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훌륭한 입법

자 내지 입법전문 법률가라면 갖추어야할 입법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기술적 원리의 터득을 

목표로 한다. 즉 입법을 지배하는 당위적 법적 원리의 터득을 그 목표로하는 것이다. 의학에 

비유하자면 해석법학이 임상의학에 해당하는데 비해 입법학은 예방의학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입법의 철학적·헌법적·과학적 원리를 포함한 실제적 원리, 입법절차, 제정법의 해석, 법

안 작성의 원리 등이 중요한 교과내용이다.

21002898 조세법(Tax� Law)

조세법 중 개별세법으로 분류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지 방세법

의 각 특징과 세액 결정방법, 법률적 쟁점들을 고찰한다.

21002900 지적재산권법I(Intellectual� Property� Law� I)

지적재산권법을 구성하는 산업재산권법 4법과 저작권법 중 문화 및 예술분야의 창작을 보호하 는 

법제에 해당하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를 자세히 비교법적으로 공부한다.

양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과 디자인으로의 성립요건과 양범의 관계 및 보호요건을 살펴보고 저

작권과 디자인권의 발생절차, 권리의 내용, 효력제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심판, 소송절차 

등을 다양한 분쟁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21002901 지적재산권법II(Intellectual� Property� Law� II)

산업재산권법을 구성하는 4법 중 과학기술분야의 창작보호와 관련된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기업의 얼굴인 브랜드의 신용가치를 보호하는 상표법을 함께 다룬다. 양 법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를 

살펴본 후 보호대상인 발명과 상표의 정의, 등록요건을 비롯하여, 출원 및 심사절차, 특허권 및 상표권

의 효력과 내용,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심판, 소송절차 등을 살펴본다. 실용신안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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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21000895 채권각론(Law�of�Contracts� and�Torts)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가운데, 사적 자치의 형성과 확대의 원동력인 여러 가지 계약의 유형들, 

그리고 이로써 만들어지는 물권 및 채권질서의 조정, 보완, 수정을 위한 여러 법정채권관계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각 발생원인에 특유한 문제들과 관련된 여러법규정들을 상세히 분석하

고 고찰한다.

21000882 채권총론(General� Theories� of�Obligation� Law)

민법의 기본적 적용대상인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 다시 

말해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방의 요구에 응하는 관계에

서,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법적 규율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채권채무가 다

수당사자에게 관련되있는 경우와, 이것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리고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때의 

구제 및 조정관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21000907 친족상속법(Family� Law�And� Succession� Law)

친족관계로서의 가족제도, 혼인, 이혼, 부모와 자녀, 양자제도, 친권, 친족회 및 부양제도와 상속제도로

서의 호주상속, 재산상속, 유언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21000896 해상보험법(Admiralty� and� Insurance� Laws)

보험편에서 개념,연혁,법원을 고찰하고 국제적 사법생활관계에 적용할 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법률관계

의 성질 결정 연결점의 확정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제문제를 연구한다.

21001701 행정구제법(Remedies� in�Administrative� Law)

행정상의 손해배상, 손실보상과 그밖의 손해전보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행정심판과 각종 행정소송제

도를 살펴본다.

21000893 행정법각론(Administrative� Law�Ⅱ)

지방자치행정법, 공무원법 등의 국가조직법을 살펴보고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환경행정

법, 재무행정법 등의 특별행정법 분야에 관해 고찰한다.

21003913 행정법개론(Introduction� to�Administrative� Law)

원칙적으로 행정법의 기본원리나 법제에 관한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 내용은 크게 행정법 

서론, 행정작용법, 행정의 실효성 보장수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행정법 서론부분에서는 행정 및 행

정법의 관념, 행정상 법률관계 등이 검토된다. 행정작용법 부분에서는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약, 

사실행위 등의 행정작용 형식이 검토대상이 된다. 행정의 실효성 보장수단 부분에서는 행정강제나 행정

벌 등의 행정작용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실정법상의 수단 등에 대한 검토가 그 내용을 이룬다.

21003714 행정법연습(Case� Studies� in�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기본원리 및 기초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행정법상의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21000884 행정법총론(Administrative� Law�Ⅰ)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작용, 행정절차 및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등을 고찰한다.

21010055 헌법개론(Introduction� to�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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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

는 본 강의는, 헌법의 개념,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21002171 헌법연습(Seminar� in�Constitutional� Law)

헌법의 이론을 실무와 연결시키는 과목으로 주로 헌법재판소판결문을 분석하며 사례문제를 통하여 헌

법상의 중요한 문제를 살펴본다.

21003668 헌법재판론(Studies�on�Constitutional�Court)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지키는 헌법재판의 기능 및 권한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다. 

21000878 헌법I(Constitutional� Law� I)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법인 헌법의 의의, 개념, 개정, 제정,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1000885 헌법II(Constitutional� Law� II)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및 통치구조에 관한 제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1000879 형법각론(Special� Part�of�Criminal� Law)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국가에 대한 범죄, 개인에 대한 범죄등으로 구분하여 그 상세한 구성요

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고찰한다. 

21003912 형법개론(Introduction� to�Criminal� Law)

형법은 범죄와 그 효과, 즉 형벌과 보안처분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형법의 구성요소인 

범죄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장소

적 효력, 그리고 범죄의 요소가 되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과 공범론, 미수론, 형벌론의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21000908 형법연습(Practice� in�Criminal� Law)

형법의 추상적 이론들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연결시키고, 이를 판례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형법규범

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1000883,�21002903� � �형법총론I,�Ⅱ(Principles� of�Criminal� Law� I)

형사상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적 원리를 연구한다.

21002903 형법총론II(Principles�Of�Criminal� Law�Ⅱ)

형사상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적 원리를 연구한다.

21003675 형사소송법연습(Seminar� in�Criminal�Procedure)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기본적 사례를 해결하는 훈련을 통하여 형사소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게 한다. 

구체적 사안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적용하는 연습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이론

을 형사절차에 적용하여 법이론과 이념의 이해능력을 기른다.

21000894 형사소송법I(Criminal� Procedure�1)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고찰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 해석론을 학습한다. 범죄수사로부터 공소제

기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소송절차를 다룬다.

21003670 형사소송법II(Criminal� Proced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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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Ⅰ에 이어 형사소송절차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학습한다. 공판절차 및 형의 선고와 집행

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증거법을 다룬다.

21000900 형사정책(Criminology)

범죄의 원인과 그 대책을 연구한다. 

21003671 환경법(Environmental� Law)

환경법의 기초이론, 환경행정작용 및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오늘날 사전배려의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더해 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환경행정작용에 있어서 

직접적 규제수단 이외에 그 보완적 수단으로 간접적 규제수단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한다. 특히 환경 

분쟁의 제 문제를 공법적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분쟁해결의 법리와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21000888 회사법(Corporate� Law)

법인기업으로 된 회사의 조직원리와 특수제도를 고찰하고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

명회사, 합자회사 등을 차례로 연구한다. 

21050178 EU법(EU� Law)

EU의 입법, 사법,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공법과 사법의 주요 법분야를 개관한다.

21050177 EU법개론(Introduction� To�EU� Law)

EU 법체계의 기본구조, 기관 및 법원리에 대한 입문적 지식을 원어로 강의한다.

21003672 NGO와법(NGO�&� Law)

시민단체 등 NGO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법률(안)과 (여성)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민사회에서 필

요로 하는 사회규범으로서 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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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 상 대 학

∙경제학부

∙경영학부

교 육 목 표

1.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한 이론을 철저하게 교육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을 배양한다.

2. 전문지식과 함께 경제와 경영의 실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여 봉사할 수 있는 실천적 여성인

재를 기른다.

3. 전공교육과 함께 폭넓게 교양과목을 교수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을 구비한 여성 경제인 및 경영인을 육성한다.

4.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감각과 시대적인 흐름에 익숙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통일화 시대의 경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진취적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349

- 349 -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경제학 16 21 37�이상 12 36 48�이상 140�이상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전학기

〃 21001045  경제학원론 3 3 0

다 21001011  거시경제학 3 3 0

〃 21001010  미시경제학 3 3 0

2학기 1학년 21001046  경제통계학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1032  경제성장론 3 3 0

〃 21001028  경제수학 3 3 0

〃 21001035  경제학세미나 3 3 0

〃 21001009  계량경제학 3 3 0

〃 21001102  국제수지론 3 3 0

〃 21001023  노동경제학 3 3 0

〃 21001006  서양경제사 3 3 0

〃 21009867  일반사회교육론 ★ 3 3 0  정치외교학과

〃 21001990  환경경제학 3 3 0

나 21001989  게임과협상전략 3 3 0

〃 21001033  국제경제정책론 3 3 0

/경/제/학/부/

〈교육목적〉

  경제학부의 교육목적은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날로 증대되는 

여성의 사회 진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실력 있는 여성 경제인을 육성하는 데 있다.

〈교육목표〉

  경쟁적인 환경에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의 

구체적 실천목표를 실행한다.

1. 인간의 존엄성과 합리성을 윤리적 과학적으로 분별 있게 인식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추상적 현실적 문제에 대하

여 지성인적 관심과 인간적인 의식을 갖춘다.

2.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신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

을 한다.

3. 현실에서 의미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경제학적 패러다임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현실에 실증적으로 

적용한다.

4. 개인, 기업 또는 국가의 행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하여 의사 및 정책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건설적인 

제안을 한다.

5. 사회의 준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경쟁과 발전적인 협동을 균형있게 이해하여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지님으로

써 창의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인간자본이 된다.

<졸업학점배정표〉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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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나 21001018  국제금융론 3 3 0

〃 21001892  국제통상론 3 3 0

〃 21001893  기업경제학 3 3 0

〃 21002525  법과경제 3 3 0

〃 21001012  한국경제사 3 3 0

다 21001036  경기변동론 3 3 0

〃 21003855  경제학적사고방식I 3 3 0

〃 21003473  시장경제의이해I 3 3 0

〃 21001030  응용미시경제학 3 3 0

〃 21001022  한국경제론 3 3 0

〃 21002641  한국의금융제도 3 3 0

〃 21001017  후생경제학 3 3 0

2학기

가 21001024  경제발전론 3 3 0

〃 21001014  경제학사 3 3 0

〃 21001027  산업조직론 3 3 0

〃 21001007  화폐금융론 3 3 0

나 21050068  경쟁정책론 3 3 0

〃 21001037  경제학특강 3 3 0

〃 21001034  공공경제학 3 3 0

〃 21001050  국제무역론 3 3 0

〃 21001105  외환정책론 3 3 0

〃 21050147  일반사회교수법 ★ 3 3 0  정치외교학과

〃 21001115  중소기업론 3 3 0

다 21001021  경제정책론 3 3 0

〃 21050127  경제학적사고방식II 3 3 0

〃 21003105  금융공학 3 3 0

〃 21002085  문화예술경제학 3 3 0

〃 21001041  법경제학세미나 3 3 0

〃 21001020  비교경제제도론 3 3 0

〃 21003474  시장경제의이해II 3 3 0

〃 21001031  응용거시경제학 3 3 0

〃 21002642  한국경제시사특강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011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국민소득수준의 결정과 변동의 요인을 명백히 하여 거시적 분석에 의한 일국경제의 총체적인 움직임을 

분석 연구한다. 

21001989 게임과협상전략(Games� and�Negotiation� Strategy)

전략적인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형과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소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실의 경제상황에 대한 강의 및 토의를 진행한다.

21001036 경기변동론(Economic� Fluc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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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내부경제질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변동 현상에 관련된 제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

여 경제의 주기적 변화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관찰 규명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21050068 경쟁정책론(Competition� Policy)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21001024 경제발전론(Economic�Development)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경제체질의 변화의 추세를 개관하고 그 요인을 분석한다. 

21001032 경제성장론(Economic�Growth)

경제성장의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다양한 경제의 성장에 대해 분석적인 연구를 

행한다.

21001028 경제수학(Mathematics� for� Economics)

경제를 모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를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21001021 경제정책론(Economic� Policy)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주로 다루면서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

이 종합적으로 연구된다. 

21001046 경제통계학(Statistics� for�Economics)

통계학의 일반적인 지식과 그 응용방법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과학분야에서 다루는 제반

수량적 문제를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통계와 추측통계 전반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21001014 경제학사(History� of� Economics)

경제학의 역사는 경제원리 내지 이론의 역사인 바, 케네의 중농학파의 체계형성에서 시작하여 고전학

파·역사학파·마르크스학파·한계효용학파·케인즈학파 등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과정을 연구한다. 

21001035 경제학세미나(Seminar� in�Economics)

가장 기본적인 경제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현실적인 경제문제에 접근하는 동시에 학생 스스로 

경제의 제 현상을 분석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21001045 경제학원론(Principles�of�Economics)

경제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성 내지 공통성을 관찰 분석하여 경제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국민경

제의 질서를 규명하는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21003855 경제학적사고방식I(Economic�Way�of� Thinking�1)

미시경제학적 시각으로 우리 경제를 분석하고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함양한다.

21050127 경제학적사고방식II(Economic�Way�of� Thinking�2)

거시경제학적 시각으로 우리 경제를 분석하고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함양한다.

21001037 경제학특강(Special� Lecture� in� Economics)

경제학의 제반 이론을 각종의 경제현상에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학적인 사고 및 분석능력을 함양

한다.

21001009 계량경제학(Econometrics)

근대통계학과 경제수학에 기초하여 실증적 분석방법을 익히고 일반적인 계량 제 모형에 대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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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다. 

21001034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공공부문의 존재 이유와 정책적인 특성을 면밀하게 소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제적인 상호관

계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연구한다.

21001033 국제경제정책론(International�Economic� Policy)

개방경제에서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수단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여 

국제경제상황에 적합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21001018 국제금융론(International� Finance)

국제간의 자금의 이동과 그 결제기구·국제금융협력 등 국제금융현상을 분석 연구한다. 

21001050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Theory)

상품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원리를 이론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설명한다.

21001102 국제수지론(International� Balance�of� Payment� Theory)

국제수지의 이론과 정책 및 국제통화제도와 관련된 제문제를 다룬다. 상이한 환율제도하에서의 국제수

지의 조정이론과 조정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21001892 국제통상론(International�Commerce)

국제경제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현실의 국제통상 및 협상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각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인 통찰력을 함양한다.

21003105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파생상품과 위험관리에 관한 금융기법을 공부한다.

21001893 기업경제학(Managerial� Economics)

기업관리와 관련된 각종 이슈를 경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본다.

21001023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노동의 수요·공급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노동시장의 구조, 임금결정과정 및 실업발생의 원인과 대책 등

을 국민후생과 연관시켜 연구한다. 

21002085 문화예술경제학(Economics� of�Culture)

문화가 경제생활과 경제구조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고차원의 문화를 창달하기 위

해 경제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과목이다.

21001010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수요·공급과 시장균형, 소비자선택, 기업의 의사결정, 시장조직, 소득분배 등에 대한 기본이론을 학습한

다. 

21001041 법경제학세미나(Seminar� in� Law�and�Economics)

중요한 법 분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각종 법 제도 정책에 대한 분석능력을 증진시킨다.

21002525 법과경제(Economics� and� Law)

현실의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측면을 분석한다.

21001020 비교경제제도론(Comparative� Economic�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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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작동원리, 주요국가의 경제제도 등에 대해 연구한다. 

21001027 산업조직론(Industrial�Organization)

독·과점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의 이론적인 검토와 함께 독과점 상태하에서의 개별기업의 전략, 독·과점

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연구한다. 

21001006 서양경제사(Western� Economic�History)

영국을 비롯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전형적으로 발전하여 온 서구의 경제사를 설명한다. 원시공산사회로

부터 고대노예사회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사회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강의한다. 

21003473 시장경제의이해I(Understanding�Market� Economy�With�Microeconomics� 1)

다양한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제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강좌의 주 목표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접근방법을 택하는가?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정되는가? 생산요소의 공급 및 소득의 처분을 담당하는 

가계는 어떤 원리를 따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가?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민

경제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가? 경쟁,독점, 과점등 다양한 경쟁형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시장경

제에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21003474 시장경제의이해II(Understanding�Market� Economy�With�Macroeconomics� 2)

경제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문제의 체계적인 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이

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실업률, 고용, 임금, 소비, 투자, 

환율, 순수출 등은 어떻게 결정되며 그들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국민소득은 어떠한 원리를 따라 

결정되고 분배되는가? 호황과 불황은 왜 일어나며 대책은 무엇인가? 경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장

하는가?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이 경제활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1001105 외환정책론(Theory�of� Foreign�Exchange�Policies)

외환정책의 결정과정과 내용 및 정책의 효과에 관한 전반적 이론과 실증 분석에 대한 연구를 행한다.

21001031 응용거시경제학(Applied�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의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현상과 정

책에 대한 분석력을 제고시킨다.

21001030 응용미시경제학(Applied�Microeconomics)

미시경제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의 경제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분석 평가하는 능

력을 개발하여 이론과 현실의 조화를 도모한다.

21001115 중소기업론(Theory�of� Small� and�Medium�Firms)

국민경제 중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개념과 역할 및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체계를 분석하고, 그간에 전개된 중소기업에 대한 이론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21001022 한국경제론(Korean�Economy)

해방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21001012 한국경제사(Korean�Economic�History)

원시사회로부터 근대사회에 이르는 한국사의 경제적 측면을 취급한다. 전형적 자본주의가 전개되지 못

한 경제사적 배경과 특히 일제식민지경제 구조를 분석하여 오늘날 한국경제의 근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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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642 한국경제시사특강(Special� Topics� in�Korean�Economics)

한국경제의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경제발전의 여건과 성장전략, 그리고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연구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금융정책과 산업정책, 환율정책과 통화 신용정책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속성장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며 IMF위기의 원인에 대한 검토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21002641 한국의금융제도(Korean� Financial� System)

한국의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21001007 화폐금융론(Money� and�Banking)

경제현상에 대한 화폐적 측면, 즉 화폐의 기능과 그 공급·신용창조 및 화폐측의 교란에 의한 경제변수의 

변동에 관한 제 이론을 연구한다. 

21001990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환경문제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해결 내지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분석한다.

21001017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

 각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다. 먼저 완전 경쟁하에서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시장실패의존재가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정

책방향을 모색한다. 불완전 경쟁, 공공재, 외부성, 불확실성,정보문제, 정부 규제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경/영/학/부/

〈교육목적〉

  경영학부의 교육목적은 한국의 투명한 기업문화를 선도할 리더십을 갖추고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창조성과 전문

성, 그리고 실용성을 겸비한 글로벌 여성 경영인을 육성한다.

〈교육목표〉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미래의 여성 경영자를 양성한다.

1. 경영학 전공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경영자를 교육한다.

2. 기업 경영의 실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실무적 적응능력을 제고한다.

3.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의 경영자를 배출한다.

4.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경영자를 키운다.

5. 21세기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의성 있고, 협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영자를 양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경제학 16 21 37�이상 18 36 54�이상 1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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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전학기

1학년 21001055 회계원리 3 3 0

가 21001056 마케팅원론 3 3 0

〃 21001079 생산및운영관리 3 3 0

〃 21001052 재무관리 3 3 0

〃 21001076 조직행동론 3 3 0

나 21001063 국제경영학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다 21001010 미시경제학 ★ 3 3 0  경제학부

1학기

가 21003869 경영수학 3 3 0

〃 21001083 경영정보시스템 3 3 0

〃 21001009 계량경제학 ★ 3 3 0 경제학부

〃 21001058 계량경영학 3 3 0

〃 21001073 관리회계 3 3 0

〃 21001023 노동경제학 ★ 3 3 0 경제학부

〃 21001085 재무회계I 3 3 0

〃 21001093 창업론 3 3 0

나 21001077 경영전략론 3 3 0

〃 21003870 경영통계학 3 3 0

〃 21002842 고급회계 3 3 0

〃 21001830 광고심리학 ★ 3 3 0 홍보광고학과

〃 21003754 브랜드마케팅 3 3 0

〃 21004003 사회적기업의이해 3 3 0

〃 21009866 상업정보교육론 3 3 0

〃 21001793 서비스운영관리 3 3 0

〃 21001671 세법 3 3 0

〃 21002791 시스템분석및설계 3 3 0

〃 21001792 인적자원관리론 3 3 0

〃 21003114 조직개발과변화관리 3 3 0

〃 21003501 컴퓨터를활용한재무자료분석 3 3 0

〃 21003500 파생금융상품론 3 3 0

〃 21002846 e비즈니스마케팅 3 3 0

다 21003435 공급사슬관리 3 3 0

〃 21001107 국제재무관리 3 3 0

〃 21003862 국제조세론 3 3 0

〃 21002176 글로벌경영의이론과사례 3 3 0

〃 21003863 기업경영과법 3 3 0

〃 21001092 기업윤리 3 3 0

〃 21003113 마케팅이론과사례연구 3 3 0

〃 21003496 마케팅전략 3 3 0

〃 21003498 문화마케팅 3 3 0

〃 21050128 비영리회계 3 3 0

〃 21050099 재무사례연구 3 3 0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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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 21001091 증권시장론 3 3 0

〃 21001089 회계감사 3 3 0

2학기

가 21003436 경영정보처리론 3 3 0

〃 21001088 국제기업환경론 3 3 0

〃 21001065 소비자행동론 3 3 0

〃 21002843 원가회계 3 3 0

〃 21003864 재무회계II 3 3 0

〃 21003495 조직이론과설계 3 3 0

〃 21001068 투자론 3 3 0

〃 21001094 한국경영론 3 3 0

나 21003499 광고판촉론 3 3 0

〃 21001074 국제마케팅 3 3 0

〃 21001075 금융기관경영론 3 3 0

〃 21001060 노사관계론 3 3 0

〃 21050129 논리및논술(상업정보) 3 3 0

〃 21001086 리더십론 3 3 0

〃 21001082 마케팅조사론 3 3 0

〃 21005874 벤처경영론 3 3 0

〃 21050130 상업정보교수법 3 3 0

〃 21001078 세무회계 3 3 0

〃 21002635 유통관리 3 3 0

〃 21002838 재무제표분석 3 3 0

〃 21001081 품질경영 3 3 0

〃 21002821 e비즈니스개론 3 3 0

〃 21003854 R&D경영 3 3 0

다 21003434 구매관리 3 3 0

〃 21001069 기업재무론 3 3 0

〃 21003755 무역상무론 3 3 0

〃 21002825 보상관리론 3 3 0

〃 21004004 사회적기업운영론 3 3 0

〃 21002177 서비스마케팅 3 3 0

〃 21050257 자본시장과법 3 3 0

〃 21003865 자본시장회계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869 경영수학(Business�Mathematics)

기업경영과 부문별 관리를 위한 계량적 접근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수학지식을 다룬다. 

21001077 경영전략론(Strategic�Management)

기업조직의 전략적 행동에 관한 기초이론, 기업전략 차원에서의 다각화, 경영체제, 기업 지배와 사업전

략 차원에서의 산업분석, 조직자원분석, 경쟁전략수립 및 실행, 사회전략 차원에서의 이해관계자 분석

과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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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083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의사결정 및 업무능력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의 기본적 구조, 기본기

법 및 여러 하위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연구를 한다.

21003436 경영정보처리론(Business� Information�Processing)

경영분야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기술을 소개한다. 소개하는 기술에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데

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된다. 기술 소개와 함께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실습도 병행한다.

21003870 경영통계학(Statistics� for�Management)

경영학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학의 기본 개념과 그 응용방법을 학습한다. 모집단과 표본, 확률분포, 추정

기법 및 가설검정 등의 개념을 공부한다.

21001058 계량경영학(Quantitative�Approaches� to�Management)

경영현상을 모형화하고, 경영이론을 계량적으로 기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계량적 의사결정기법들을 연구한다. 

21002842 고급회계(Advanced� Financial�Accounting)

미시와 거시로 구분되는 재무회계이론 중 거시재무회계에 해당하는 기업결합회계의 이론과 실무를 학

습한다. 합병회계, 연결회계, 외화환산회계 등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국제적 자본이동과 관련된 거시적 

회계정보의 산출 및 분석기법을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21003435 공급사슬관리(Supply�Chain�Management)

자재의 구입단계로부터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기까지의 물류 전체 흐

름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급사슬과정을 통합하는 접근방법으로서의 개념과 그 기법을 

소개한다.

21001073 관리회계(Management�Accounting)

경영계획 및 통제를 위한 내부보고회계로서 원가의 개념 및 행태, 원가-|조업도-|이익분석, 단기의사

결정, 예산편성, 업적평가, 제품원가계산 등을 다룬다. 

21003499 광고판촉론(Advertising� and�Promotion� Strategy)

기업의 광고전략과 판촉전략을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틀 안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과정을 익히고 광고산업의 구조와 광고대행사의 역할을 다루며 광고예

산분배, 미디어전략, 광고 메시지 전략과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다룬다.

21003434 구매관리(Purchasing�Management)

기업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원자재와 부품, 그리고 서비스를 외부로부터 구매한다. 본 과목에

서는 구매과정을 이해하고 구매기능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21001063 국제경영학(International�Management)

기업의 국제화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이론과 국제기업환경의 

구조, 그리고 국제경쟁전략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학습한다. 

21001088 국제기업환경론(International�Business� Environments)

국제기업환경을 보는 관점, 국제무역과 금융, 투자환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세계 주

요 지역별로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국제기업환경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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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074 국제마케팅(International�Marketing)

복수의 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제반 마케팅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국제마케팅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환경하에서의 마케팅전략 방향, 마케팅믹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다룬다. 

21001107 국제재무관리(International� Financial�Management)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장단기의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데 따르는 이론적 및 제도적인 제반문제

를 다룬다. 

21003862 국제조세론(International� Taxation)

국제경영활동이 국제교역의 단계를 넘어 해외직접투자 및 글로벌 생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국제조세이다. 이중과세방지, 소득세액공제제도 고정사업장, 이전가격과세 등이 주요

한 내용이다. 

21002176 글로벌경영의이론과사례(Theories and Cases of Global Business Management)

기업의 국제경영 활동과 관련된 주요 이론의 흐름과 시사성 있는 주요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보다 최근

의 이론습득과 함께 현실분석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1001075 금융기관경영론(Management�Of� Financial� Institutions)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재무관리이론 및 기법에 대한 연구를 교과목적으로 한다. 

21003863 기업경영과법(Business� Law)

기업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법규, 금융서비스기관 및 증권관련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그 거래활동

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상사 소송 및 중재 그리고 보험에 관한 

법규 등 기업법률실무 분야 전반을 검토한다.

21001092 기업윤리(Business� Ethics)

생산의 주체로서의 기업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진다.  

본 과목은 기업의 행위가 사회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기업행위를 사회적 윤리의 관점

에서 분석한다. 

21001069 기업재무론(Corporate� Finance)

기업재무와 관련된 자본예산, 자본구조, 자본비용, 배당정책, 기업합병 등을 보다 이론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21001060 노사관계론(Labor-Management�Relations)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종업원과 경영자와의 사이에 주로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노사 쌍방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한다.

21050129 논리및논술(상업정보)(Logic�&�Analytic�Writing�on�Commerce� Information)

본 교과목은 토론, 독서, 쓰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업정

보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및 논리구축능력을 습득한다. 

21001086 리더십론(Leadership)

관리자 리더십의 이론적 측면을 공부한다. 이를 위하여 리더십의 영향력 과정, 행동이론과 상황이론, 

동기부여, 권력, 참여, 의사결정, 조직문화 등의 상관관계를 공부한다.

21001056 마케팅원론(Principles�of�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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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업경영에 있어서 마케팅이 차지하는 의의와 제기능, 제기구 및 소비자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

여 강의한다. 

21003113 마케팅이론과사례연구(Marketing� Theory� and�Case�Study)

마케팅의 이론 및 그 이론에 기초한 실천적인 응용사례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이론 및 실무적인 지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21003496 마케팅전략(Marketing�Strategy)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서 개인, 조직, 기업, 국가의 마케팅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연습한다. CRM, 브랜드, 서비스, 비영리 마케팅 등의 주제를 다룬다.

21001082 마케팅조사론(Marketing�Research)

마케팅담당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마케팅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조사방법을 학습한다. 마케팅

의사결정 목적에 따른 마케팅조사 문제 설정, 설문지작성, 데이터수집, 코딩 및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마케팅조사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론강의와 마케팅조사분석 실습을 통해 

마케팅조사 과정과 조사기법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1003755 무역상무론(International�Commerce)

본 강의에서는 무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둔다. 무역거래상의 절

차, 계약조건, 운송 및 보험계약, 금융, 무역 분쟁의 해결 등을 학습함으로써 무역거래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배양한다.

21003498 문화마케팅(Cultural�Marketing)

본 과목에서는 공연, 영화, 게임, 음악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다양한 마케팅 주제를 다

루는 '문화의 마케팅'과 기업이 문화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문화를 통한 마케팅'의 두 가지 

차원의 문화마케팅을 중심을 토의해 나아간다.

21005874 벤처경영론(Entrepreneurship� and�Venture)

본 강의에서 학생들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innovation)기반의 벤처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기업가 정신, 

혁신, 사업계획 수립, 벤처의 창업과정, 창업 후 경영, 벤처의 성공 및 실패사례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21002825 보상관리론(Compensation�Management)

기업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의 기초이론, 합리적 보상제도, 보상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향, 임금베이

스 결정방법, 보상관리체계,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연봉제 등에 관한 제 문제점을 연구한다.

21003754 브랜드마케팅(Brand�Marketing)

브랜드와 브랜딩 분야의 핵심개념을 학습하고 개인, 조직, 국가의 브랜드 전략에 대하여 공부한다.

21050128 비영리회계(Accounting� for�Non-Profit�Organization)

정부를 포함한 학교,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영리조직의 회계보고

의 목적, 예산편성 절차, 결산과정 그리고 회계정보 산출 시 적용되는 회계원칙 등을 학습한다.

21004004 사회적기업운영론(Social� Enterprise�Operations)

사회적기업 운영은 전통적인 영리목적의 기업 경영과 다른 양상을 띤다. 본 과목은 영리와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아이디어 발굴,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설립 단계, 관리 과정, 성과 평가 등 사회적기업 경영 전반의 주요 프로세스를 기업운영 측면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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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4003 사회적기업의이해(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s)

정부와 기업에 이어 “제3의 섹터”로 불리는 사회적기업의 이해증진을 통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기업

경영의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고취한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정의, 유형, 

실태, 발전방향 등을 살피고, 각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책, 지원기관 등을 조사하며, 혁신적인 사회

적 기업가가 실현한 구체적인 창업 및 경영 사례를 다룬다.  

21050130 상업정보교수법(Teaching�Method�of�Commerce� Information)

상업과 관련된 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절차와 기법을 탐구함으로써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21009866 상업정보교육론(Teaching�Models�of�Commerce)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1079 생산및운영관리(Production�and�Operations�Management)

조직의 생산 및 운영기능에서 수행되는 제반 의사결정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21002177 서비스마케팅(Service�Marketing)

학교, 병원, 박물관 등의 비영리조직에서의 마케팅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유형

의 제품에 초점을 둔 마케팅의 틀을 확장하여, 점차 중요성이 더해지는 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숙지하고, 성공적인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시각을 제시한다.

21001793 서비스운영관리(Service�Operations�Management)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서비스산업은 대부분 국가경제의 과반수 비중을 차지하

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제조업 운영과 대비한 서비스운영의 특징을 이해하고 서비스

의 품질향상을 위한 분석, 설계, 운영의 측면을 논의한다.

21001078 세무회계(Tax�Accounting)

국세기본법, 조세법 등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법인세법, 부가세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세의 내용과 이론을 소개한다. 특히 기업의 과세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법

인세 세무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학습한다.        

21001671 세법(Tax� Law)

각종 조세법의 제반이론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실무와 관련하여 강의함으로써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21001065 소비자행동론(Consumer�Behavior)

소비자의 성격과 본질을 행동과학의 입장에서 다루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갖는 내재적 혹은 외재적 

제 요인을 분석하여 소비자행동을 정형화하고 수량화하는 이론적·기술적 연구를 행한다. 

21002791 시스템분석및설계(System�Analysis� and�Design)

기업에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체계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설계하며 업무체계를 혁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 과목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방법론

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21002843 원가회계(Cost�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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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다양한 산업의 원가계산 시스템을 검토한다. 원가를 집계하고 배분하는 과정을 검토하며, 

새로운 제조환경이 원가계산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1002635 유통관리(Retail�Management)

유통 전반 특히 소매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현대적인 매장은 물론 재래시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스토어의 경영을 이해한다.

21001792 인적자원관리론(Human�Resource�Management)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달하고 유지/개발하며 이를 활용하는 관리활동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으

로 인력계획, 직무분석, 인사고과, 선발 및 이동배치, 훈련/개발, 임금관리 등을 포함한다.

21050257 자본시장과법(Financial�Market� and�Law)

자본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법(자본시장 통합법, 공정거래법 등)과 제도를 분석하고 이해한다.

21003865 자본시장회계(Capital�Market�Based�Accounting�Analysis)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포트폴리오 투자이론 등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투자방법을 학

한다. 주가와 거래량 차트의 분석기법, EVA, PER, PBR 등 시장배수에 근저한 투자전략, 시장모형

(market model), 삼요소모형(three factor model), 초과이익모형(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 

등 기업의 본직가치 평가모형과 관련된 이론과 투자실무를 소개한다.

21001052 재무관리(Financial�Management� )

재무관리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 재무계획, 운전자본관리 등을 학습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1050099 재무사례연구(Cases� in� Finance)

재무관리 이론에 기초한 응용사례들을 학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실무능력

을 배양한다. 

21002838 재무제표분석(Financial� Statement�Analysis)

본 강좌는 기업이 작성하여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법을 강의한다. 학생들이 실제 

기업의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이 강조될 것이다. 

21001085 재무회계I(Intermediate� Financial�Accounting� I)

재무회계는 주주와 채권자 등 자본시장 투자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재

무회계1은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역할을 설명하고, 자산, 부채, 자본 등 대차대조표를 구성하는 각 

계정과목과 관련된 회계이론과 회계처리실무를 학습한다.

21003864 재무회계II(Intermediate� Financial�Accounting� II)

재무회계1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의 특수과제들을 학습한다. 자본회계, 전환증권과 주당

이익, 리스회계, 법인세회계, 수익인식기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현금흐름표 등 계정과목 관련 회계이

론을 응용하는 복잡한 회계정보의 작성방법과 활용방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21003114 조직개발과변화관리(Organizational�Development�&�Change�Management)

행동과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대를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조직개발의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조직변화의 다양한 모형과 전략을 다룬다. 

21003495 조직이론과설계(Organization� Theory� and�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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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조정된 인간행동의 행동시스템이다. 조직이론과 설계

는 이 협동시스템을 조직구조와 조직 기능의 양면에서 합리화하여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 한 

기법을 연구한다.

21001076 조직행동론(Organization�Behavior)

조직 구성원의 개인특성, 직무관련 태도와 행동, 동기여부, 리더십, 집단역학, 권력과 갈등,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 및 조직과 개인간의 조화

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1001091 증권시장론(Security�Markets)

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 증권시장의 구조, 증권업무, 증권관계 법규 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증권

관련 기관들이 소개되고, 중개기능, 합병, 인수기능 등을 공부하며, 증권거래법 등도 다루어진다.

21001093 창업론(Venture�Capital)

변화하는 기업환경 속에서의 창업, 벤처캐피탈, 기술혁신, 조직개편, 혁신적 경영, 정부지원제도 등이 

다루어진다. 

21003501 컴퓨터를활용한재무자료분석(Financial�Data�Analysis�Using�Computers)

재무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기초개념을 제시함과 아울러 이들의 활용방법을 컴퓨터를 이용하

여 실습한다.

21001068 투자론(Investments)

증권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교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증권분석이론 및 포트폴리오 관리이

론을 연구한다. 

21003500 파생금융상품론(Derivative�Securities)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가격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기업 또

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연구한다.

21001081 품질경영(Quality�Management)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중시하는 경영시스템을 토의하고, 생산 및 운용기능에서 사용

되는 품질관리기법을 소개한다.

21001094 한국경영론(Korean�Management)

비교경영학의 체계에서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 경영이론과 한국기업의 경영특징

에 대하여 공부한다.

21001089 회계감사(Auditing)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외부감사제도와 회계

감사이론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감사기법 및 감사보고서 작성방법을 학습한다.

21001055 회계원리(Financial�Accounting�Principles)

기업의 경제적 사건를 측정하여 투자가에게 전달하는 회계정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하고, 복식

부기제도를 중심으로 회계정보의 생산방법 및 활용방법을 학습한다. 

21002821 e비즈니스개론(Introduction� to� E-Business)

E-Business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및 상품·서비스를 사고파는 상거래를 의미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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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에서는 인터넷 시장환경 및 인터넷 관련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E-Business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추세를 학습하고자 한다. 

21002846 e비즈니스마케팅(E-Business�Marketing)

e-비지니스 마케팅이란 "e-마케팅" 또는 "인터넷 마케팅"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개인과 기업, 즉 e-비

지니스의 주체가 자신의 비지니스 성공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E-business 관련 

국내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21003854 R&D경영(R&D�Management)

연구·개발은 기업 본연의 가치창출 활동이다. 본 과목의 목적은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부서간 협력, 조

직간 협력, 프로젝트 관리, 기술혁신, 연구·개발 성과와 같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

한 학생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서는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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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 악 대 학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 악 과

∙작 곡 과

교 육 목 표

1. 음악을 창작,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각 전공의 특성을 살려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형태의 연주 경험

을 쌓게 하여 창의력 있는 전문 음악인을 양성한다.

2. 음악예술 전반에 대한 탐구력을 증진하며 폭넓은 교양 및 사회성 확립을 추구하는 전인적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력을 함양한다.

3. 진취적 예술성 계발과 새로운 학문 동향을 반영하고 창학 이념인 세계화, 정보화를 국가와 민족의 문화예술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전문 음악인을 양성한다.



7. 음악대학 ＿ 365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365

- 365 -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9923  서양음악사Ⅰ(피아노) 2 2 0

〃 21009922  서양음악의장르별다각적접근Ⅰ 2 2 0

〃 21001137  전공실기I(피아노) 2 0 1

〃 21050013  피아노학내연주I 0 0 2

〃 21001309  합창I ★ 1 0 1 성악과

가 21001177  반주법I(피아노) 2 0 2

〃 21009924  서양음악사Ⅲ(피아노) 2 2 0

〃 21001145  시창·청음I(피아노) 1 0 2

〃 21001139  전공실기III(피아노) 2 0 1

〃 21050015  피아노학내연주III 0 0 2

나 21001150  대위법I(피아노) 2 2 0

〃 21001155  음악분석I(피아노) 2 2 0

〃 21001141  전공실기V(피아노) 2 0 1

〃 21009925  피아노기법연구Ⅰ 2 2 0

〃 21050017  피아노학내연주V 0 0 2

다 21001179  건반화성I(피아노) 2 1 1

〃 21001143  전공실기VII(피아노) 2 0 1

〃 21001186  피아노앙상블I 2 0 2

〃 21050019  피아노학내연주VII 0 0 2

2학기

1학년 21050259  서양음악사Ⅱ(피아노) 2 2 0

〃 21050258  서양음악의장르별다각적접근Ⅱ 2 2 0

〃 21001138  전공실기II(피아노) 2 0 1

〃 21050014  피아노학내연주II 0 0 2

〃 21001310  합창II ★ 1 0 1 성악과

가 21001178  반주법II(피아노) 2 0 2

〃 21050260  서양음악사Ⅳ(피아노) 2 2 0

/피/아/노/과/
〈교육목표〉

  피아노전공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훌륭한 연주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갖는다.

1. 음악 문헌, 연구, 악곡 분석 등 음악 이론의 연구 지도를 통해 연주자로서의 이론적 바탕과 소양을 갖추고 음악의 

조화와 균형미를 터득하게 한다.

2. 개인의 음악적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조력과 재능을 개발한다.

3. 피아노듀오 연주, 학내연주, 야외연주회, 협주곡의 밤, 독주, 실내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현대음악의 밤 등의 다양

한 연주회 출연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게 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피아노 16 21 37�이상 56 14 7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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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 21001146  시창·청음II(피아노) 1 0 2

〃 21001140  전공실기IV(피아노) 2 0 1

전공필수 2학기

〃 21050016  피아노학내연주IV 0 0 2

나 21001149  대위법II(피아노) 2 2 0

〃 21001156  음악분석II(피아노) 2 2 0

〃 21001142  전공실기VI(피아노) 2 0 1

〃 21050262  피아노기법연구Ⅱ 2 2 0

〃 21050018  피아노학내연주VI 0 0 2

다 21001180  건반화성II(피아노) 2 1 1

〃 21001144  전공실기VIII(피아노) 2 0 1

〃 21001187  피아노앙상블II 2 0 2

〃 21050020  피아노졸업연주 0 0 2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1183  부실기I(피아노) 1 0 1

가 21009927  20세기이후음악연구Ⅰ(피아노) 2 2 0

〃 21009926  실용음악Ⅰ(피아노) 2 1 1

〃 21001188  피아노교수법I 2 0 2

나 21003856  달크로즈유리드믹스교수법I 2 1 1

〃 21009929  재즈Ⅰ(피아노) 2 1 1

〃 21001346  지휘법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 21009928  피아노구조및관리(피아노) 2 2 0

다 21009930  발레음악Ⅰ(피아노) 2 2 0

〃 21009931  음악치료(피아노) 2 2 0

2학기

1학년 21001184  부실기II(피아노) 1 0 1

가 21050264  20세기이후음악연구Ⅱ(피아노) 2 2 0

〃 21050263  실용음악Ⅱ(피아노) 2 1 1

〃 21001189  피아노교수법II 2 0 2

나 21001176  국악개론 2 2 0

〃 21003857  달크로즈유리드믹스교수법II 2 1 1

〃 21050265  재즈Ⅱ(피아노) 2 1 1

〃 21001347  지휘법I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다 21050266  발레음악Ⅱ(피아노) 2 2 0

〃 21050261  음악예술경영(피아노) 2 2 0

★ 타과 개설과목으로 피아노과 전공 인정교과목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9927 20세기이후음악연구Ⅰ(피아노)(Music� of� Twentieth-CenturyⅠ(Piano))

1910년 이후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양식, 장르별로 소개하고 음악의 전반적인 변천과정과 이

전 시대의 비교를 통하여 현대음악의 이해를 추구한다.

21050264 20세기이후음악연구Ⅱ(피아노)(Music� of� Twentieth-CenturyⅡ(Piano))

1910년 이후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양식, 장르별로 소개하고 음악의 전반적인  변천과정과 

이전 시대의 비교를 통하여 현대음악의 이해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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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179,�21001180� � �건반화성I,� II(피아노)(Keyboard�Harmony� I,� II(Piano))

주어진 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4성부화하는 기능화성 진행연습을 함으로써 반주능력, 순발력, 이조 및 

초견 능력의 향상을 건반 위에서 실습을 통하여 육성한다.

21001176 국악개론(Introduction� to�Korean�Classical�Music� (Piano))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국악 전반에 걸쳐 기초지식, 음계와 악기의 분류, 연주형태, 국악사 등을 다룬다.

21003856 달크로즈유리드믹스교수법I(A�Method�of� Teaching�of�Dalcroze� Eurhythmics� I)

1. 세계 음악교육 역사 안에서의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교육의 역할 및 위치를 조명한다. 2. 달크로즈 

유리드믹스의 개요와 유리드믹스의 3대요소, 즉 <유리드믹스>, <솔페지>, <즉흥>을 이해한다.

21003857 달크로즈유리드믹스교수법II(A�Method�of� Teaching�of�Dalcroze�Eurhythmics� II)

3.유아 및 초등 어린이들의 악기교육 이전의 유리드믹스 교육의 중요성 및 실제에서의 연령별 교수법을 

이해하고 트레이닝 한다.4. 유리드믹스 교사에 대한 이해와 교사로서의 갖추어야 될 덕목들, 마인드와 

바디의 움직임 교육, 목소리 조절법, 조기피아노 교수법, 즉흥 피아노 연주와 타익기 연주, 노래 지도 

방법 및 가곡 코레오그라피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한다.

21001150,�21001149� � �대위법I,� II(피아노)(Counterpoint� I,� II(Piano))

18세기 스타일의 조성에 기초를 둔 대위, 즉 선율을 조합하는 기술을 배운다. 18세기 스타일의 전형적

인 선율작법에서 시작하여 1:1의 2성 만들기, 3성 혼합 양식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인벤션 분석과 작곡에 응용한다.

21001177,�21001178� � �반주법I,� II(피아노)(Accompaniment� I,� II)

화성·조성·전조의 습득과 여러 가지 반주음형을 이해, 실습하고 성악외에 다른 여러 악기들의 실제적 

반주를 통하여 시대별·작곡자별·악기별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21009930,�21050266� 발레음악Ⅰ,� II(피아노)(Ballet�MusicⅠ,� II(Piano)I)

발레음악의 역사와 양식, 발레에서의 음악의 역할에 관하여 탐구하고, 여러 발레음악 작곡가들의 작품

을 분석, 연주함으로써 발레음악 반주자로서의 능력을 기른다.

21001183,�21001184� � �부실기I,� II(피아노)(Electives� in�Minor� Instrument� I,� II)

기악, 성악, 작곡 전공 중에서 개인의 전공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여 부전공으로 하는 실기과목이다. 음

악 여러 분야에 대한 체험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만능 음악인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21009923,�21050259,�21009924,�21050260��서양음악사Ⅰ~Ⅳ(피아노)(History�of�WesternMusicⅠ~Ⅳ(Piano))

고대로부터 바로크, 고전, 낭만, 후기낭만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음악 양식과 연주 방법의 변혁, 

발전과정을 연구케 하여 모든 것을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고찰시키며 성악곡과 기악곡들에 관한 

문헌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한다.

21009922,�21050258� � �서양음악의장르별다각적접근I,�Ⅱ(Western� Spectrum� of�Musical� Genre� I,�Ⅱ)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을 장르 및 시대별로 접근함으로써 배경을 포함한 작품 전반의 해석을 통하

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1001145,�21001146� � � 시창·청음I,� II(피아노)(Sight�Singing� and�Ear� TrainingⅠ,� II(Piano))

청각, 독보력, 악보의 기보력 등 음악적 종합훈련의 기본이 되는 음감의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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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9926,�21050263� � �실용음악Ⅰ,� II(피아노)(Commercial�MusicⅠ,� II(Piano))

광고와 영상음악, 극음악에서 요구되는 스튜디오 테크닉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음악회의 기획, 녹

음에 이르기까지 실용음악 전반에 걸치는 실전지식을 배운다.

21001155,�21001156� �음악분석I,� II(피아노)(Music�Analysys� I,� II(Piano))

악곡을 형식적, 화성적 그리고 대위법적으로 분석하여 악곡들의 구성요소와 전체의 악상을 파악한다.

21050261 음악예술경영(피아노)(Music�Management(Piano))

공연, 기획 등 음악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하여 연구한다.

21009931 음악치료(피아노)(Music�Therapy(Piano))

음악을 통한 여러 응용 분야 중에서 행동과학에 바탕을 둔 음악치료학의 정의와 목적, 적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험측정의 과학적 접근방식의 설명, 치료 과정에서의 단계적 훈련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1009929,�21050265� 재즈Ⅰ,� II(피아노)(JazzⅠ,� II(Piano))

재즈의 역사를 비롯하여 음계, 화성체계 및 특수한 주법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재즈의 대표적

인 작품과 연주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올바른 감상의 단계는 물론 주요 이디엄과 주법들을 

실제 창작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1137~21001144� � �전공실기I~VIII(피아노)(Piano�Major� I~VIII)

개인지도를 통하여 기악 분야의 작품을 직접 접촉케 함으로써 기악 연주가로서 요구되는 기교를 비롯하

여 악곡의 해석 및 표현을 연구하여 독립된 기악 연주가를 양성한다.

21001188,�21001189� 피아노교수법I,� II(Piano�Pedagogy� I,� II)

연령별, 단계별 피아노지도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저명한 피아노 

교수들이 쓴 지도방법 문헌을 통해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을 모색한다.

21009928 피아노구조및관리(피아노)(Piano�Construction� and�Maintenance(Piano))

피아노는 악기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인

데, 구조와 액션의 동작 원리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 적다. 피아노 구조를 알고 이해함으로 써 피

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비전공 학생들이 연습이나 연주를 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소리를 표현하는데 있어 건반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피아노 전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의식

을 갖고 또 피아노의 관리 요령을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가능한 한 이상적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1009925,�21050262� 피아노기법연구Ⅰ,� II(Advanced�Course�of� PianismⅠ,� II)

바로크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의 다양한 피아노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기법들을 연구, 분석하여 보다 

향상된 연주 기법을 습득하게 한다.

21001186,�21001187� 피아노앙상블I,� II(Piano�Ensemble� I,� II)

각 개인지도를 통하여 습득한 음악적 체험을 앙상블을 통하여 그 작가의 음악세계를 알게 하고 개개인

이 서로 모여 화음을 이루게 되는 조화미를 체득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21050020 피아노졸업연주(Senior�Recital)

4학년 2학기때 실시되고 8학기에 걸친 배움의 결정체가 되는 음악회로서 성숙된 음악인으로의 첫 관문

이다. 이 연주는 음대 전교생, 음대 전교직원, 학부모 및 일반인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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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관현악 16 21 37�이상 56 14 70�이상 140�이상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2698 관악합주I 1 0 2

〃 21001214 관현악학내연주I 0 0 2

〃 21009843 시창·청음I(관현악) 2 2 0

〃 21002688 오케스트라I 1 0 4

〃 21003540 전공실기I(관현악) 2 0 1

〃 21002690 현악합주I 1 0 2

가 21002700 관악합주III 1 0 2

〃 21001215 관현악학내연주III 0 0 2

〃 21001225 오케스트라III 1 0 4

21050013~21050019 피아노학내연주I~VII(Weekly�Recital� I~VII)

총 7학기동안 같은 전공의 전학년 학생들 앞에서의 연주를 통하여 테크닉과 음악성 향상과 무대 매너 

등을 익힌다.

/관/현/악/과/

〈교육목적〉

  관현악전공의 교육목적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훌륭한 연주자 양성으로 기초지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창의력을 개발시키며, 전문분야의 교양을 폭넓게 갖추어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독주, 실내악, 합주 등의 각종 연주회 

출연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도록 한다.

〈교육목표〉

  관현악전공의 목표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훌륭한 연주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갖는

다.

1. 음악 문헌, 연구, 악곡 분석 등 음악 이론의 연구 지도를 통해 연주자로서의 이론적 바탕과 소양을 갖추고 음악의 

조화와 균형미를 터득하게 한다.

2. 개인의 음악적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조력과 재능을 개발한다.

3.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독주, 실내악, 합주 오케스트라 등의 각종 연주회 출연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게 한다.

〈졸업학점배정표〉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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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 21003542 전공실기III(관현악) 2 0 1

〃 21002692 현악합주III 1 0 2

〃 21009844 화성법I(관현악) 2 2 0

나 21001231 관악합주V 1 0 2

〃 21001216 관현악학내연주V 0 0 2

〃 21009840 대위법I(관현악) 2 2 0

〃 21001221 악식론I(관현악) 2 2 0

〃 21001227 오케스트라V 1 0 6

〃 21003544 전공실기V(관현악) 2 0 1

〃 21002694 현악합주V 1 0 2

다 21002701 관악합주VII 1 0 2

〃 21001217 관현악학내연주VII 0 0 2

〃 21001229 오케스트라VII 3 0 6

〃 21001223 음악분석I(관현악) 2 2 0

〃 21003546 전공실기VII(관현악) 2 0 1

〃 21002696 현악합주VII 1 0 2

2학기

1학년 21002699 관악합주II 1 0 2

〃 21050026 관현악학내연주II 0 0 2

〃 21050034 시창·청음II(관현악) 2 2 0

〃 21002689 오케스트라II 1 0 4

〃 21003541 전공실기II(관현악) 2 0 1

〃 21002691 현악합주II 1 0 2

가 21002651 관악합주IV 1 0 2

〃 21050027 관현악학내연주IV 0 0 2

〃 21001226 오케스트라IV 1 0 4

〃 21003543 전공실기IV(관현악) 2 0 1

〃 21002693 현악합주IV 1 0 2

〃 21001233 화성법II(관현악) 2 2 0

나 21001232 관악합주VI 1 0 2

〃 21050028 관현악학내연주VI 0 0 2

〃 21050025 대위법II(관현악) 2 2 0

〃 21001222 악식론II(관현악) 2 2 0

〃 21001228 오케스트라VI 1 0 6

〃 21003545 전공실기VI(관현악) 2 0 1

〃 21002695 현악합주VI 1 0 2

다 21002702 관악합주VIII 1 0 2

〃 21050029 관현악졸업연주 0 0 2

〃 21001230 오케스트라VIII 3 0 6

〃 21001224 음악분석II(관현악) 2 2 0

〃 21003547 전공실기VIII(관현악) 2 0 1

〃 21002697 현악합주VIII 1 0 2

1학년 21003548 부실기I(관현악) 1 0 1

〃 21001171 서양음악사I(관현악)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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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전공선택

1학기

1학기

가 21002706 관악앙상블I 2 0 2

〃 21009934 바로크 음악실습Ⅰ(관현악) 2 2 0

〃 21003159 타악앙상블I 2 0 2

〃 21002703 현악앙상블I 2 0 2

나 21002708 관악앙상블III 2 0 2

〃 21009839 음악학개론I(관현악) 2 2 0

〃 21001346 지휘법I(관현악) 2 2 0

〃 21003161 타악앙상블III 2 0 2

〃 21009933 현대음악의연주와이해Ⅰ(관현악) 2 2 0

〃 21003013 현악앙상블III 2 0 2

다 21001218 관현악문헌I 2 2 0

〃 21009841 관현악법I(관현악) 2 2 0

〃 21009842 국악개론I(관현악) 2 2 0

2학기

1학년 21003549 부실기II(관현악) 1 0 1

〃 21001172 서양음악사II(관현악) 2 2 0

가 21002707 관악앙상블II 2 0 2

〃 21050268 바로크 음악실습Ⅱ(관현악) 2 2 0

〃 21003160 타악앙상블II 2 0 2

〃 21002704 현악앙상블II 2 0 2

나 21002709 관악앙상블IV 2 0 2

〃 21050024 음악학개론II(관현악) 2 2 0

〃 21001347 지휘법II(관현악) 2 2 0

〃 21003162 타악앙상블IV 2 0 2

〃 21050267 현대음악의연주와이해Ⅱ(관현악) 2 2 0

〃 21002705 현악앙상블IV 2 0 2

다 21001219 관현악문헌II 2 2 0

〃 21050032 관현악법II(관현악) 2 2 0

〃 21050033  국악개론II(관현악) 2 2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2706~21002709� � �관악앙상블I~IV� (Wind�Ensemble� I~IV)

각 개인지도를 통하여 습득한 음악적 체험을 앙상블을 통해 그 작곡가의 음악세계를 알게 하고 개개인

이 서로 모여 화음을 이루게 되는 조화미를 체득하는 기회를 마련 한다. 

21002698~2102700,2100651,21001231~21001232,21002701~2100272�관악합주I~VIII(Wind�Instrument�Ensemble�I~VIII)

목관 악기와 금관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관악기가 지닌 음색의 조화와 균형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관악앙

상블의 음악미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 21001218,� 21001219 관현악문헌I,� II� (Orchestra� Literature� I,� II)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관현악 음악의 발달사를 감상과 함께 세밀히 연구하며 음악양식과 연주법에 대한 

이해를 드높인다.

� 21009841,� 21050032 관현악법I,� II(관현악)(Orchestration�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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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개개의 소리를 넘어서 관현악적인 소리를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다양한 소리의 

세계를 통일성 있게 나가는 기술을 말한다. 음악의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관현악법도 ‘학문’이 

아닌 ‘기술’임을 인지해야만 이를 성취할 수 있다.

21050029 관현악졸업연주(Senior�Recital)

4학년 2학기때 실시되고 8학기에 걸친 배움의 결정체가 되는 음악회로서 성숙된 음악인으로의 첫 관문

이다. 이 연주는 음대 전교생, 음대 전교직원, 학부모 및 일반인에 공개된다.

21001214~21001217,� 21050026~21050028 관현악학내연주I~VII� (Weekly� Recital� I~VII)

총 7학기동안 같은 전공의 전학년과 전공과목 교수들을 청중으로 하여 전공실기의 개인별 발표를 한다. 

특히 동료들과 무대진행, 예술기획 등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며 개인적인 기교숙달, 연주자로서의 기량

증진, 독창성이 개발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기틀이 되도록 

한다.

21009842,�21050033 국악개론I,� II(관현악)(Introduction� to�Korean�Classical�MusicⅠ,� II)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국악발전에 걸쳐 기초지식에 따르는 음계와 악기의 분류, 연주형태, 국악사에 

이르기까지를 다룬다.

21009840,�21050025 대위법I,� II(관현악)(CounterpointⅠ,� II)

18세기 스타일의 조성에 기초를 둔 대위, 즉 선율을 조합하는 기술을 배운다. 18세기 스타일의 전형적

인 선율작법에서 시작하여 1:1의 2성 만들기, 3성 혼합 양식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인벤션 분석과 작곡에 응용한다.

21009934,�21050268 바로크음악실습Ⅰ,� II(관현악)(Baroque�Music�PracticeⅠ,� II)

바로크시대의 다양한 실내악 작품들을 지역별 작곡가별로 다루어 봄으로써 그 시대의 음악형식과 구조

를 익히고, 또한 연주시 당면하게 되는 음악해석의 제 문제들(리듬, 템포, 장식음, 아티큘레이션 등)을 

당대문헌, 이론서에 근거하여 알려진 연주관습을 통해 익힌다. 

21003548,�21003549 부실기I,� II(관현악)(Electives� in�Minor� Instrument� I,� II)

기악, 성악, 작곡전공 중에서 개인의 전공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여 부전공으로 하는 실기과목이다. 음악 

여러 분야에 대한 체험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만능음악인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21001171,�21001172 서양음악사I,� II(관현악)(History�Of�Western�MusicⅠ,� II)

고대로 부터 바로크, 고전, 낭만, 후기낭만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음악 양식과 연주 방법의 변혁과 

발전과정을 연구케 하여 모든 것을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고찰시키며 성악곡과 기악곡들에 관한 문헌

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한다.

21009843,�21050034 시창·청음I,� II(관현악)(Sight�Singing�And�Ear� Training� I,� II)

청각의 정리, 독보력의 향상 ,악보의 기보력 등 음악적 종합훈련의 기본이 되는 음감의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

21001221,�21001222 악식론I,� II(관현악)(The�Theory�Of�Musical� Form� I,� II)

음악기초이론을 이수한 학생들이 이를 밑바탕으로 해서 화성, 대위, 악기 등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그 

악곡이 가지는 형식 및 시대적 구분을 통한 특징을 알게 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21002688,�21002689,� 21001225~21001230 오케스트라I~VIII(Orchestra� I~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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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여러 종류의 악기로 구성된 합주를 통하여 음악의 조화와 균형미를 터득하고 

각종 연주회에 출연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개발과 연주체험을 쌓는다. 

21001223 음악분석I,� II(관현악)(Music�Analysis� I,� II)

악곡을 형식적, 화성적 그리고 대위법적으로 분석하여 악곡들의 구성요소와 전체의 악상을 파악시키는 

데 치중한다.

21009839 음악학개론I,� II(관현악)(Introduction�To�MusicologyⅠ,� II)

음악학의 본질, 영역, 방법론, 목적, 역사 등을 소개하며,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른다.

21003540~21003547 전공실기I~VIII(관현악)(Instrumental�Major� I~VIII)

 개인지도를 통하여 기악분야의 작품을 직접 접촉하게 함으로써 기악연주가로서 요구되는 기교를 비롯

하여 악곡의 해  석 및 표현을 연구하여 독립된 기악연주가를 양성한다.

21001346,�2100134� � �지휘법I,� II(관현악)(Conducting� I,� II)

기본박자·리듬 및 강약, 악상표현에 관한 실제적 지휘법의 이론을 터득함으로써 악곡을 올바르게 해석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음악성을 발전시킨다. 

21003159~21003162� 타악앙상블I~IV(Percussion� Ensemble� I~IV)

타악기 앙상블은 20세기 들어와 생긴 음악의 한 분야로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들로만 이루어진 앙상블

이다. 최초의 타악기 앙상블로 기록된 것은 Edga Vares 의 Ionisation 이다. 수업시간에는 20세기 초의 

작곡가인 존테이지나 루해리슨, 에드가 바레즈 등의 실험적인 작품들 및 상업음악, 재즈 그 밖에 월드 

뮤직등을 배우며 각나라의 다양한 타악기 연주법 및 민속 리듬 또 현대 음악에 나타난 다양한 현대 

타악기의 테크닉을 배우게 된다.

21009933 현대음악의연주와이해I,� II(관현악)(Understanding andPerformanceofContemporaryMusic� I,� II)

음악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목으로, 쇤베르크 이후의 20세기 음악의 발전과 흐름에 대해 공부한다. 

현대음악의 다양한 형태와 작품들을 소개하며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경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음악적 방향과 자신의 작품경향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한다.

21002703~21002705,� 21003013 현악앙상블I~IV(String� Ensemble� I~IV)

개인지도를 통하여 습득한 음악적 체험을 앙상블을 통해 그 작곡가의 음악세계를 알게 하고 개개인이 

서로 모여 화음을 이루게 되는 조화미를 체득케 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21002690~21002697 현악합주I~VIII(String� Instrument� Ensemble� I~VIII)

현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각 악기가 지닌 음색을 조화있게 다루어 나감으로서 앙상블의 음악미를 체험 

하게 한다.

21009844,�21001233 화성법I,� II(관현악)(HarmonicsⅠ,� II� )

조성음악의 화성어법을 이해하고 성부진행의 기술을 연마하여 조성음악 작품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실제 작품과 화성. 대위 이론과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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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1251 시창·청음I(성악과) 2 2 0

〃 21003528 음악이론I(성악과) 2 2 0

〃 21001255 이어딕션 2 2 0

〃 21001243 전공실기I(성악과) 2 0 1

〃 21001269 학내연주I(성악과) 0 0 2

〃 21001309 합창I(성악과)     1 0 2

가 21001258 독어딕션II 2 2 0

〃 21009960 시창·청음III(성악과) 2 2 0

〃 21001245 전공실기III(성악과) 2 0 1

〃 21001270 학내연주III(성악과) 0 0 2

〃 21001311 합창III(성악과)              1 0 2

나 21001260 불어딕션II 2 2 0

〃 21001247 전공실기V(성악과) 2 0 1

〃 21001271 학내연주V(성악과) 0 0 2

다 21001290 성악문헌I 2 2 0

〃 21003534 스페인어딕션 2 2 0

〃 21001283 오페라워크숍I 2 0 2

/성/악/과/

〈교육목적〉

  성악과의 교육목적은 전통창법으로 사상과 감정을 직접적이고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음악회와 오페라연주를 통하여 풍부한 연주 경험을 쌓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연주자를 배출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성악과에서는 전통창법으로 사상과 감정을 직접적이고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4년의 교과과정

을 통하여 각 시대별 가곡과 오페라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더불어 다양한 음악회와 오페라연주를 통하여 풍부한 연주 

경험을 쌓게 하여 졸업 후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연주자가 되게 한다.

1. 기초지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창의력을 개발시킨다.

2. 고급지식 능력의 습득과 발표력을 향상시킨다.

3. 진취적 예술감각 훈련을 통해 풍부한 표현력을 길러 연주경험을 쌓게 한다.

4. 전문 분야의 교양을 폭넓게 갖추게 하고 또한 조화된 사회성을 배양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성악과 16 21 37�이상 56 14 7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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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 21001249 전공실기VII(성악과) 2 0 1

〃 21001272 학내연주VII(성악과) 0 0 2

2학기

2학기

1학년 21001257 독어딕션I 2 2 0

〃 21001252 시창·청음II(성악과) 2 2 0

〃 21003529 음악이론II(성악과) 2 2 0

〃 21001244 전공실기II(성악과) 2 0 1

〃 21050038 학내연주II(성악과) 0 0 2

〃 21001310 합창II(성악과)                   1 0 2

가 21001259 불어딕션I 2 2 0

〃 21050315 시창·청음IV(성악과) 2 2 0

〃 21001246 전공실기IV(성악과) 2 0 1

〃 21050040 학내연주IV(성악과) 0 0 2

〃 21001312 합창IV(성악과)        1 0 2

나 21001261 영어딕션 2 2 0

〃 21001248 전공실기VI(성악과) 2 0 1

〃 21050042 학내연주VI(성악과) 0 0 2

다 21003947 러시아어딕션 2 2 0

〃 21001291 성악문헌II 2 2 0

〃 21001284 오페라워크숍II 2 0 2

〃 21001250 전공실기VIII(성악과) 2 0 1

〃 21050044 졸업연주(성악과) 0 0 2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1336 부실기I(성악과) 1 0 1

가 21009844 화성법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나 21002714 가창법I 2 1 1

〃 21009840 대위법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 21003530 무대연기법I 2 0 2

〃 21003532 성악반주법I 2 0 2

〃 21001285 성악앙상블I 2 0 2

〃 21001221 악식론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 21009959 합창지휘법I 2 0 2

다 21001223 음악분석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2학기

1학년 21001337 부실기II(성악과) 1 0 1

가 21001233 화성법I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나 21002715 가창법II 2 1 1

〃 21050025 대위법I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 21003531 무대연기법II 2 0 2

〃 21003533 성악반주법II 2 0 2

〃 21001286 성악앙상블II 2 0 2

〃 21001222 악식론I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 21050316 합창지휘법II 2 0 2

다 21001224 음악분석II(관현악) ★ 2 2 0 관현악과

★ 타과 개설과목으로 성악과 전공 인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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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2714,�21002715 가창법I,� II(The�Method�Of� Singing� I,� II)

단순한 음계훈련에서 벗어나 자음, 모음 발음과 다양한 멜로디 연습을 통하여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인

다.

21001257,�21001257� � �독어딕션I,� II(German�Diction� I,� II)

독일어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 법칙과 문장해독, 독일 가곡이나 영창곡의 가사를 읽으며 올바른 어법

과 구법을 배운다. 

21003947 러시아어딕션(Russian�Diction)

러시아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 법칙과 문장의 해독, 러시아 가곡이나 영창곡의 가사를 읽으며 올바른 

어법과 구법을 배운다. 

21003530,�21003531 무대연기법I,� II(Stage�Acting� I,� II)

오페라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노래 이외에 무대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연기를 학습하게 한다.

21001336,�21001337� � �부실기I,� II(성악과)(Electives� In�Minor� Instrument� I,� II)

기악, 성악, 작곡 전공 중에서 개인의 전공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여 부전공하는 실기과목이다. 음악 여

러 분야에 대한 체험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만능 음악인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21001259,�21001260 불어딕션I,� II(French�Diction� I,� II)

프랑스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 법칙과 문장의 해독, 프랑스 가곡이나 영창곡의 가사를 읽으며 올바른 

어법과 구법을 배운다. 

� 21001290,� 21001291 성악문헌I,� II(Vocal�Music� Literature� I,� II)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성악 음악의 발달사를 감상과 함께 세밀히 연구하며 음악양식과 연주법에 대한 

이해를 드높인다. 

21003532,�21003533 성악반주법I,� II(Piano�Accompaniment� I,� II)

성악곡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작곡자의 특징이나 성악가의 개성을 살린 반주법을 학습하게 한다.

21001285,�21001286 성악앙상블I,� II(Vocal�Music� Ensemble� I,� II)

성악과와 피아노과를 대상으로, 각 과의 전공을 기초로 하여 성악과 피아노연주의 조화 및 음악적 표현 

및 음악체험을 넒힘으로써 다양한 연주 방법을 체득케 한다. 

21003534 스페인어딕션(Spanish�Diction)

스페인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 법칙과 문장해독, 스페인 가사로 된 가곡이나 영창곡의 가사를 읽으며 

올바를 어법과 구법을 배운다.

21001251 시창·청음I(성악과)(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I)

청각의 정리, 독보력의 향상, 악보력의 기보력 등 음악적 종합훈련의 기본이 되는 음악의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

21001252 시창·청음II(성악과)(Sight� Singing�and�Ear� Training� II)� �

음계의 독보능력, 음의 기억력을 발전시키며 분서할 수 있는 시청각 훈련이다.

21009960 시창·청음III(성악과)(Sight�Singing� and�Ear� Training�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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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자리표를 사용한 시창·청음으로 score reading과 transposition을 예방한다. 음정과 기초이론을 실습

과 함께 학습한다.

21050315 시창·청음IV(성악과)(Sight� Singing�and�Ear� Training� IV)

음악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과목으로서 단선율청음, 리듬청음, 음정청음과 단선율 

노래하기와 2성부 노래하기 및 코드청음 및 4성부 노래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21001261 영어딕션(English�Diction)

영어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 법칙과 문장해독, 영어가사로 된 가곡이나 영창곡의 가사를 읽

으며 올바른 어법과 구법을 배운다.

21001283,�21001284 �오페라워크숍I,� II(Opera�Workshop� I,� II)

오페라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성악적, 무대구성, 연기적 요소들을 실제적인 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

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21003528,� 21003529 음악이론I,� II(성악과)(Music� Theory� I,� II(Vocal�Music))

음악을 이해하고 전공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이론을 포괄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21001255 이어딕션(Italian�Diction)

이태리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 법칙과 문장해독, 이태리 가곡이나 영창곡의 가사를 읽으며 올바른 

어법과 구법을 배운다. 

21001243~21001250 전공실기I~VIII(성악과)(Voice�Major� I~VIII)

개인지도를 통하여 성악분야의 작품을 직접 접촉케 함으로써 성악연주가로서 요구되는 기교를 비롯하

여 악곡의 해석 및 표현을 연구하여 독립된 성악연주가를 양성한다. 

21050044 졸업연주(성악과)(Senior�Recital(Vocal�Music))

4학년 2학기때 실시되고 8학기에 걸친 배움의 결정체가 되는 음악회로서 성숙된 음악인으로의 첫 관문

이다. 이 연주는 음대 전교생, 음대 전교직원, 학부모 및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21001269,21050038,21001270,21050040,21001271,21050042 학내연주I-VII(성악과)(WeeklyRecital I-VII(VocalMusic))

총 7학기동안 같은 전공의 전학년과 전공과목 교수들을 청중으로 하여금 전공실기의 개인별 발표를 

한다. 특히 동료들과 무대진행, 예술기획 등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며 개인적인 기교 숙달, 연주자로서의 

기량 증진, 독창성이 개발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기틀이 

되도록 한다.

21009959,�2105031� � �합창지휘법I,� II(Chorus�Conducting� I,� II)

합창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휘기술을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21001309~21001312 합창I~IV(성악과)(Chorus� I~IV)

합창의 기초훈련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교와 요령을 터득케 하여 준비된 합창곡들을 학교 내외에서 갖는 

각종 연주회에 출연케 하여 연주체험을 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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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1315 18세기대위법및인벤션분석 1 2 0

〃 21001350 서양음악사I(작곡과) 2 2 0

〃 21001305 시창·청음(작곡과) 1 2 0

〃 21001359 음악기초이론(작곡과) 1 2 0

〃 21001958 작곡학내연주I 0 0 2

〃 21001297 전공실기I(작곡과) 2 0 1

〃 21009845 합창I(작곡과) 1 0 2

가 21001313 악기론I 2 2 0

〃 21003289 음악형식과분석I 2 2 0

〃 21001959 작곡학내연주III 0 0 2

〃 21001299 전공실기III(작곡과) 2 0 1

〃 21001307 현대화성및작곡기법 I 2 2 0

나 21001356 국악개론(작곡과) 2 2 0

〃 21009938 미디음악실습Ⅰ 2 0 2

〃 21001960 작곡학내연주V 0 0 2

〃 21001301 전공실기V(작곡과) 2 0 1

다 21001961 작곡학내연주VII 0 0 2

/작/곡/과/

〈교육목적〉

  작곡과의 교육목적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진취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국제문화 예술인을 육성하는데 있다. 

또한 음악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인식, 교육함으로써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교육자와 사회인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전문성, 논리적 사고능력, 표현력, 창의력을 개발하여 장인정신을 갖춘 

전문 창작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1. 전문성을 갖춘 국제적인 작곡가를 육성한다.

2. 음악예술 전반에 대한 탐구력을 증진하며 폭넓은 교양 및 사회성을 확립을 추구하는 전인적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력을 함양한다.

3. 진취적 예술성의 계발과 새로운 학문 동향을 반영하고 창학 이념인 세계화, 정보화를 국가와 민족의 문화 예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 음악인을 양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작곡 16 21 37�이상 56 14 7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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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 21001303 전공실기VII(작곡과) 2 0 1

〃 21003175 편곡법 2 2 0

〃 21003042 현대음악분석I 2 2 0

2학기

1학년 21001316 18세기대위법및푸가분석 1 2 0

〃 21001340 건반화성(작곡과) 1 0 2

〃 21001351 서양음악사II(작곡과) 2 2 0

〃 21050057 작곡학내연주II 0 0 2

전공필수 2학기

〃 21001298 전공실기II(작곡과) 2 0 1

〃 21050051 합창II(작곡과) 1 0 2

〃 21001318 화성학(작곡과) 1 2 0

가 21001314 악기론II 2 2 0

〃 21003290 음악형식과분석II 2 2 0

〃 21050058 작곡학내연주IV 0 0 2

〃 21001300 전공실기IV(작곡과) 2 0 1

〃 21001308 현대화성및작곡기법 II 2 2 0

나 21050273 미디음악실습Ⅱ 2 0 2

〃 21002721 예술정책및경영 2 2 0

〃 21050059 작곡학내연주VI 0 0 2

〃 21001302 전공실기VI(작곡과) 2 0 1

다 21001320 음악학개론(작곡과) 2 2 0

〃 21001326 작곡졸업연주 0 0 2

〃 21001304 전공실기VIII(작곡과) 2 0 1

〃 21003043 현대음악분석II 2 2 0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2034 부실기I(작곡과) 1 0 1

〃 21003044 음악소프트웨어연구I 1 0 2

가 21003046 음악소프트웨어연구III 1 0 2

〃 21002722 전자음악의이해I 2 0 2

나 21009872 음악교육론 3 3 0

〃 21001354 음향학(작곡과) 2 2 0

〃 21009940 지휘법Ⅰ(작곡과) 2 0 2

다 21009991 논리및논술(음악) 3 3 0

〃 21009939 음악심리학 2 2 0

〃 21003048 전자음악작곡 2 0 2

〃 21003174 합창편곡법 2 2 0

2학기

1학년 21002035 부실기II(작곡과) 1 0 1

〃 21003045 음악소프트웨어연구II 1 0 2

가 21003047 음악소프트웨어연구IV 1 0 2

〃 21002723 전자음악의이해II 2 0 2

나 21010040 음악교수법 3 3 0

〃 21050272 음악치료학개론 2 2 0

〃 21050276 지휘법Ⅱ(작곡과) 2 0 2

다 21050275 대중음악사 2 2 0

〃 21002724 실용음악작곡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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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 21050274 재즈음악사 2 2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315 18세기대위법및인벤션분석(18th�Century�Counterpoint�and�Analysis�2Part�&�3Part� Inventions)

18세기 대위법(바하 양식)을 공부한 후 바하의 2성 및 3성 인벤션을 분석해 봄으로서 대위법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21001316 18세기대위법및푸가분석�(18th�Century�Counterpoint� and�Analysis� Fugas)

18세기 대위법(바하 양식)을 공부한 후 바하의 푸가를 분석해 봄으로서 대위법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하

도록 한다.

21001340 건반화성(작곡과)(Keyboard�Harmony)

주어진 선율을 바탕으로 하여 4성부화하는 기능화성 진행연습, 반주능력, 순발력, 이조 및 초견 능력의 

향상을 건반위에서 실습을 통하여 육성한다.

21001356 국악개론(작곡과)(Introduction�of�Korean�Traditional�Music� I)

국악 전반에 걸친 국악의 분류와 주요 문헌의 분석 및 대표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과 실제 

감상을 행한다.

21009991 논리및논술(음악)(Logic� and�Writing� for�Music)

음악적 감각과 감수성을 객관적 언어로 구체화 하여 기술하는 능력을 기른다.

21050275 대중음악사(History� of� Popular�Music)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중음악의 발생과 발달과정 그리고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21009938,�21050273 미디음악실습Ⅰ,� II(Midi�MusicⅠ,� II)

컴퓨터를 활용한 미디음악의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미디음악을 이해하고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1002034,�21002035 부실기I,� II(작곡과)(Electives� In�Minor� Instrument� I,� II)

기악, 성악, 작곡 전공 중에서 개인의 전공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여 부전공하는 실기과목이다. 음악 여

러 분야에 대한 체험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만능 음악인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21001350,�21001351 서양음악사I,� II(작곡과)(History� of�Western�Music� I,� II)

고대로부터 바로크, 고전, 낭만, 후기 낭만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음악 양식과 연주방법의 변혁과 발

전과정을 연구케 하여 모든 것을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 고찰시키며 성악곡과 기악곡들에 관한 문헌들

을 학술적으로 연구한다.

21001305 시창·청음(작곡과)(Sight�Singing� and�Ear� Training)

청각의 정리·독보력의 향상·악보의 기보력 등 음악적 종합훈련의 기본이 되는 음감의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

21002724 실용음악작곡(Commercial�Music�Composition)

실용음악의 선율, 화성 그리고 구조적 특징과 다양한 장르를 이해하고 작곡실습을 해 봄으로서 실용음

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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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313,�21001314 악기론I,� II(Instrumentation� I,� II)

여러 가지 악기의 역사, 구조, 기능, 연주법 등에 대하여 이론과 연주 및 실습을 통한 학습을 함으로써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의 작곡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한다. 

� 21002721 예술정책및경영(Music�Project� and�Management)

예술정책, 법규, 경영 등의 이론과 실제를 각 부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윤강형식으로 공부한다.

21010040 음악교수법(Teaching�of�Music)

음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식과 실기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연구한다.

21009872 음악교육론(Theory�of�Music�Education)

음악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전인교육 양성에 힘쓰도록 한다.

21001359 음악기초이론(작곡과)(Basic�Music� Theory)

서양음악을 이해하고 전공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을 포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으로 소리의 근원

으 로부터 세분화된 음악수업을 듣게 하기위한 준비단계의 하나이다.

21003044~21003047 음악소프트웨어연구I~IV(Music� Software�Practice� I~IV)

컴퓨터를 통한 전자음악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학문으로 기술적인 실습을 통해 다양한 작품세계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문이다.

21009939 음악심리학(Psychology�of�Music)

음향발생의 원리와 소리가 사람에게 전달, 지각, 인지되는 과정을 공부하며, 이러한 학습내용을 통하여 

음악이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21050272 음악치료학개론(Introduction�of�Music� Therapy)

음악을 통한 여러 응용 분야 중에서 행동과학에 바탕을 둔 음악치료학의 정의와 목적, 적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험측정의 과학적 접근방식의 설명, 치료과정시의 단계적 훈련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1001320 음악학개론(작곡과)(Introduction� to�Musicology)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의 객관적 이론 체계를 세워주는 학문으로서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과 

예술과 관련하여 수십 종으로 분류되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21003289,�21003290 음악형식과분석I,� II(Musical� Form�and�Analysis� I,� II)

다양한 음악형식과 구조를 공부하고, 악곡을 분석하여 음악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21001354 음향학(작곡과)(Acoustics)

소리나 음에 관련된 여러가지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물리학에서 파생된 학문으로서 연주, 

악기론, 악기학, 생리학, 컴퓨터 및 전자음악 등의 음악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음악심리학, 음악치료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임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배우도록 한다.

21001326 작곡졸업연주(Senior� Recital)

4학년 2학기때 실시되고 8학기에 걸친 배움의 결정체가 되는 음악회로서 성숙된 음악인으로의 첫관문

이다. 이 연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21001957~21001961 작곡학내연주I~VII(Weekly�Recital� I~VII)

총7학기동안 같은 전공의 전학년과 전공과목 교수들을 청중으로 하여금 창작곡을 발표한다. 창작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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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기교와 기량증진, 독창성개발, 예술성확립뿐만 아니라 연주자와의 인격적, 음악적 교류, 동료들

과의 무대진행, 예술 기획 등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여 음악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기틀

이 되도록 한다.

21050274 재즈음악사(History� of� Jazz�Music)

재즈의 발생과 발달과정을 이론과 감상을 통하여 배움으로서 재즈음악의 올바른 이해를 하며 현대음악

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21001297~21001304 전공실기I~VIII(작곡과)(Composition�Major� I~VIII� )

단계적인 개인지도를 통하여 전반적인 작곡이론의 습득과 개성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쓰도록 하며 독

창적 작곡가를 지향하는 창작적 기틀을 마련한다. 

21002722,�2100273 전자음악의이해I,� II(Studies� in�Electronic�Music� l,� ll)

전자음악의 체계적 이해와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컴퓨터와 신디사이저, 음악 프로그램 

등의 사용방법과 그 활용도와 가능성을 수업한다.

21003048 전자음악작곡(Composition� in� Electronic�Music)

전자음악의 체계적 이해와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컴퓨터와 신디사이저, 음악프로그램 

등의 사용방법을익히며 다양한 방법으로작품에 활용하는것을지도한다.

21009940,�21050276 지휘법Ⅰ,� II(작곡과)(ConductingⅠ,� II)

기본박자·리듬 및 강약, 악상표현에 관한 실제적 지휘법의 이론을 터득함으로써 악곡을 올바르게 해석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음악성을 발전시킨다.

21003175 편곡법(Instrumental�Arrangement)

여러 장르의 악곡을 다양한 악기의 특성과 음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21003174 합창편곡법(Chorus�Arrangement)

다양한 유형의 성악곡을 그 악곡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나 요소등을 바탕으로 하여 합창곡으로 

재편성한다.

21009845,�21050051 합창I,� II(작곡과)(Chorus� I,� II)

합창의 기초훈련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교와 요령을 터득케 하여 준비된 합창곡들을 학교내외에서 갖는 

각종 연주회에 출연케 하여 연주체험을 쌓게 한다.

21003042,�21003043 현대음악분석I,� II(Analysis� In�Modern�Music� I,� II)

현대 음악들을 그 시대의 이론에 기초하여 세밀한 분석을 하도록 하며 창작활동에 반영되도록 체계를 

세워준다.

21001307,�21001308 현대화성및작곡기법�I,� II(Modern�Harmony�and�Compositional�Techniques� I,� II)

음계소재, 근대적 7·9·11 및 13화음의 사용법, 4도와 5도로 이루어진 화음, 화성화음, 복조 및 다조, 

무조음악, 12음 음악 기타 화성법의 이론 및 실습을 지도한다. 

21001318 화성학(작곡과)(Harmonics)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이론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며, 실제로 창작에 응용할 수 있도록 악곡의 작곡과 

분석을 통한 병행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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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 학 대 학

∙약 학 부

교 육 목 표

1. 건전하고 높은 직업윤리를 갖춘 약학인을 양성한다.

2.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교육으로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전문인을 육성한다.

3.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통일화시대의 국민보건을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배양한다.

4.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여성지도자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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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1382 약품분석학I 3 3 0

가 21010054 해부학 2 2 0 ◆

〃 21009978 기초약학실습1 1 0 4

〃 21009986 세포생물학1 2 2 0

〃 21009981 약사윤리학 2 2 0

〃 21009983 약품물리화학1 2 2 0

〃 21009987 의약유전학1 2 2 0

〃 21009984 의약품분석화학1 2 2 0

〃 21009982 통계및계산약학1 2 2 0

나 21010028 약물학1 2 2 0 ◆

〃 21010031 약제학1 2 2 0 ◆

〃 21050380 의약화학1 2 2 0 ◆

〃 21050376 기초약학실습3 1 0 4

〃 21050377 예방약학1 2 2 0

〃 21001370 유기의약품화학II 3 3 0 ★

〃 21010041 응용미생물학 2 2 0

다 21001378 약물학I 3 3 0 ★

〃 21001377 약제학실습 1 0 4

〃 21001375 약제학I 2 2 0 ★

〃 21050390 약학실습2 1 0 4

〃 21001374 위생약학실습 1 0 4

〃 21001372 위생약학I 2 2 0

/약/학/부/

〈교육목적〉

  약학전공의 교육목적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 인류 발전에 기여할 전인적이고 지도적인 여성 배출이라는 우리 

대학교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주적이며 봉사적이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목표〉

1. 건전하고 높은 직업윤리를 갖춘 약학인을 양성한다.

2.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으로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전문인을 양성한다.

3.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통일화 시대의 국민보건을 선도할 수 있는 여성인재를 배양한다.

4.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여성지도자를 배출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약학부 4 • 4 84 74 158�이상 162�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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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2학기

가 21010019 생약학1 2 2 0

〃 21050368 기초약학실습2 1 0 4

〃 21050371 독성학1 2 2 0

〃 21001385 생리학 3 3 0

〃 21050369 약품생화학1 2 2 0

나 21010014 병태생리학 2 2 0 ◆

〃 21010029 약물학2 2 2 0 ◆

〃 21010030 약사법규 2 2 0 ◆

〃 21050386 의약화학2 2 2 0 ◆

〃 21050389 사회약학 2 2 0

〃 21050387 약동학 2 2 0

〃 21050388 약료경영학 2 2 0

〃 21050385 약물치료학 2 2 0

〃 21050383 약학실습1 1 0 4

〃 21010048 임상영양학 2 2 0

다 21001380 약물학실습 1 0 4

〃 21001379 약물학II 2 2 0 ★

〃 21001376 약제학II 3 3 0 ★

〃 21050411 약학실습3 1 0 4

〃 21001373 위생약학II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9979 보건의료개론 2 2 0

〃 21009985 생리학1 2 2 0

〃 21009980 약학개론 2 2 0

〃 21009988 유기약화학 2 2 0

나 21010020 생약학2 2 2 0

〃 21050378 약품생화학2 2 2 0

〃 21010059 유기의약품화학2 2 2 0 ◆

〃 21050379 독성학2 2 2 0

〃 21050381 비처방약 2 2 0

〃 21050382 의약정보학 2 2 0

다 21050399 감염치료학 2 2 0

〃 21050394 건강기능식품학 2 2 0

〃 21001400 내분비화학 2 2 0

〃 21050403 만성질환약물치료학 2 2 0

〃 21001432 법화학 2 2 0 ★

〃 21001398 병태생리학 3 3 0 ★

〃 21010015 분자생물학 2 2 0

〃 21050401 소화기및호흡기계약물치료학 2 2 0

〃 21050406 신의약품개발 2 2 0

〃 21050400 심혈관계약물치료학 2 2 0

〃 21001434 약국경영학 2 2 0

〃 21050410 약물경제학 2 2 0

〃 21050393 약물구조분석학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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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 21050391 약물설계학 2 2 0

〃 21050404 약물송달학 2 2 0

〃 21050395 약물신호전달 2 2 0

〃 21050407 약물안전성유효성 2 2 0

〃 21050396 약물유전체학 2 2 0

〃 21050409 의약품생산공정개발 2 2 0

〃 21050408 의약품임상개발허가실무 2 2 0

〃 21050405 의약품품질관리및보증 2 2 0

〃 21002568 의약화학II 2 2 0 ★

〃 21050402 임상독성학 2 2 0

〃 21050397 임상병태생리학 2 2 0

〃 21050398 종양병태생리학 2 2 0

〃 21050392 천연물화학 2 2 0

〃 21009977 향장품학 2 2 0

2학기

1학년 21001425 약용식물학 2 2 0

〃 21001409 해부학 3 3 0 ★

가 21010008 면역학 2 2 0

〃 21010038 유기의약품화학1 2 2 0

〃 21001965 무기약품제조화학 2 2 0

〃 21050375 생리학2 2 2 0

〃 21050374 세포생물학2 2 2 0

〃 21050370 약품물리화학2 2 2 0

〃 21050373 의약유전학2 2 2 0

〃 21010043 의약품분석화학2 2 2 0

〃 21050372 통계및계산약학2 2 2 0

나 21010032 약제학2 2 2 0 ◆

〃 21010042 응용약물학 2 2 0 ◆

〃 21050384 예방약학2 2 2 0

〃 21002567 의약화학I 2 2 0 ★

다 21010012 법화학 2 2 0 ◆

〃 21010013 병원약학 2 2 0

〃 21050427 상담기술론 2 2 0

〃 21050413 생물약제학 2 2 0

〃 21050423 세포치료학 2 2 0

〃 21050412 신경계및약물수송체학 2 2 0

〃 21050422 암표적치료학 2 2 0

〃 21050419 약물남용 2 2 0

〃 21050418 약물대사학 2 2 0

〃 21001404 약사법규 2 2 0 ★

〃 21050415 약전및제제분석학 2 2 0

〃 21010033 약품미생물학 2 2 0

〃 21050425 약학연구설계와평가 2 2 0

〃 21050428 우수의약품기준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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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3629 응용약물학 1 1 0 ★

〃 21050424 의약품공정화학 2 2 0

〃 21050421 임상내분비학 2 2 0

〃 21050426 임상약동학 2 2 0

〃 21001399 임상약학 3 3 0

〃 21002009 임상영양치료학 2 2 0

〃 21050420 임상한약학 2 2 0

〃 21010058 임상화학 2 2 0

〃 21050417 조직학 2 2 0

〃 21050416 종양약학 2 2 0

〃 21050414 콜로이드약물전달시스템 2 2 0

〃 21002039 한약학개론 2 2 0

세부
전공

응용약학전공 임상약학전공 산업약학전공

이수
학점

28학점 28학점 28학점

인정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21000390 약학실습 2 21000390 약학실습 2 21000390 약학실습 2
21050391 약물설계학 21050397 임상병태생리학 21050404 약물송달학
21050392 천연물화학 21050398 종양병태생리학 21050405 의약품품질관리및보증
21002017 분자생물학 21050399 감염치료학 21050406 신의약품개발
21050393 약물구조분석학 21050400 심혈관계약물치료학 21050407 약물안전성유효성 
21050394 건강기능식품학 21050401 소화기및호흡기계약물치료학 21050408 의약품임상개발허가실무 
21050395 약물신호전달 21050402 임상독성학 21050409 의약품생산공정개발
21050396 약물유전체학 21050403 만성질환약물치료학 21050410 약물경제학
21050411 약학실습 3 21050411 약학실습 3 21050411 약학실습 3
21010033 약품미생물학 21050418 약물대사학 21010058 임상화학
21050412 신경계및약물수송체학 21050419 약물남용 21050424 의약품공정화학 
21050413 생물약제학 21001423 병원약학 21050425 약학연구설계와평가
21050414 콜로이드약물전달시스템 21050420 임상한약학 21050426 임상약동학
21050415 약전및제제분석학 21050421 임상내분비학 21050427 상담기술론
21050416 종양약학 21050422 암표적치료학 21050428 우수의약품기준
21050417 조직학 21050423 세포치료학 21001432 법화학

◆표시 교과목은 11학번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이수교과목임.

★표시 교과목은 08학번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되는 이수교과목임.

<약학부�세부전공�인정교과목�및�이수학점>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10008 면역학(Immunology)

체내 면역체계에 대한 기초적 이론과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및 면역제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10012 법화학(Forensic�Chemistry)

약물 및 환경오염물질의 생체장기에 대한 독성과 범죄수사의 증거물 처리 및 그 감정법을 강의한다.

21010013 병원약학(Hospital� 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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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약료서비스를 이해하고 질적인 약료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제반 실

무지식을 학습한다.

21010014 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기전, 발현양상, 진행과정과 후유증에 관하여 세포의 손상과 손상에 대한 반응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인 병태생리를 강의한다.

21010019,�21010020� � �생약학1,�2(Pharmacognosy�1,�2)

생약의 특성, 성분, 약효 등을 이해하여 질병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술한다.

21010028 약물학1(Principles�of�Pharmacology�1)

본 강좌에서는 약물수용체 및 구조활성관계, 생체내 운명, 작용기전 및 약효와 독성에 대하여 생체시스

템에서 학습하며 자율신경계 및 중추신경계 치료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10029 약물학2(Principles�of�Pharmacology�2)

약물의 치료적 응용성을 장기별 질환별로 분류하여 학습하며 약물치료에 있어서 적합한 약물의 선택 

및 용법의 기초에 대하여 해설한다.

� 21010030 약사법규(Pharmacy� Law)

이 과목의 목표는 약국, 병원, 의약품제조, 정부규제 기관 등 다양한 약무의 직능을 수행하는 약사로서 

실제로 필요한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정신의 토대가 되는 윤리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21010031 약제학1(Pharmaceutics� 1)

의약품의 제형설계 기본이론, 제형별 특징 및 Drug Delivery System (DDS)에 대한 기초

21010032 약제학2(Pharmaceutics� 2)

의약품의 투여경로에 따른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및 약물속도론 기초 

21050378 약품생화학2(Pharmaceutical� Biochemistry� 2)

생명현상과 약물들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화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생화학의 전

반전인 지식을 배운다. 생체물질과 약물의 작용기전을 이해함으로써 질병발생기전과 신규 의약품을 개

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시킨다.

21010038 유기의약품화학1(Pharmaceutical�Chemistry� 1)

본 과목은 유기약화학에서 습득한 유기화학의 기초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약품을 약효별로 분류하

고 각 의약품의 화학구조와 약효상호간의 작용기전을 이해하고 고찰하도록 하며 이들 의약품의 제조방

법을 상세히 강술함으로서 신약개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21010059 유기의약품화학2(Pharmaceutical�Chemistry� 2)

본 과목은 유기약화학에서 습득한 유기화학의 기초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약품을 약효별로 분류하

고 각 의약품의 화학구조와 약효상호간의 작용기전을 이해하고 고찰하도록 하며 이들 의약품의 제조방

법을 상세히 강술함으로서 신약개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21010042 응용약물학(Applied� Pharmacology)

주요 질환의 사례별 연구 및 therapeutic intervention을 이해한다. 특히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들

의 분자수준에서의 기초와 임상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50380 의약화학1(Medicinal�Chemist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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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유기화학 및 의약품화학, 약물의 생 동태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물리화

학적 성질, 특히 화학적 구조와 약효와의 상관관계 및 의약품의 작용기전을 분자수준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신약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강술한다.

21050386 의약화학2(Medicinal�Chemistry�2)

본 과목은 유기화학 및 의약품화학, 약물의 생체 동태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성질, 특히 화학적 구조와 약효와의 상관관계 및 의약품의 작용기전을 분자수준에 서 

파악하도록 하고 신약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강술한다.

21010054 �해부학(Anatomy)

세포와 조직을 포함하는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고, 다양한 몸의 부위

와 그 위치를 지칭하는 전문용어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함.

21050399 감염치료학(Infectious�Diseases�Therapeutics)

감염성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제에 대해 강의한다.

21050394 건강기능식품학(Health� Functional� Food)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건강위해요인, 효능 평가방법, 공전수재 건강식품, 작용기전, 부작용 및 기

타 관련된 소재에 대한 내용을 질환별로 분류하여 강의한다. 

21009978 기초약학실습1(Basic� Laboratory� of� Pharmaceutical� Sciences�1)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의 이해, 화합물 분석법, 유기합성 및 천연물화학 전반의 이해를 위 한 

기초실습을 실시한다.

21050368 기초약학실습2(Basic� Laboratory� of� Pharmaceutical� Sciences�2)

약학 연구에 기초가 되는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을 포함한 생물학적 접근 방법에 필요한 실험

을 시행한다. 기초적 실험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당류, 아미노산,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의 정성실

험, 정량실험, 그리고 전기이동법에 의한 분리실험, 효소 활성 실험 등을 시행한다.

21050376 기초약학실습3(Basic� Laboratory� of� Pharmaceutical� Sciences�3)

약학 연구 및 약무 실무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적,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임상적 실험기법의 

통합적 활용 및 그에 연관된 수학적/통계적 자료처리기법에 관한 실습을 시행한다.

21001400 내분비화학(Chemistry� of�Hormones)

호르몬이 화학적으로 생체대사에 미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강술한다. 

21050371 독성학1(Toxicology�1)

독성학은 독물에 대한 과학으로 궁극적 목적은 이들 독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인체위해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21050379 독성학2(Toxicology�2)

독성학2는 고급 독성학 과정으로 환경독성학의 생물학적 모니터링기법을 습득하고, 나아가 임상적

용을 위한 개인차를 고려한 독성물질에 대한 감수성(반응성)차이를 학습한다.

21050403 만성질환약물치료학(Pharmacotherapy� for�Chronic�Diseases)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약물요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요법의 설계, 

편익과 위험 평가, 효과 평가 및 안전성 모니터링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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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965 무기약품제조화학(Inorganic� Pharmaceutical�Manufacturing�Chemistry)

무기약품에 대한 역사, 제조방법, 정량법, 분석법 및 의약적용도에 대해 학습한다.

21001432 법화학(Forensic�Chemistry)

약물 및 환경오염물질의 생체장기에 대한 독성과 범죄수사의 증거물 처리 및 그 감정법을 강

의한다. 

21001398 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

인체의 생리적 기능의 장해에 관하여 특히 생화학적인 변화에 역점을 두고 강의하여 임상약학 의 

이해를 돕는다. 

21009979 보건의료개론(Introduction� to�Health�Care� System)

보건의료의 기초가 되는 이론, 목표와 구성요소를 학습한다. 특히 보건의료의 사회적 성격, 개인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경쟁과 규제, 시장과 국가개입, 형평과 효율 등의 중요 요소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10015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질병기전과 신약개발을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핵산이나 단백질 등 거대분자와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다양한 작은 분자 등을 배우게 되고, 또한 유전자의 복제, 변이, 발현기

전, 생명현상에 대해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1050381 비처방약(Non�Prescription)

환자의 자가진단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처방약의 효능, 약가, 부작용, 약물상호작용, 시장, 동

향에 대하여 강의한다.

21050389 사회약학(Social� Pharmacy)

의약품의 개발, 유통 및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회 현상과 정책 이슈에 대하여 사회

과학적 이론과 응용을 학습한다.

21050427 상담기술론(Clinical�Communications)

임상실무현장에서 약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자 및 타 보건의료인 등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21001385 생리학(Physiology)

인체의 기능에 대하여 계통학적으로 강술한다.

21009985 생리학1(Physiology�1)

인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를 인체의 각 부분 중 통합과 협동, 수송 및 흡수 기능에 관련된 

기관계의 기능에 관하여 강의한다. 

21050375 생리학2(Physiology�2)

사람의 몸이 어떻게 화학적 물리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며 생식과 재생을 하는가를 이해하 고, 의

학계의 최근 발전사항들을 포함하는 사람의 유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함.

21050413 생물약제학(Biopharmaceutics)

최신 의약품 제형 연구 및 약물의 체내 속도론과 약물 동력학

21009986 세포생물학1(Cell� Biolog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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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의 기본단위인 세포들의 일반적 구조와 기능, 각 소기관 및 세포막의 기능과 항상성 유 지 , 

세포들과 주위의 미세 환경과의 상호 연관관계에 관한 특성을 다룬다. 생명의 근본 원리의 이해를 통한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세포생물학적 측면에서 강의한다. 

21050374 세포생물학2(Cell� Biology�2)

세포내에서 조절되는 세포간 정보전달, 세포골격, 세포분열조절, 세포사멸 및 세포생리학적 분야를 

탐구함으로서 세포내에 일어나는 현상을 세포생물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특히, 세포 생물학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질병의 진단과 신약개발에 응용되는 최신 현미경 기술을 소개하여 약학 연구능

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한다.

21050423 세포치료학(Cell� Therapy)

혈액암이나 다른 종류의 암, 그리고 다른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와 접목하여 새로운 

세포를 조직에 도입하는 과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와 성체줄기

세포(adult stem cell)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법과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치료법(gene-modified 

stem cell therapy)에 대해서 강의한다.

21050401 소화기및호흡기계약물치료학(Pharmacotherapy� for�Gastrointestinal� and�Respiratory�Diseases)

소화기 및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약물요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요법 의 

설계, 편익과 위험 평가, 효과 평가 및 안전성 모니터링 방법을 학습한다.

� 21050412 신경계및약물수송체학(Nervous� System�&�Drug� Transporter)

신경계의 순환장애, 감염성 및 퇴행성 뇌질환의 병태생리와 치료약물의 약물수송에 대하여 강의한다. 

21050406 신의약품개발(New�Drug�Development)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관한 기초와 실제를 강술한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각 

단계에 대한 이해와 사례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신약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습득하도록 

한다. 극히 최근에 개발된 신약과 브록버스터약에 대한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본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21050400 심혈관계약물치료학(Pharmacotherapy� for�Cardiovascular�Diseases)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약물요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요법의 설계, 

편익과 위험 평가, 효과 평가 및 안전성 모니터링 방법을 학습한다.

21050422 암표적치료학(Targeted�Therapeutics�of�Cancer)

이 수업은 생명의과학/약학등에 분야에서 일할 학생들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발암과정 에 대 한 

분자수준에서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또한 그 이해를 기반으로, 발암 및 암진행 과정에 필수적인 생체 

분자들을 표적 치료하는 방법 및 현 동향, 작용기작, 그리고 그 표적과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방법 

등을 교육함을 목표로 한다.

21001434 약국경영학(Pharmacy�Management)

개업약국, 병원약국 등의 경영의 원리와 방법을 강술한다. 

21050387 약동학(Pharmaco�Kinetics�&� Pharmaco�Dynamics)

약품의 제형에서의 방출,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과정의 약효발현과의 관계 규명. 

21050388 약료경영학(Managed�Care� 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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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약료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의약품 소비의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료경영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21050410 약물경제학(Pharmaco�Economics)

약물요법의 가치를 경제학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의약품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 비

용최소화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학습한다.

21050393 약물구조분석학(Pharmaceutical� Structure�Analysis)

분석기기들의 작용 원리, 기기장치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분광학적 분석 데이

터의 의미와 그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약물의 화학적인 구조를 규명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50419 약물남용(Drugs�of�Abuse)

약물 남용 문제, 약품 개요 및 남용 동향, 진단·치료 예방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치료 시장의 

현황 및 성장 전망, 시판 치료제 및 신제품 개발 상황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50418 약물대사학(Drug�Metabolism)

약물대사의 기본원리를 강술하며, 특히 대사시스템이나 기전에 관한 생화학적인 접근을 통해 약물의 

변화를 고찰한다. 프로드럭에 관한 기본개념이나 실례도 약물대사의 관점에서 강술한다. 

21050391 약물설계학(Drug�Design)

신규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필요한 약물 또는 단백질 구조에 기반한 약물설계원리를 

강의하며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분비에 관련된 약물분자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심층 이해하

도록 하여 약물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심화하도록 한다. 본 강의에서는 최근 제약산업에서의 약

물설계 및 개발의 사례를 다룬다. 

21050404 약물송달학(Drug�Delivery)

본 과목에서는 약물을 인체 내에 적절한 속도로 방출하는 다양한 약물송달시스템(DDS) 제형 

및 제품을 소개하고 이러한 제형의 제조 및 작동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이를 위해 고분

자 및 생체재료에 대해 배울 것이며 이들을 이용한 약물의 조절성 방출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

다. 본 수업을 통해 신제형의 연구 개발 능력을 키우고 의약품의 특징 및 투여 방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취급, 보관 및 환자에 대한 복약 지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21050395 약물신호전달(Drug�Signaling� Transduction)

세포가 스트레스나 약물에 의해 유도된 생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과 경로에 대해서 강의한다. 

또한 세포내 신호전달경로의 비정상적인 활성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과 분자적 치료에 대 해 약

학적 측면에서 강의한다.

21050407 약물안전성유효성(Safety� and�Efficacy� of�Drug)

신약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전임상약효독성실험, 약물중개연구, 제품화, 임상연구설계, 약물감시)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약물안전성과 유효성의 필요성과역할에 관하여 심화학습한다.

21050396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약물유전체학 수업에서는, 유전체 정보는 약물의 효능과 기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약

물은 사람의 유전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약물의 치료효과의 극대화와, 

환자 개개인의 유전체적 특성에 따른 약물 치료 방법을 등을 알게된다. 이를 위해 현재 기능유전체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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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그의 이용 등을 고찰한다.

21050385 약물치료학(Introduction� to�Pharmacotherapy)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질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치료학 지식 및 중추신경계 

질환 약물치료학 지식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21001380 약물학실습(Lab.� in�Pharmacology)

실험을 통하여 약물학의 이론을 체험한다.

21001378 약물학I(Pharmacology� I)

약물학은 약물과 생체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 강좌에서는, 약물의 작용, 작

용기전, 치료적응용성등을 명확하게 하여 약물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약물의 선택 및 용법의 기초에 

대하여 해설한다.

21001379 약물학II(Pharmacology� II)

약물의 생체내 운명, 작용기전, 약효와 독성에 대하여 해설한다.

21001404 약사법규(Pharmaceutical� Law)

약사에 관한 제반 법규 즉, 약사, 의약품의 제조 및 수출입업, 판매업, 의약품의 기준과 검정, 

독극약,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마약 등에 관한 제반 법령 및 시행령을 

해설, 강의한다. 

21009981 약사윤리학(Ethics� for�Pharmacists)

도덕심과 덕성을 기본으로한 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하여 학습한다. 특히 의료문제의 윤

리적 분석에 있어 사회각층과 다른 이익집단의 입장에서 토론하고 분석해 봄으로서 객관적이며 도덕적

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1425 약용식물학(Pharmaceutical� Botany)

약용이 되는 식물에 대하여 자원분포, 성분, 약효재배, 응용에 관하여 강술하여 자원 개발의 

능력을 개발한다.

21050415 약전및제제분석학(Pharmacopoeia�and� Formulation�Analysis)

국가가 제정한 의약품품질관리를 위한 공적 기준인 약전의 원리 및 세부 기준규격이 소개되며 이

와 관련하여 의약품제제에 대한 각종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수학적, 통계적 분석법의 

실제적 응용이 다루어진다.

21001377 약제학실습(Lab.� in�Pharmaceutics)

조제 및 제제의 제법 및 실험법에 대해 실습한다. 

21001375 약제학I(Pharmaceutics� I)

약물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형태로 적용되고 안전하

게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와 효능을 잘 나타내는 좋은 약제를 만들

기 위한 이론과기술을 강술한다. 

21001376 약제학II(Pharmaceutics� II)

약물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형태로 적용되고 안전하

게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와 효능을 잘 나타내는 좋은 약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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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이론과 기술을 강술한다. 

21009983 약품물리화학1(Physical� Pharmacy�1)

물질의 상태, 열역학, 의약품 분자의 물리화학적 성질, 비전해질 및 전해질 용액에 대해 강의

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약제학 분야 연구에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약품 및 여러 첨가제들의

물리화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다양한 제형의 연구 및 개발 능력을 키우고 의약품의 취급 및 

보존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21050370 약품물리화학2(Physical� Pharmacy�2)

제형의 연구, 개발, 제조 및 보관에 필요한 여러 기초 및 응용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용해도, 

분배현상, 단백결합 및 complexation, 화학반응속도 및 약물의 안정성 그리고  유체학에 대해 강의한

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약제학 분야의 제제 연구 및 개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리 및 화학적 지식

을 배양하고 또한 의약품의 조제,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약사로서의 능력을 키우

도록 한다.

21010033 약품미생물학(Pharmaceutical�Microbiology)

미생물 질환의 발병 및 치료 원리에 대해 강의한다.

21001382 약품분석학I(Pharmaceutical�Analysis� I)

의약품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물질 혹은 혼합물질의 성분을 감정하는데 필요한 화학적인 원리

를 연구한다. 

21050369 약품생화학1(Pharmaceutical� Biochemistry� 1)

살아있는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과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생체분자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화학적 반응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

한다. 이 과목에서 약품생화학 2를 수강하기 위한 기본 내용을 배우게 된다. 

21009980 약학개론(Introduction� to� Pharmacy)

약학전공 학습에 대한 정확한 목표 및 기초지식 습득을 위하여 약학역사, 약물의 약효 및 독

성, 약의 체내 동태, 약물오남용 및 주요 약물들의 작용기전이해를 포함하는 전공 목표 및 기초지식

을 강의한다.

21050383 약학실습1(Advanced�Laboratory� for� Pharmaceutical� Sciences� 1)

의약품개발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활성물질의 도출, 활성분자의 디자인, 생리활성의 평가, 작용기

전의 규명 등과 관련한 기초적인 실험을 수행한다. 

21050390 약학실습2(Advanced�Laboratory� for� Pharmaceutical� Sciences� 2)

본 실험에서 학생들은 인체조직표본을 검경하고 혈액과 소변을 통한 임상병리, 순환기 및 소

화기능 검사를 실시하며 임상현장에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정보검색, 처방조제

와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실무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실습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험의 생체지표

의 타당성검사 및 데이터수집과 통계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21050411 약학실습3(Advanced�Laboratory� for� Pharmaceutical� Sciences� 3)

본 실험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약물전달시스템을 제조하고 이 제형으로부터의 시간에 따른 약

물의 방출 및 그 약효를 평가하는 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약물전달시스템의 제조 

및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물리화학적 및 약물학적 방법에 대한 실험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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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25 약학연구설계와평가(Study�Design�&�Evaluation)

약학연구의 설계 및 평가’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약학연구(기초 및 임상시험)의 과학적 증거

를 수집하기 위하여 타당한 연구기법을 학습하고 나아가 연구발표, 보고를 통하여 포괄적 약학연구의 

기술을 습득한다. 

21050377 예방약학1(Hygienic� Pharmacy�1)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시킬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 영양질환의 예방 

및 치료, 식품첨가물, 식중독 등 식품에 기인하는 질환의 발병기전과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21050384 예방약학2(Hygienic� Pharmacy�2)

화학물질의 생체내 동태 및 독성발현기전, 환경오염물질, 수질오염, 대기오염, 화학물질의 안

전성 평가 등을 강의한다. 

21050428 우수의약품기준(Good�Pharmaceutical� Practice)

의약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단계별 우수약무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 임상시험, 지역약국약사실무, 의료기관약사실무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21001374 위생약학실습(Lab.� in�Hygienic�Pharmacy)

위생에 관련되는 음식물의 일반시험법, 첨가물시험법 및 환경위생에 관련되는 공기, 수질 등

의 이화학적, 세균학적, 검사법 실험을 통하여 위생적 적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실습한다.

21001372 위생약학I(Hygienic� Pharmacy� I)

식품위생, 환경위생에 관한 일반이론과, 음식물의 일반시험, 각개 시험법, 첨가물 시험법 그 리 고 

음료수, 하수, 공기의 위생시험법 및 방사성 오염과 보건에 관한 기초적인 위생 시험법을 강술한다.

21001373 위생약학II(Hygienic�Pharmacy� II)

식품위생, 환경위생에 관한 일반이론과, 음식물의 일반시험, 각개 시험법, 첨가물 시험법 그리고 음료수, 

하수, 공기의 위생시험법 및 방사성 오염과 보건에 관한 기초적인 위생 시험법을 강술한다.

21009988 유기약화학(Pharmaceutical�Organic�Chemistry)

본 과목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범위 이외의 유기화학 내용을 주로 취급한다. 즉, 카보닐화합

물을 비롯한 중요한 유기화합물 및 의약품의 명명법, 물리화학적 성질, 유기화학반응의 작용기전, 전자

론 및 합성법에 대해 강술한다. 

21001370 유기의약품화학II(Medicinal�Organic�Chemistry� II)

의약품으로 쓰이는 유기화학물의 제조 방법을 단위공정 및 단위 조작에 따라 조합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약효별로 분류한 의약품의 제법을 상세히 강술한다. 

21010041 응용미생물학(Applied�Microbiology)

미생물 질환의 이해에 필요한 미생물학적 개념을 강의한다.

21003629 응용약물학(Applied� Pharmacology)

심혈관계, 혈액, 기도, 위장관, 면역계 및 신경계 등에 관련된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들의 분자 

수준에서의 기초와 임상 응용에 대하여 이해한다.

21009987 의약유전학1(Medicinal�Genetic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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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야 종사자에 필요한 유전학, 분자 유전학, 인체 유전학의 기초지식들을 다룬다.

21050373 의약유전학2(Medicinal�Genetics� 2)

유전학에 기본지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약분야 종사자에 필수적인 인체 분자 유전학을 질환의 

원인 및 그 치료와 관련하여 강의한다.

21050382 의약정보학(Drug� Information)

임상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의약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정리, 

검색, 평가 및 제공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21050424 의약품공정화학(Pharmaceutical� Process�Chemistry)

원료의약품 및 중간체 합성공정 개발과 신약대상 화합물의 GMP 기준에 맞는 대량 생산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전략, 관리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습득하도록 한다.

21009984 의약품분석화학1(Pharmaceutical�Analysis� 1)

신의약품의 개발, 윈료의약품의 제조, 의약품 생산공정 과정의 품질관리, 제제의약품의 투여 및 체내거

동 등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 및 정량분석화학적 지식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강의한다. 

21010043 의약품분석화학2(Pharmaceutical�Analysis� 2)

의약품 생산공정 과정의 품질관리, 의약품제제의 투여 및 체내거동 등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기분

석적인 지식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강의한다. 분광광적원리를 이용한 분석, 크로마토그

래피를 이용한 분석, 전기화학을 이용한 분석 등에 대해 학습한다. 

21050409 의약품생산공정개발(Development�of� Pharmaceutical�Manufacturing�Processes)

새로운 약효성분 및 의약품제제의 개념, 초기 개발부터 최종 상품화에 이르기까지의 의약품 생산 및 

관리 과정의 개발을 위한 기초 및 실무가 다루어진다.

21050408 의약품임상개발허가실무(Practice� of�Drug�Development)

제약회사 본사 개발팀 업무(CRA, 라이센스 in/out 및 Regulatory Affairs) 기초

21050405 의약품품질관리및보증(Pharmaceutical�Quality�Control� and�Assurance)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의 이론 및 기준이 소개되며 그 실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의약품분석화학, 품질체계, 정보관리 및 자료처리의 기법들이 주요 강의 내용이 

된다.

21002567 의약화학I(Medicinal�Chemistry� I)

유기화학 반응의 기본 이론과 개념을 습득하여 의약품의 화학적 구조와 생리활성간의 상관관

계 및 작용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파악하고 신약 설계의 기초 방법론을 강술한다.

21002568 의약화학II(Medicinal�Chemistry� II)

유기화학 반응의 기본 이론과 개념을 습득하여 의약품의 화학적 구조와 생리활성간의 상관관

계 및 작용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파악하고 신약 설계의 기초방법론을 강술한다.

21050421 임상내분비학(Clinical� Endocrinology)

임상내분비학은 많은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과 호르몬의 작용에 관한 

기본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은 물론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호르몬의 기능 장애에 관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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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여 약사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21050402 임상독성학(Clinical� Toxicology)

임상독성학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혹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응급적 해독방법을 포함한다.  

중독으 로 인한 증상을 회복하는 수동적 방법뿐만 아니라 관련질병을 예방하는 적극적 화학적 암예방 

대안을 배우게 된다.

21050397 임상병태생리학(Clinical� Pathophysiology)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질환 등의 기관계의 병태생리 과정을 이해하고 임상

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강의한다.

21050426 임상약동학(Clinical� Pharmacokinetics)

개별 약물치료의 최적화를 위해 혈중약물농도의 측정을 통해 얻어지는 약동학 데이터를 적용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21001399 임상약학(Clinical� Pharmacy)

약학분야에 기초임상 의학이론을 도입하여 병원약국이나 일반약국에서 임상약사로서 의료팀의 일

원으로 활동하는 데 충분한 이론과 기술에 대해 강술한다.

21002009 임상영양치료학(Clinical�Nutrition� Therapy)

(영어강의임)원어식품의 성분을 특히 영양화학적으로 검토하고 생체의 대사장해와 관련시켜 강의한다.

21010048 임상영양학(Clinical�Nutrition)

질병치료에 필요한 임상영양관리에 대해 이해하고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한 영양학적 관리

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21050420 임상한약학(Clinical�Herbal�Medicine)

한약 및 한약제재에 대하여 질환에 대한 약리작용, 임상응용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1010058 임상화학(Clinical�Chemistry)

체액, 세포, 조직에서 유래한 각종 생체시료를 분석하는 기법을 강의하며, 분석법의 원리, 시

료의 전처리법, 분석결과의 해석 및 임상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21050417 조직학(Histology)

인체의 조직이나 기관 또는 그 일부가 질병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며, 그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정상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함.

21050398 종양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Of�Cancer)

비정상적인 세포성장의 원인, 암의 징후, 암의 분류와 암세포의 특성, 그리고 일반적인 암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병태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함.

21050416 종양약학(Oncology� Pharmacy)

종양질환에 대한 약물요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요법의 설계, 편익과 

위험 평가, 효과 평가 및 안전성 모니터링 방법 등을 학습한다.

21050392 천연물화학(Natural� Products�Chemistry)

천연물의 분리, 정제, 구조결정, 생합성과정 등을 이해하여 천연물을 이용한 약물개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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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14 콜로이드약물전달시스템(Colloid�Drug�Delivery� System)

본 과목에서는 약물을 인체 내에 최적의 속도로 방출하며 특정한 부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colloidal (nanometer 크기) 및 micrometer 크기 입자의 다양한 약물송달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러한 

제형들의 제조 및 작동 원리에 대해 배울 것이다. 이를 위해 또한 본 수업에서는 

emulsion & suspension, interfacial phenomena, colloid 및 분체학에 대해 배울 것이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콜로이달 제품 및 제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새로운 제형 연구 개발 능력을 키우며 

또한 이러한 제형의 의약품의 취급, 보관 및 환자에 대한 복약 지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21009982 통계및계산약학1(Pharmaceutical� Statistics� and�Calculations�1)

본 교과목은 첫째, 의약품의 개발, 품질관리, 규격/기준 등 제약산업 전반 및 의약품의 임상적 

응용에 있어서의 통계적 기초, 표준 및 도구에 대한 입문적 수준의 지식 내용과 둘째, 약학의 

제반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응용수학적 방법론 및 도구에 대한 입문적 수준의 지식 내용

을 주요 교과내용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실제적인 전산학 기초 및 각종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

래밍에 대한 기초적 응용방법을 교과내용으로 포함한다.

21050372 통계및계산약학2(Pharmaceutical� Statistics� and�Calculations�2)

본 교과목은 “통계 및 계산 약학 I”의 입문적 선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신약개발, 임상약학 및 

산업약학 등 약학의 제반 분야에서의 고급 응용 통계학, 고급 응용수학 및 전산 도구들의 실

제적 응용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강론한다.

21002039 한약학개론(Introduction� to�Oriental�Medicine)

동양의학의 기본개념과 역사, 병리사상, 장부관, 약방 구성의 기본적 이론 및 성립 운용 등을 

개론적으로 강술한다

21001409 해부학(Anatomy)

인체의 생리기능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인체 구조에 관하여 강의한다.

21009977 향장품학(Chemistry�of�Cosmetics)

향장품의 제법, 성상, 종류, 적용법에 있어서의 생체와의 관계 등에 관해 강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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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 술 대 학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  예  과

∙회  화  과

교 육 목 표

1. 디자인학부, 공예, 회화 제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순수미술계, 디자인계, 미술교육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2.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미술 전문인으로서의 공헌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히 미술적 창조력 배양에 힘쓴다.

3.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작가, 디자이너, 미술 교육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국제적 감각을 길러 

주고, 21세기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양 및 인성교육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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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2747 시각·영상기초디자인I 2 0 4

가 21002383 일러스트레이션I 2 0 4

〃 21002159 타이포그래피디자인I 2 0 4

나 21003176 인터랙티브미디어디자인Ⅰ 2 0 4

〃 21002385 편집디자인Ⅰ 2 0 4

다 21003193 디지털미디어컨텐츠I 2 0 4

〃 21009941 졸업제작스튜디오Ⅲ 3 0 6

〃 21003563 졸업제작스튜디오I 3 0 6

2학기

1학년 21002748 시각·영상기초디자인II 2 0 4

가 21002384 일러스트레이션II 2 0 4

〃 21002179 타이포그래피디자인II 2 0 4

나 21003177 인터랙티브미디어디자인Ⅱ 2 0 4

다 21050277 졸업제작스튜디오Ⅳ 2 0 4

〃 21003567 졸업제작스튜디오II 2 0 4

〃 21002386 편집디자인Ⅱ 2 0 4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3561 디지털이미지디자인I 2 0 4

가 21004039 모션그래픽스Ⅰ 2 0 4

〃 21001464 색채학 3 3 0

〃 21003562 시각·영상디자인론 3 3 0

〃 21003782 애니메이션Ⅰ 2 0 4

나 21001461 광고디자인I 2 0 4

〃 21002375 디자인마케팅 3 3 0

〃 21002775 커뮤니케이션디자인Ⅰ 2 0 3

〃 21003784 CF디자인Ⅰ 2 0 4

다 21002162 브랜드디자인I 2 0 4

2학기

1학년 21003565 디지털이미지디자인II 2 0 4

가 21004040 모션그래픽스Ⅱ 2 0 4

〃 21003785 애니메이션Ⅱ 2 0 4

나 21001462 광고디자인II 2 0 4

시/각/영/상/디/자/인/과
〈교육목적〉

  시각․영상디자인전공의 교육목적은 지식정보화 산업시대에 따른 다양한 정보전달 매체에 대하여 시각영상디자인이 

갖는 주요기능을 숙지하고, 커뮤니케이션 환경 및 디지털영상의 급속한 변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줄 아는 합리

적 디자인 사고력과 창조적 조형언어 연출 능력을 갖추는 전문디자인 리더 양성에 있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작곡 16 21 37�이상 32 38 7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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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1505 조형심리학 3 3 0

〃 21002776 커뮤니케이션디자인II 2 0 3

〃 21003786 CF디자인II 2 0 4

다 21003194 디지털미디어컨텐츠Ⅱ 2 0 4

〃 21002183 브랜드디자인II 2 0 4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1461,�21001462 광고디자인I,� II(Advertisement�Design� I,� II)

다양한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표현을 위한 디자인 능력을 실습과 실기를 

통하여 기른다.

21002375 디자인마케팅(Design�Marketing)

기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제품의 개발을 위한 전략, 정책, 전술에 대한 이해와 제품개발 프로세스 그리

고, 마케팅의 디자인적 역할을 연구하고 방법론을 모색한다.

21003193,�20113194� � �디지털미디어컨텐츠I,� II(Digital�Media�Contents� I.� II)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창조적 디자인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기를 통하여 기른다.

21003561,�21003565 디지털이미지디자인I,� II(Digital� Image�Design� I,� II)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사용되는 사진의 여러 가지 방법론과 실제적 활용법을 익혀 창의적이고 작품성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창작한다. 

21004039,�21004040 모션그래픽스I,� II(Motion�Graphics� I,� II)

시간과 움직임을 통한 창의적인 그래픽표현을 연구하며, 모션그래픽스를 적극적인 디자인 요소로 활용

해 시간과 공간의 통합적 조형감각을 갖게 한다. 학생 개인의 파이널 프로젝트를 지원, 제작하는 과정으

로 진행된다.

21002162,�21002183 브랜드디자인I,� II(Brand�Design� I,� II)

정보화 시대의 기업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실습과 실기를 통하여 디자

인 능력을 기른다.

21001464 색채학(Color� Theory)

색채의 기초지식 및 색체계, 색채 지각현상, 색채대비, 색채조화 등 색채 전반에 관한 이론을 통하여 

색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1002747,�21002748 시각·영상기초디자인I,� II(Visual� nad�Multimedia� Basic�Design� I,� II)

조형의 기본 요소를 연구하고 형태, 색채 그리고 재료의 다양한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조형감

각을 익히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요소의 창의적 실험과 분석을 2차원적 공간의 

구성 및 조형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1003562 시각·영상디자인론(Communication�Design� Theory)

다양한 시각정보에서 디지털 정보에 이르기 까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시각전달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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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론을 통하여 배운다.

21003782,�21003785 애니메이션I,� II(Animation� I,� II)

이야기전개와 스토리보드를 중심으로 실험적인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관한 기본 원

리와 다양한 표현방법을 배운다. 국내외 애니메이션 사례연구를 통하여 애니메이션 기획과 제작과정 

등이 수업에 포함되며 개인 또는 팀별 작업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21003176,�21003177 인터랙티브미디어디자인I,� II(Interactive�Media�Design� I,� II)

시각정보의 요소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창조적 디자인 능력을 웹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

한 실기를 통하여 기른다.

21002383,�21002384 일러스트레이션I,� II(Illustration� I,� II)

다양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 표현연구를 하며 실습과 실기를 통하여 

창조적 디자인 능력을 기른다.

21001505 조형심리학(Visual� Perception� Theory)

지각 심리 현상에 따른 형태의 다양한 지각현상 및 형태의 시각언어 전반에 관한 이론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

21003563, 21003567,21009941, 21050277���졸업제작스튜디오I~Ⅳ(Visual�and�Motion�Picture�Design�Studio�I~Ⅳ)

완성 학년인 4학년에 자신의 시각·영상디자인 작품을 독자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다. 시각·영상디

자인 영역의 다양한 시각·영상 매체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실습과 실기를 

통하여 창조적 능력을 기른다.

21002775,�21002776 커뮤니케이션디자인I,� II(Communication�Design� I,� II)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며 컨셉, 비주얼적 표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들을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풀어나간다. 프린트 또는 디지털 포멧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

이 제작되어진다.

21002159,�21002179 타이포그래피디자인I,� II(Typography�Design� I,� II)

다양한 서체의 형태 연구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형감각을 익히고 실습과 실기를 통하여 

창조적 디자인 능력을 기른다. 

21002385,�21002386 편집디자인I,� II(Editorial�Design� I,� II)

다양한 시각전달 정보들을 합리적인 편집방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을 실습

과 실기를 통하여 기른다.

21003784,�21003786 CF디자인� I,� II(CF�Design� I,� II)

움직임과 음악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프레임구성력을 확립한다. 사진의 앵글공부를 

시작으로 캐릭터의 역할, 소리(音)의 임펙트 효과 등 에니메이션의 기본기를 익힌다. 광 고 의 

기본기를 확립한다. 한 장의 임펙트 있는 사진을 골라 15초의 CF를 구성해가면서 이미지의 확장능력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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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9942 기초디자인Ⅰ 2 0 3

〃 21002749 기초ID스튜디오I 2 0 3

가 21003264 트렌드디자인 2 0 3

〃 21002753 I·D 스튜디오I 2 0 3

나 21002185 퓨전디자인II 2 0 3

〃 21002759 I·D 스튜디오III 2 0 3

다 21002764 I·D 워크숍II 4 0 6

1학년 21050278 기초디자인Ⅱ 2 0 3

〃 21002750 기초ID스튜디오II 2 0 3

가 21003050 퓨전디자인I 2 0 3

〃 21002754 I·D 스튜디오II 2 0 3

나 21002760 I·D 워크숍I 4 0 6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9943 기초퓨전디자인Ⅰ 2 0 3

가 21004029 디지털디자인-Ⅰ 2 0 3

〃 21003569 조형및구조I 2 0 3

〃 21002757 I·D디자인론 2 2 0

〃 21003571 I·D재료및색채 2 2 0

〃 21003570 I·D표현연구I 2 0 3

나 21009851 논리및논술(디자인·공예) 3 3 0

〃 21003574 리빙시스템디자인 2 0 3

〃 21003572 어드밴스디자인I 2 0 3

〃 21003573 인터페이스디자인I 2 0 3

〃 21003575 I·D조형론 2 2 0

다 21003576 인터페이스디자인III 2 0 3

〃 21004032 I·D 포트폴리오 2 0 3

〃 21004031 I·D 프로모션-Ⅰ 2 0 3

2학기

1학년 21050279 기초퓨전디자인Ⅱ 2 0 3

가 21004030 디지털디자인-Ⅱ 2 0 3

〃 21002758 인터페이스디자인론 2 2 0

 산/업/디/자/인/과
〈교육목적〉

  산업디자인전공의 교육목적은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문화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디자인교육에 

접목하여, 합리적 디자인 사고 능력과 독창적인 조형 능력을 함양하여 다원적인 사회적 수요에 부흥하는 특화된 창조

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작곡 16 21 37�이상 32 38 7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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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 21003578 조형및구조II 2 0 3

〃 21004035 I·D 방법론 2 2 0

〃 21003580 I·D표현연구II 2 0 3

나 21050131 디자인·공예교수법 3 3 0

〃 21003262 라이프스타일디자인 2 0 3

〃 21003584 문화디자인론 2 2 0

〃 21003581 어드밴스디자인II 2 0 3

〃 21003582 인터페이스디자인II 2 0 3

〃 21003583 퍼블릭시스템디자인 2 0 3

다 21004036 I·D 마케팅 2 0 3

〃 21004033 I·D 세미나 2 0 3

〃 21004034 I·D 프로모션-Ⅱ 2 0 3

〃 21003585 I·D워크숍III 2 0 3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9942,�21050278 기초디자인I,� II(Basic�Design� I,� II)

평면적 조형의 기본적인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의 실험과 실습을 통해 형상화함으로

써 평면적인 드로잉 표현능력과 발상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21009943,�21050279 기초퓨전디자인� I,� II(Basic� Fusion�Design� I,� II)

다양한 발상기법을 통하여 디자인적 질서 및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형상화 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조형과 공간의 관걔, 빛과 색, 소재, 재질 등 기초적 디자인 요소의 

융합을 통하여 창조적인 디자인의 개념을 만들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1002749,�21002750 기초ID스튜디오� I,� II(Basic� ID� studio� I,� II� )

조형의 기본 요소를 연구하고, 형태, 색채 그리고 재료의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조형감각을 

익히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요소의 창의적 실험과 분석을 통해 3차원적 공간의 

구성 및 조형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1009851 논리및논술(디자인·공예)(Logic�&�Analytic�Writing�on�Design/Craft)

토론, 독서, 쓰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논리구축능력을 위한 방법을 습득하고 

각 교과 내용의 폭넓은 이해를 위한 교과별 논술지도 방안 모색을 통해 통합교과형 논술 이해 및 지도 

능력을 향상시킨다.

21050131 디자인·공예교수법(Teaching�Method�of�Design/Craft)

교과교육론에서 학습하였던 교수법 이론을 토대로 하여 현재 디자인 및 공예 수업에 사용되고 있

는 여러 교재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업모델을 실습해봄으로써 현 시대와 한국적 

현실에 맞는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법을 개발한다. 

21004029,�21004030 디지털디자인-I,� II(Digital�Design� Technique-I,� II)

디자이너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현능력을 위한 과정으로 여러 방법의 습득훈련을 통해 창

의적인 발상을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표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405

- 405 -

Communication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인 표현방법을 디지털 툴 등을 훈련하여 조형

요소와 조형원리를 이해하며 조형적 감각 및 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

21003262 라이프스타일디자인(Life� Style�Design)

사용자의 생활환경은 사회구조와 문화, 테크놀로지에 의해 늘 변화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

서 요구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트랜드를 개발하여 생활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소프트 스타일의 제품디자인 방법을 학습한다."

21003574 리빙시스템디자인(Living� System�Design)

미래 생활환경에서 디자인의 영역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사용자에

게 전달된다. 리빙디자인 영역은 다양하다. 디지털 또는 물리적 공간, 소품, 가구, 조명, 생활

용품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예측되는 물리적인 디자인 스타일과 근미래 또는 미래의 라이프스타

일을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리빙 시스템디자인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21003584 문화디자인론(Theory� of�Design�&�Culture)

디자인과 문화는 디자인을 사회적 환경과 공존하는 문화적 코드로 해석한다, 또한 시대, 유 행, 사

회적 이슈, 트렌드의 변화 등을 디자인의 생성환경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디자인과의 상

관성을 연구한다.

21003572,�21003581 어드밴스디자인� I,� II(Advance�Design� I,� II)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인의 영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어드벤스 영역은 다양하다. 디지털 또는 물리적 공간, 영상, 이벤트, 테마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예측되는 물리적인 디자인 스타일과 근미래 또는 미래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컨셉적인 디자인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21002758 인터페이스디자인론(Theory� of�Human� Interface�Design)

인터페이스 디자인론은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작업공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교수하는 과

목으로 인체의 기능과 특성, 인체에 관한 Data의 측정 및 응용방법, 인간-기계 System등 휴먼 인터페

이스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분석 및 활용방법 등을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함

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응용력을 기른다. 인터페이스 디자인론은 디자인작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

인 요소로 존재하며 디자이너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 중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통하여 

디자이너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모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573 인터페이스디자인I(Interface�Design� I)

인터페이스디자인Ⅰ은 기초단계로서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작업공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교수하는 과목으로 인체의 기능과 특성, 인체에 관한 Data의 측정 및 응용방법, 인간-기계 System

등 휴먼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분석 및 활용방법 등을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응용력을 기른다. 인터페이스디자인은 디자인작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존재하며 디자이너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 중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통하여 디자이너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모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

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582 인터페이스디자인II(Interface�Design�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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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디자인-Ⅱ는 응용단계로서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작업공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를 교수하는 과목으로 인체의 기능과 특성, 인체에 관한 Data의 측정 및 응용방법, 인간-기계 System등 

휴먼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분석 및 활용방법 등을 물리적, 심리적 측면

에서 연구함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응용력을 기른다. 인터페이스디자인은 디자인작업에 있어 가

장 기본적인 요소로 존재하며 디자이너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 중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통하여 디자이너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모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576 인터페이스디자인III(Interface�Design�Ⅲ)

인터페이스디자인-Ⅲ는 응용단계로서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작업공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를 교

수하는 과목으로 인체의 기능과 특성, 인체에 관한 Data의 측정 및 응용방법, 인간-기계 System등 휴먼 

인터페이스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분석 및 활용방법 등을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응용력을 기른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디자인작업에 있어 가장 기

본적인 요소로 존재하며 디자이너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 중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통하

여 디자이너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모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

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1003569,�21003578 조형및구조I,� II(Technical� Form�&� Structure� I,� II)

디자인 하고자 하는 개념을 3차원적으로 이해시키고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 고 

연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형제작 방법을 단계별로 실습한다. 기초구조와 그리고 공간과 제품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다.

21003264 트렌드디자인(Trend�Design)

산업디자인의 트렌드를 접근하는 전공과정이다. 시대적 트렌드를 제안하는 제품과 제품시스템 을 

창조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문화적, 실제적 분서과 접근을 통하여 제조, 시장, 소비자 등의 연구에 

철저한 기반을 두며, 개념, 정의, 분석, 문제해결 및 최종 개발결과 보고의 새로운 제안을 강조한다.

21003583 퍼블릭시스템디자인(Public� System�Design)

미래 공공환경에서 디자인의 영역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사용자에

게 전달된다. 공공디자인 영역은 다양하다. 디지털 또는 물리적 시스템, 가로구조물, 사인,조 명, 테

마파크 등 다양한 공공환경에서 예측되는 물리적인 디자인 스타일과  미래의 공공환경을 분석하고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퍼블릭시스템디자인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21003050,�2102185 퓨전디자인I� II(Fusion�Design� I,� II)

산업디자인은 다양한 사회적 영역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간,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영역에

서 복합적인 요소를 필요로 한다. 설정되거나 주어진 환경을 분석하고, 제품디자인 요소와 해당되는 

영역의 요소를 접목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도출 기법을 통하여 공간연출, 문화상품,시스템 가구 등의 

창조적 과정을 학습한다.

21004036 I·D�마케팅(Industrial�Design�Marketing)

디자인마케팅 분야에서의 Theme나 Issue, 현상들을 주제로 경향과 방향들을 가늠하여보고, 디자인

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전문가와 설정된 주제를 통해 폭넓은 이해를 얻고, 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적인 마케팅 능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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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4035 I·D�방법론(Theory�of� Industrial�Design�Method)

산업디자인 방법론은 디자인 발의, 계획, 문제분석, 해결안 도출 등의 과정을 각 단계별로 연

구하고, 다양한 디자인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을 연구한다. 또한 디자인 환경

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새로운 디자인 상황과 방법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  

 방법론을 학습한다.

21004033 I·D�세미나(Industrial�Design�Professional� Seminar)

디자인분야에서의 Theme나 Issue, 현상들을 주제로 경향과 방향들을 가늠하여보고, 디자인 의 사

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하여 설정된 주제에 관하여 자료를 조사, 

발표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토론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

는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습득한다. 

21002753 I·D�스튜디오I(Industrial�Design� Studio� I)

산업디자인의 기본구조를 접근하는 전공기초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제품디자인 프로세스와 해

결방법, 그리고 디자인 표현의 조형적 표현능력을 기초적인 과정으로 접근하며, 기능, 구조, 

재료 및 형태, 인간 공학적 배려를 포함한 도구의 본질(특성)의 이해, 디자인문제의 분석, 창

조적 아이디어의 창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등의 제품디자인 전반에 대한 이해

를 학습한다.

21002754 I·D�스튜디오II(Industrial�Design� Studio� II)

산업디자인의 기본구조를 접근하는 전공응용 과정이다. 제품디자인의 기본요소인 자연을 관찰하여 

인간이 활용하는 방법과 도구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된 제품계획, 제품생산에 적합한 제품의 디자인 

능력을 함양한다. 제품디자인의 다양한 요소를 통한 실제적 과정을 접근하여 제품을 독립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21002759 I·D�스튜디오III(Industrial�Design�Studio�Ⅲ)

산업디자인의 기본구조를 접근하는 전공심화 과정이다. 제품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디자

인의 관리운용, 전개방법 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시대적 트렌드를 제안하는 제품과 제품시스템을 창

조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문화적, 실제적 분석과 접근을 통하여 제조, 시장, 소비자, 등의 연구

에 철저한 기반을 두며, 개념, 정의, 분석, 문제해결 및 최종 개발결과 보고의 새로운 제안을 강조한다. 

21002760 I·D�워크숍I(Industrial�Design�Workshop� I)

산업디자인의 전문전공 과정으로써 새로운 제품의 Idea창출로부터 최종 Item으로 발전시켜 가 는 

일련의 Design문제 해결과정과 방법을 교수하는 과목으로, Design concept를 중심으로 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사례와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21002764 I·D�워크숍II(Industrial�Design�Workshop�Ⅱ)

산업디자인의 전문전공 과정으로써 주제설정과 제품의 Idea과정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전개 및 발

전시켜 가는 일련의 Design문제 해결과정과 방법을 Design Flow-up을 중심으로 제품의 제시 방법을 

사례와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21004032 I·D�포트폴리오(Portfolio� Techniques)

산업디자인의 제시기법은 다양한 요소를 필요로 한다. 효과적인 디자인 결과물의 제안을 레이아웃

기법, 2D, 3D 디지털 기법을 통하여 연출하고 디자인 데이터의 활용방법 및 사회 현장에서 개인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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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덴티티를 제안하는 창조적 기법을 학습한다.

21004031,�21004034 I·D�프로모션-I,� II(Industrial�Design�Promotion-I,� II)

산업디자인은　학문이기에　앞서　하나의　전문분야이고　사회적　기여와　이윤을　추구하는 창조적 　

서비스　활동인　동시에　예술성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적인 디자인 활동과　디자인　사무실의　경영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 스 상식은 디자이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이 제공할 디자인서비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며　결제는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  디자인 보호 관리를 위한　법제적　측면，관리경영, 

메니지먼트　측면을　잘 조화시켜　디자이너로서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인 비즈니스능력을 

목적으로 두는 과목이다.

21002757 I·D디자인론(Theory�of� Industrial�Design)

사회사적 시대의 디자인특성 및 변천 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인간, 사회, 기술, 경제 등의 유기

 적 관계 속에서 디자인의 근본적 개념을 숙지하여 실제상황 속에서 디자인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

 도록 디자인 원리, 방법 및 조형의 이론 등을 학습하며 디자인의 본질과 사명, 타 분야와의 관계 및 사례

를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측성 및 관련요인, 윤리성,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

21003585 I·D워크숍III(Industrial�Design�Workshop�Ⅲ)

기업체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테마를 선정하고, 새로운 제품디자인 창출의 가능성과 기존 제품의 

개선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제품의 연구 개발에 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기업이나 조직체 속에서의 

디자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디자인 메니지먼트 등의 

이론 및 실무방법을 학습한다.

21003571 I·D재료및색채(Theory� of� Industrial�Design�Color�&�Materials)

산업디자인에서 적용되는 색채와 다양한 재료를 효율적인 표현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내용

을 습득한다. 용도별 산업디자인에 적합한 색채선택과 재료를 계획성 있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기본이론을 시각적 자료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21003575 I·D조형론(Theory� of� Industrial�Design�Form�&� Structure)

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디자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간의 형태와 비례 등을 이해하고 기존의 

조형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산업디자인의 이론적 배경을 구축한다.

21003570 I·D표현연구I(Research�of� Industrial�Design�Expression� Techniques� I)

디지털적 표현기법이 우선시 되는 현 상황에서도 디자이너의 아날로그적 표현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

다.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이미지로 만들어야 할 때 어떠한 기법이 유용한지 토의하고, 실습을 통하

여 다양한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가상의 프로젝트를 위해 스케치, 렌더링, 모델링, 이미지 작업 등을 

직접 시도함으로써 개념전달기법의 폭을 넓히고 현실감각을 익히게 된다.

21003580 I·D표현연구II(Research�of� Industrial�Design�Expression� Techniques� -Ⅱ)

디지털적 표현기법이 우선시 되는 현 상황에서도 디자이너의 아날로그적 표현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

다.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이미지로 만들어야 할 때 어떠한 기법이 유용한지 토의하고, 실습을 통하

여 다양한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가상의 프로젝트를 위해 스케치, 렌더링, 모델링, 이미지 작업 등을 

직접 시도함으로써 개념전달기법의 폭을 넓히고 현실감각을 익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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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2866 건축설계스튜디오Ⅰ 2 0 3

〃 21002751 공간환경디자인기초I 2 0 3

가 21002868 건축설계스튜디오Ⅲ 2 0 3

〃 21002876 공간환경디자인스튜디오I 2 0 3

나 21002870 건축설계스튜디오Ⅴ 2 0 3

〃 21002878 공간환경디자인스튜디오III 2 0 3

다 21009944 건축설계스튜디오Ⅶ 2 0 3

2학기

1학년 21002867 건축설계스튜디오Ⅱ 2 0 3

〃 21002752 공간환경디자인기초II 2 0 3

가 21002877 공간환경디자인스튜디오II 2 0 3

다 21050280 건축설계스튜디오Ⅷ 2 0 3

〃 21002881 공간환경디자인워크숍III 2 0 3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3609 건축표현기법 2 0 3

 환/경/디/자/인/과

〈교육목표〉

 과학과 예술의 접점에서 조형적 아름다움과 인간의 행위를 생각하고 삶의 공간에 대한 질적 향상을 고려하는 우리 

대학의 환경디자인과는 건축디자인과 공간환경디자인으로 구성된다. 건축디자인은 국내 유일하게 미술대학에 개설되

어, 유럽과 미국의 건축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미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건축 이론과 실기를 공부하고 

있으며,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자질을 갖춘 글로벌 여성 건축가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공간환경디자인은 인간의 경험과 감성을 담아내는 그릇, 즉 공간을 계획하는 종합적인 토탈디자인 교육을 기본으로 

공간환경영역에 포함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복지공간과 디스플레이 및 무대디자인, 공간연출은 물론 도시적 스케일

의 공공 디자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교육목적〉

  건축디자인은 소규모의 개인주택에서부터 공동주택, 박물관건축, 상업건축, 종교건축 등의 건축 및 관련과목을 다루

고 있다. 그리고 도시적인 맥락에서의 건축과 도시디자인 관련 강의에서는 여성건축가의 새로운 능력과 역할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개념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건축은 첨단적인 현대건축과 철학적인 미래건축의 새로운 모습을 공부

하는 것이 교육목적이다. 

 공간환경디자인에서는 주거, 업무공간, 병원, 샵, 카페, 레스토랑 등의 소규모 상업 공간 및 호텔, 백화점 등의 대형상

업 공간, 각 브랜드의 브랜드 스페이스 개발, 박물관, 뮤지엄 등의 문화 공간 및 복합 특수 공공환경의 인테리어를 

다루며, 비일상적인 공간디자인으로서는 공간연출, 전시디자인, 디스플레이, 무대디자인, 행사, 이벤트 환경 디자인을 

창의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교육목적이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작곡 16 21 37�이상 24 46 7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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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3656 건축계획론 2 2 0

〃 21002885 공간과개념 2 0 3

〃 21003932 공간환경디자인론 2 2 0

〃 21003612 디지털건축디자인 2 0 3

나 21002465 건축법과제도 2 2 0

〃 21004038 스페이스인터랙션앤컨버젼스 2 0 3

〃 21003613 전시·디스플레이디자인 2 0 3

〃 21003620 환경친화건축 2 0 3

다 21004071 건축시공및재료 2 2 0

〃 21002880 공간환경디자인워크숍II 4 0 6

〃 21003200 도시·조경건축디자인스튜디오V 2 0 3

〃 21002895 디자인프레젠테이션 2 0 3

〃 21003618 한국건축사 2 2 0

2학기

1학년 21003611 건축CAD 2 0 3

가 21004070 건축구조계획 2 0 3

〃 21002869 건축설계스튜디오Ⅳ 2 0 3

〃 21002166 미디어·공간연출디자인 2 0 3

〃 21003621 세계건축사 2 2 0

〃 21002886 환경색채와재료 2 0 3

나 21002871 건축설계스튜디오Ⅵ 2 0 3

〃 21003868 건축설비계획 2 0 3

〃 21002879 공간환경디자인워크숍I 4 0 6

〃 21002859 단지계획 2 0 3

〃 21003438 브랜드스페이스마케팅 2 0 3

〃 21004072 퍼블릭스페이스디자인 2 0 3

다 21004037 공간디자인비즈니스 2 2 0

〃 21002874 구조시스템 2 0 3

〃 21003201 도시·조경건축디자인스튜디오VI 2 0 3

〃 21003617 현대건축론 2 2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656 건축계획론(Teory� of�Architectural� Planning)

건축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론을 학습한다.

21004070 건축구조계획(Building�Construction�Planning)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초 졍력학, 구조역학, 구조시스템, 경제적 사고방식, 시공고려, 재료특성,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연관성 등을 포함하는 건축구조물의 이해 및 소개, 원하는 건축의 최종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론적인 원리를 가용한 기술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물론 구조재료와 주조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1002465 건축법과제도(Building� Law)

건축법의 구성과 위치를 타 관계법과 비교하여 고찰한다. 즉 개체 규정, 집단 규정, 기술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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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사례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다.

21002866 건축설계스튜디오Ⅰ(Architectural�Design� Studio�Ⅰ)

건축디자인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건축 및 디자인의 전반적인 기초개념을 체득한다. 이를 위

해 건축 공간 및 형태 요소와 그것의 내재적 질서의 원리를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그리고 조형의 요소와 그것이 구성되는 방식을 기하학적 원리를 통해 전개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

에 의해 스튜디오는 진행된다.

21002867 건축설계스튜디오Ⅱ(Architectural�Design� Studio�Ⅱ)

건축 디자인의 결정 요소로서 최소한의 목적의식적 요구를 개입시킴으로서 건축 디자인의 과정이 다양

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 주지시키고 이를 공간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방식을 학습한

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소규모 공간 디자인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2868 건축설계스튜디오Ⅲ(Architectural�Design� Studio�Ⅲ)

건축적 표현 방법과 건축물의 구축방법을 소개한다. 가상의 대지에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과

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연습한다. 기능과 기능과의 관계, 공간과 공간간의 관계 및 기능과 공간간의 

연결 원리를 소개하고 의미의 전개를 훈련한다. 거주자 해석과 기능적 해결이 중요한 소규모 단독주거

건물과 디자이너의 예술적 표현의지가 강조되는 건축물을 다룬다. 

21002869 건축설계스튜디오Ⅳ(Architectural�Design� Studio�Ⅳ)

도시의 공간과 구조를 재해석하며, 그의 새로운 적응을 위한 건축적 개념을 개진한다. 도시의 

역사성, 사회와 도시의 맥락성, 장소의 구축 등의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가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한 빌딩 시스템의 전반적인 통합에 

숙달하여야 하며 도시와 사회에서의 입장이 천명되어야 한다. 도시의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 조사

 분석을 거쳐 종합조건과 개별조건을 정리하고 지구의 피지컬 디자인을 완성한다.

21002870 건축설계스튜디오Ⅴ(Architectural�Design� Studio�Ⅴ)

표현과 전달 방법을 숙달하고 건축물의 구축방법을 연습한다. 문화와 건축물의 연결 및 기능

과 공간 구성을 표현한다. 도시내 대지에서의 중소규모 건물의 프로그램, 공간 배치, 구조와의 연계성을 

공부한다. 건물의 용도는 인간의 집체적 정주 체계로서 집합주거와 상징적 표현의지가 강조되는 건축물

에 초점을 둔다.

21002871 건축설계스튜디오Ⅵ(Architectural�Design� Studio�Ⅵ)

건축설계의 최종단계로서 지난 설계 학습을 집대성하며, 학위작품으로서 개인별 건축의 개념

을 정리한다. 프로젝트는 자유주제가 되며, 진행 과정에서의 종합적 클리틱과 최종 평가를통과하여 졸

업전시회를 마련한다. 조건의 설정, 분석, 프로그래밍, 개념의 정립, 사회적 가치, 건축으로서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는다.

21009944 건축설계스튜디오Ⅶ(Architectural�Design� Studio�Ⅶ)

프로젝트의 대지와 기능의 선택뿐만 아니라, 설계의 진행과 과정을 학생과 교수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

으로 진행된다. 복잡한 건물의 설계, 대규모 도시설계, 도시계획을 강조한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래밍에 관련한 건축계획·건축설계, 구조 빌딩시스템과 조경설계에 관련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

다. 예비건축가로서 한 건물의 구상에서 디자인, 기능인, 기능의 설정과 프로그램의 작성 등 건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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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총체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학가의 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하여 모든 결과를 

발표한다.

21050280 건축설계스튜디오Ⅷ(Architectural�Design� Studio�Ⅷ)

건축설계의 최종단계로서 지난 설계 학습을 집대성하며, 학위작품으로성 개인별 건축의 개념을 정리한

다. 프로젝트는 자유자제가 되며 진행과정에서의 종합적 클리틱과 최종평가를 통과하여 졸업전시회를 

마련한다. 조건의 설정, 분석, 프로그래밍, 개념의 정립, 사회적 가치, 건축으로서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21003868 건축설비계획(Architecture� Equipment� Plan)

건축계획과 건축시공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기계, 전기, 환경 등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설비분

를 다룬다. 수업과정에서는 건축설비의 다양한 적용방법을 고려한 설비계획의 이해와 건축설계에 활용

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특히 환경친화건축물과 특수 건축물의 최근 사례를 통한 설비계획의 검토와 분

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21004071 건축시공및재료(Execution�of� Building�Works�and�Materials)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과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완성과정에서 요구되는 공사계획과 공법, 장비 

및 재료를 소개하고 건축물의 요서별 시공법을 숙지하여 실제 공사에 그 적용을 꾀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신공법의 발상 및 개발에 요구되는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교과의 주목적으로 한다.

21003609 건축표현기법(Architectual�Design�Expression�Technique)

공간의 시각적 표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손으로 하는 스케치기법과 이를 디지털

화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건축물의 내외부 및 그와 관게된 사물의 형태, 색상, 질감 

등을 3차원 모형을 통해 표현하는 기법을 배우게 된다.

21003611 건축CAD(Computer�Aided�Architectural�Design�and�Planning)

본 과정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새 시대에 디자이너로서의 최고 위치를 확고히하 기 

위한 각종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제도용구로서뿐만 아니라 디자인도구로서 개발, 향상시키는 데에 있

다. 다루어질 프로그램은 3D 모델링, 드로잉, 렌더링,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프리젠테이션과 관련된 

것이며, 각종 세미나와 강의를 통해 운영체계 및 디자인 발전 과정에 따른 적절한 응용 프로그램 선택 

및 사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21002885 공간과개념(Space�&�Conceptualization)

의도하는 디자인 개념을 이론과 형상의 도출의 과정을 통해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습한다. 기존의 작품들을 개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해본다.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디

자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간의 형태와 비례 등을 이해하고 기존의 설계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공간디자인의 이론적 배경을 구축한다.

21004037 공간디자인비즈니스(The�Business� of� Space�Design)

본질적으로 디자인은 실용학문이며, 비즈니스로 현실화된다. 인테리어디자인을 포함, 모든 공간환

경을 디자인 대상으로 하는 필드는 물론, 그 어느 디자인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로서

의 디자이너가 영업과 관리, 재무라는 섹터를 커버하기란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클라이언트를 비롯하

여, 조직 내, 및 대외적인 모든 관련 협력업체와의 관계성에서 good people skill은 불가결한 요소이지

만, 그 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법제적, 그리고 재정적 측면이다. 본 강좌는 공간환경을 디자인 대상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413

- 413 -

으로 하는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그 발생서부터 계약, 계약금,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 완공, 그

리고 준공청소와 완급금 지불에 이르는 단계까지, 다양한 계약과 연동되는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및 커

뮤니케이션 내용과 함께, 금전적인 지불문제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디자인비지니스의 현실적 내용을 익

힘으로써, 비즈니스력이 강한 디자이너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특히, 법과 

재무 분야 가운데 디자인과 유관한 스패셜티를 갖춘 프로들(예컨대, 계약, 저작권법 전문가, 특허 변리

사, 재무, 회계, 행정등...)로 교강사 진을 구성하여, 디자인계에 치명적 허점이 되어 온 기존의 본 분야 

여건에서 비즈니스로 성공하는 디자인 리더를 우리 숙명 디자인 학부에서 길러 낼 수 있도록 한다.

21002751 공간환경디자인기초I(Basic� Space� Environmental�Design� I)

조형의 기본 요소를 연구하고, 형태, 색채 그리고 재료의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조형감각을 익히고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요소의 창의적 실험과 분석을 통해 3차원적 공간의 구성 및 조형능력

을 기르도록 한다.

21002752 공간환경디자인기초II(Basic� Space�Environmental�Design� II)

조형의 기본 요소를 연구하고, 형태, 색채 그리고 재료의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조형감각을 익히고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요소의 창의적 실험과 분석을 통해 3차원적 공간의 구성 및 조형능력

을 기르도록 한다.

21003932 공간환경디자인론(Theory�of� Space�Environmental�Design)

훌륭한 공간환경을 창출함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다기에 걸친 디자인 영역을 통합하는 토탈적인 시점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공간의 내, 외 구분은 공간의 구성적 맥락과 연속적 관계를 단절하는 오류를 낳는

다. 따라서, 종래의 카테고라이즈된 각영역(도시,건축,실내, 등등)의 종적 분할성 및 양분할법을 초월한 

시프트된 패러다임으로, 횡적인 축, 하나의 선으로 엮어 환상(  )의 관계적인 맥락을 조성하는 새로운 

시점에서 인간-도구-공간간의, 미시적-거시적 스케일 시점간의, 연속적인 조화, 융합, 연계, 맥락을 기

조로 하여, 이 각 팩터 간의 보다 나은 장형성을 위한 디자인인 공간환경디자인의 기본적인 스텐스를 

총론으로서 구성한다. 각론으로서, 우선, 거시적 시점으로부터 도시 공간 구성 원리 및 이론, 미학, 형태 

및 배치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조경, 건축,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도시 공간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하는

지 알아본다. 단계적으로 미시적 시점으로 이행하며, 단위 공간환경디자인으로서 주거,업무,상업,문화,

특수,복합공간환경을 익힌다. 나아가, 공간의 내외, 혹은, 스케일에 의한 물리적 영역구분을 넘어, 장이 

가지는 의미주체 측면에 근거하여 공적환경, 사적환경의 개념과 프로세스 방법론과 생활환경 속에 자연

을 도입, 보존하고 쾌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이며 전반적인 사항을 습득한다.

21002876 공간환경디자인스튜디오I(Space�Environmental�Design� Studio� I)

인간의 복합적. 다원적 차원의 공간환경을 조형적으로 보다 질 높게, 기능적으로 보다 더 편

리하고 질서있는, 쾌적한 환경을 창출해 내는 고도의 총합적인 토탈 디자인으로서의 공간환경디자

인의 입문 스튜디오이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Living Style을 담는 인간이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단

위가 되는 주거공간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내로부터 그 군집을 이루는 외부환경, 단지계획

에 이르기 까지, 거주자의 생활양식, 주택의 기능, 디자인 요소, 원리를 분석, 개념에서 시각화에 이르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플랜닝과 방법론의 기본을 익힘으로서, 합리적이며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디자인하도록 한다.

21002877 공간환경디자인스튜디오II(Space� Environmental�Design� Studio� II)

공간환경디자인 Studio II 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주거와 함께 업무공간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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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공간적 영역은 실내로부터 외부환경에 이르는 현장분석과 프로그래밍을 포함하여 디자인 

개념과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업 그래이드하여 습득한다. 특히, 사람과 도구, 도구

와 공간, 공간과 인간간의 상관성, 맨메이드 요소와 자연요소의 연계성, 어번디자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에 이르는 각 스케일 분야 영역간의 관련적 시좌(시점과 좌표)에서 성립하는 공간환경디자인의 본질적

인 통합적, 총합적, 토탈적 기본축을 익힌다. 업무지구가 집중되는 사이트의 외부환경 스팩에서는 보차

공간외에도, 공원, 광장등의 오픈스페이스, 식재등 그린을 비롯한 자연요소계획을 통한 업무지구의 쾌

적한 옥외 쉼터, 경관측면등을 다루며, 실질적인 업무가 행해지는 오피싱에서는 시스템적 사고를 익혀 

플렉서블한 공간 프로그램밍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21002878 공간환경디자인스튜디오III(Space� Environmental�Design�Studio� III)

공간환경디자인 Studio III 는 공간환경디자인 Studio II 에서 습득한 업무공간환경 디자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그와 함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디자인한다. Studio II 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 공간적 영

역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MD구성 의한 쇼핑몰, 을 비롯한 대형복합유통상업존(zone)의 외부

환경 현장분석과 프로그래밍으로부터 상공간환경의 기본적 소단위로서, 프러덕트 판매공간, 서비스 판

매공간, 식음공간의 인테리어에 이르는 스케일을 아우른다. 특히, 직접젹으로 소비자와 접하게 되어 실

질적인 구매의 접점이 되는 상공간환경디자인의 핵심은 공간 마케팅의 기본적 이해가 필수이다. 상공간

환경디자인의 성패여부는 집객력과 매출에 기여하는 디자인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공간

환경디자인 Studio III 는, 다양한 스페이스 프로모션 디자인 방법론 숙지를 통하여 공간환경을 하나의 

중요한 마케팅 미디어로 취합하여 공간환경디자인으로 시각화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구체

적인 스팩으로서는 스페이스 아이덴티티, 브랜드 스페이스 개발, 스페이스 멀쳔다이징 플랜등을 실제적

으로 익힘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고객 및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판매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며 개성있는 상업 환경을 디자인하도록 한다.

21002879 공간환경디자인워크숍I(Space� Environmental�Design�Workshop� I)

공간환경디자인 work Shop 과정은 공간환경디자인 Studio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초석으로 하여, 전문

영역을 심화, 졸업작품의 레벨로 구현해 가는 과정이다. 우선, 본 워크샵 I 은 그 첫 단계로서 특히, 

복합개발에 있어서 주거, 업무, 상업과 함께, 전시, 공연을 포함한 문화공간환경 디자인에 무게를 두고 

진행한다. 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공간환경디자인의 한 주요 축이되는 문화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복합

적 프로그래밍을 거시적 스케일로부터 미시적 스케일을 맥락적으로 연계하고, 내,외부공간환경을 관련

적 시좌위에서 성립시킴으로서 지역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적 발전, 명소 만들기 등, 공공성과 장소마

케팅의 사회적 맥락을 포함, 미래의 환경디자인 리더쉽으로서의 마땅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화를 주쳬로

한 복합적 공간환경디자인 테마를 진행한다.

21002880 공간환경디자인워크숍II(Space� Environmental�Design�Workshop� II)

공간환경디자인 Work Shop II 는 공간환경디자인 Work Shop I 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환경의 더욱 

심화된 역사적, 개념적, 방법론적 해석을 구하는 동시에 개별적 디자인 능력을 개발하여, 보다 우수한 

디자인을 창출, 구현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메디컬, 학교, 및 워터프론트, 지중공간환경, 공중공

간환경개발등, 기타 독창적인 특수복합공간을 함께 개발영역에 포함시킴으로서 공간환경디자인을 통해 

무궁한 제3의 공간환경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시장에 경쟁력을 갖는 미래 지향적 사고를 

함양한다. 

21002881 공간환경디자인워크숍III(Space�Environmental�Design�Worksho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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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환경디자인 Work Shop III 는 공간환경디자인 Work Shop II와 연계된 마무리과정으로서, 이제까

지 디자인 학습 과정들을 기반으로 한 졸업작품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자 한다. 

21002874 구조시스템(Structural� System)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구조의 기초이론과 구조설계에 필요한 응용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철

근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골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건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건축구조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과 그 힘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재료들

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다.

21002859 단지계획(Planning� for�Community� Place)

건물과 주변의 구조물을 배치하는 단지계획의 원리 및 기술을 소개하고 실제 설계과제를 연습한다. 공

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분석이론 및 실습, 밀도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공공 시설물의 

계획 및 배치 등에 관한 계획이론 및 설계를 배우는 과목이다. 주택 내·외부 공간을 비롯한 주거단지의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창조적 주거공간을 계획한다. 

21003200 도시·조경건축디자인스튜디오V(Urban� Landscape�Architecture�Design�Studio�V)

도시·조경건축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법과 세련된 그래픽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 며 , 

개념에서 완성에 이르는 설계과정의 시각화를 터득하도록 한다. 이 설계 Studio에서는 도시의 보행자 

공간, 공원, 광장, 사무소 건축조경, 호텔조경, 공공건물조경, 가로경관, 수변 조경, 쇼핑 몰 등 도

시인들에게 쾌적한 옥외의 쉼터 및 보행공간,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도시의 휴식처 설계에 관련된 내용

을 다룬다.

21003201 도시·조경건축디자인스튜디오VI(Urban� Landscape�Architecture�Design� Studio�VI)

도시·조경건축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법과 세련된 그래픽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며, 개념

에서 완성에 이르는 설계과정의 시각화를 터득하도록 한다. 이 설계 Studio에서는 도시의 보행자 공간, 

공원, 광장, 사무소 건축조경, 호텔조경, 공공건물조경, 가로경관, 수변 조경, 쇼핑몰 등 도시인들에게 

쾌적한 옥외의 쉼터 및 보행공간,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도시의 휴식처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21002895 디자인프레젠테이션(Design�Presentation)

4년간 실습한 전공 실내디자인 과제의 Concept을 정리하고 디양한 시청각 및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

는 Presentation 기법을 익혀 전문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의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운다. Portfolio제작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졸업 후 취업 또는 진학에 대비한다.

21003612 디지털건축디자인(Digital�Architectural�Design)

본 과정은 컴퓨터의 활용에 있어서 발전된 디자인 표현기법과 이를 실제 설계에 반영하는 기법을 숙지

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2차원적인 개념의 디자인으로 부터 공간 속에서 이동하는 인간의 행동과 

감성을 예측하고, 이를 통하여 공간의 규모나 배치를 결정하는 3차원적 개념의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21002166 미디어·공간연출디자인(Promotional�Media�&�Space�Design)

사람, 물질, 정보의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서의 연출 디자인을 이해하고, 명확한 컨셉에 근저

하여 시간, 공간의 정보를 프로그래밍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특히, 본 공간연출디자인 스튜디오는 스타일링, 코디네이션, 데커레이션, 등 일련의 연출 작



416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416 -

업을 기성디자인제품들을 셀렉션, 어렌지하는 2차적 디자인으로 취합하는 기존 시각의 단편성을 넘어, 

각종 유형의 연출에 생명력을 가진 생물과 빗물질의 소재 즉, 식물과 물 등의 자연요소와 각종 맨메이드

요소 등을 창출하여, 디자인의 원리를 일상, 비일상 공간환경에서 창조적 재조합을 행한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감동적 씬의 연출에 응용할 뿐 아니라, 테마별, 시즌별, 스타일별로 트렌드를 해석하고, 공간연

출의 목적에 맞게 매체와 아이템을 적용하여 주어진 조건에 최대한의 어트렉션을 스피디하게 창출할 

수 있는 직관과 직감의 감성, 센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습득한다. 미디어연출디자인에서는 공연예술의 

문학적 요소, 행위적 요소, 시각적 요소를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는 실기와 이론을 통한 무대디자인을 

비롯, 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 즉, 신문, 잡지, 등의 페이퍼 미디어와 함께, 영화, 방송, CF, 홈쇼핑, 

뮤직 비디오,등의 영상 미디어 및 디지털 미디어, 등을 통해 결과지어지는 다양한 국면의 미디어연출디

자인을 실험, 제작한다.

21003438 브랜드스페이스마케팅(Brand� Space�Marketing)

밸류를 크리에이션해주며(고부가가치창조), 또 크리에이션 된 밸류에 의해 뒷받침되는 브랜드. 브랜드

가 모든 경쟁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보라! 이제 국가도 브랜드로 

승부를 걸고, 개개인 인간도 퍼스널 브랜딩되어야 경쟁을 이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하물며, 제품, 

패션, 푸드, 나아가 장소 및 지역활성화에 있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축을 빼고는 아무 것도 논할 

수 없음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모든 시각적 결과물,즉, 2D, 3D등의 시각물들이 최종적으로 담겨지는 

공간! 2D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로고, 마크, 팩케이지등 그 밖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고, 그것

을 축으로 프러덕트는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장은 결국 

공간이다. 이러한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담는 공간 디자인! 브랜드를 프로모션하고, 그 구매력을 증가시

킬 수 있는 공간력을 지니는 스패이스 아이덴티티(SI)등, 브랜드 인테리어의 개발 방법과 프로세스를 

이론적으로 짚고, 성공적 사례를 서베이하며, 나아가 실제적 창출을 통해, 브랜드 인테리어를 다면 다각

적 시각에서 모색함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공간으로 담아내는 노우하우를 개발시키는 강좌이다. 급변하

는 현대 사회의 변화로 환경디자인 분야에서도 보다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창의적 발

상과 기획, 효율적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 기획에서 디자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계획과정 

및 실제 사례의 학습을 통해 미래 환경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계획 과정 및 분석, 적용 등 통합적 디자인 

해결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003621 세계건축사(World�Architects)

선사시대에서 로코코시대에 이르는 건축 전반에 관한 배경지식과 변천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건축 

이론과 실제에 있어 특징적인 방법론과 논점을 많이 다룸으로써 건축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1004038 스페이스인터랙션앤컨버젼스(Space� Interaction�&�Convergence)

쌍뱡향 커뮤니케이션은 전감을 사용, 오감에 호소하는 스페이스 디자인을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취합하

는 다양한 국면에서 절대적인 팩터이다. 이는 영상을 포함한 디지털 테크와 조명, 사운드, 키네틱한 무

브먼트, 그 밖의 하이테크한 공간창출을 요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공간 

목적과 기능에 따라, 표현 컨셉에 따라, 공간의 공사구분을 불문하고, 실내외공간환경 모두가 그 디자인 

대상이 된다.  21세기는 이질적인 각 분야 영역이 융복합화 되고, 네트웍을 이루며, 그 사이를 연결하는 

상호진입. 교집합영역의 창출이 추구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이다. 디자인분야도 마찬가지로 문화해

체에 기반하여 기존 각 분야 형태가 장르파괴, 형식공유를 추구하며, 두 분야 이상의 영역 접목, 혹은 

분야와 분야 사이의 간극에서 다양한 장르가 중첩, 융합을 꾀하는 탈경계, 쌍방향이라는 “통섭”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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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가운데, 분야와 분야 간의 사이 영역의 모색, 즉, 제3의 “간영역” 혹은 “간학문”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기서는 공간환경디자인과 컨버젼스할 수 있는 타 분야, 

예컨대, 경영, 언론정보, 문화관광, 여성학, 음악, 무용 등의 공연예술 및 체육, 식품영양, 의류학등과의 

다양한 코웍프로젝트를 통해 본교만의 독창적인 통섭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21003613 전시·디스플레이디자인(Display�&�Exhibition�Design)

전시디스플레이는 두 가지 방향의 비일상공간의 디자인을 진행한다. 거리에 풍성한 계절감과 이색적인 

감상거리를 제공하는 쇼우윈도우 디스플레이는 확실한 컨셉과 아이디어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감으

로서 고객에게 매장의 이미지를 각인 

21004072 퍼블릭스페이스디자인(Public� Space�Design)

공공환경은 대내적으로 국가, 지역의 문화적 공유 자산이 되고, 대외적으로 문화적 수준 및 잠재성의 

척도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국내에서는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보증해줄 술

(Tech)과 체질, 체계를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촉매제로 작용하여 각 지자체에 도시디자인 전문부서를 

마련, 이 시대 가장 화두가 되고 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환경디자인 영역 중의 하나이다. 

21003618 한국건축사(Theory�And�Practice� of�Korean�Architecture)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한국건축에 있어서 공간디자인의 시대적 흐름을 역사와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

고 각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디자인 의지를 이해하게 된다. 과거에 사용된 디자인 언어와 요소, 그리고 

방법론의 이해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3617 현대건축론(Theory�and�Practice� of�Contemporary�Architecture)

근대건축에서 현대건축에 이르는 건축 전반에 관한 배경지식과 변천사를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건축 

이론과 실제에 있어 특징적인 방법론과 논점을 많이 다룸으로써 건축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1002886 환경색채와재료(Environmental�Color�&�Materials)

공간환경계획에 기본이 되는 색채와 다양한 재료를 효율적인 표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내용을 습득한다. 용도별,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외부공간환경과 내부공간환경에 적합한 색채 선택과 

재료를 계획성 있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기본이론을 시각적인 자료와 병행하여 진행된

다. 특히, 강의실의 한계를 극복, 현장감이 부족하기 쉬운 부분을 직접 현장을 찾아 필드 웍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을 체득케 한다.

21003620 환경친화건축(Ecological�Architecture)

본과정은 건축에서의 생태적 원리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 그리고 열, 빛, 음과 같은 

환경적인 요서들이 건축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해와 이러한 개념들을 건축설계에 활용하는 

기법을 익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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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2612 공예와미술 2 2 0

〃 21003789 표현과매체I 2 0 3

〃 21003790 표현과매체II 2 0 3

가 21001500

 금속

금속조형기법I 2 0 3

금속/목칠/도자/섬

유전공 중 택2하여

해당전공 전과목

이수

나 21001528 금속조형 3 0 4

다 21001544 금속조형연구 3 0 4

가 21001499

 목칠

목칠표현기법 2 0 3

나 21001534 목칠제품개발 3 0 4

다 21001546 목칠조형연구 3 0 4

가 21001498

 도자

물레성형 2 0 3

나 21001536 도자장식과표현 3 0 4

다 21001548 도자조형연구 3 0 4

가 21001497

 섬유

섬유소재디자인 2 0 3

나 21001526 텍스타일디자인 3 0 4

다 21001542 섬유조형연구 3 0 4

2학기

1학년 21001558 조형원리 2 2 0

〃 21003791 표현과매체III 2 0 3

〃 21003792 표현과매체IV 2 0 3

가 21001501

 금속

금속조형기법II 3 0 4 금속/목칠/도자/섬

유전공 중 택2하여

해당전공 전과목

이수

나 21001529 현대장신구 3 0 4

다 21001545 금속작품연구 3 0 4

가 21001504  도자 도자성형기법 3 0 4

/공/예/과/

〈교육목적〉

  공예과의 교육목적은 한국공예 가치를 현대화, 조형화, 생활화, 국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공예 

미술 분야의 리더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1. 공예는 독자적 표현 내용의 한 장르로서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칠공예, 염직공예 등 이론과 실기 교육을 조화롭게 

교육하여 창의적 표현 능력 배양과 폭넓은 사고, 우수한 조형 의식을 갖춘 전문 공예인을 육성한다.

2. 다양한 재료 체험과 표현 기법을 체득하여 공예 미학적 사회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과 예술

의 유기적 조화를 함양한다.

3. 미래지향적 환경 조형에 대한 정보와 문화 예술 창달의 창조적 주역으로서 국제적 감각과 인성을 교육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작곡 16 21 37�이상 46 24 70�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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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2학기

나 21001537
도자

석고제형 3 0 4

다 21001549 도자작품연구 3 0 4

가 21001502
 목칠

목칠조형기법 3 0 4

나 21001535 목칠가구와장식 3 0 4

다 21001547  목칠 목칠작품연구 3 0 4 금속/목칠/도자/섬

유전공 중 택2하여

해당전공 전과목

이수

가 21001503

섬유

직조I 3 0 4

나 21001527 직조II 3 0 4

다 21001543 섬유작품연구 3 0 4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3351 공예 CAD II 2 0 3

〃 21003861 인체와장신구 2 2 0

〃 21003860 현대도자문화 2 2 0

나 21002611 3D CAD I 2 0 3

〃 21009850 디자인·공예교육론 3 3 0

〃 21001559 현대공예론 2 2 0

다 21003057 공예마케팅 2 2 0

2학기

1학년 21003349 공예 CAD I 2 0 3

가 21003056 공예문화기획 2 2 0

〃 21001562 공예세미나 2 2 0

〃 21003858 섬유예술문화 2 2 0

〃 21003859 칠예문화 2 2 0

나 21003664 3D CAD II 2 0 3

〃 21001495 공예사 3 3 0

〃 21003472 공예특론 2 2 0

다 21002728 산업공예워크숍 2 2 0

〃 21003348 프레젠테이션워크숍 1 0 2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2611,�21003664� � � 3D�CAD� I,� II(3D�CAD� I,� II)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3차원 가상모델 제작기법을 학습하여 다양한 입체 조형물을 빠르고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3D 조형 원리를 터득한다.

21003349,�21003351� � �공예�CAD� I,� II(Craft�Arts�CAD� I,� II)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CAD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작품의 디자인 단계에서 발생̀

되는 문제해결 능력을 확대시켜 실제적인 작품 제작을 모색한다.

21003057 공예마케팅(Arts� and�Crafts�Marketing)

공예의 상품화를 위한 마케팅 이론과 실제, 기획과 실행에 수반되는 제반 실무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실용 예술로써의 공예를 대상으로 한 경영의 기초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한다.  

21003056 공예문화기획(Arts�and�Crafts� Planning)

현대사회의 다원적 문화 환경 속에서 공예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모색하기 위해미술비평, 문화사,

현대미술론, 박물관학 등에대한학습을바탕으로하여공예가의기획역량을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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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495 공예사(History�of�Craft)

공예 전반에 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형태, 기능, 기법, 재료, 조형성, 시대적 특성을 연구하여 공예

실기의 발전적 기반이 되게 한다.

21001562 공예세미나(Craft�Arts� Seminar)

공예의 근간이 될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그 실질적인 바탕이 되는 예시를 다룬다. 수업은 강의와 세미나

로 병행하며 이루어지고 사고, 토론, 서술 등의 능력을 배양한다. 공예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습득하며 

토론을 통해 객관적 분석과 주관적 비평능력을 기른다. 

21002612 공예와미술(Introduction� to�Art&Crafts)

영어 원어 강의로서 공예와 현대미술의 최근 동향과 정보의 흐름을 습득하고 미술원리와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여 창의적 작품제작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갖추게 한다. 

21003472 공예특론(Special� Theory� in�Craft�Arts)

공예와 생활, 공예와 예술, 공예와 환경 및 공간, 조형예술에 대한 각각의 특론을 통해 창조적인 정인 

개발 및 비평적 안목을 키워 공예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소양을 양성한다. 이를 위한 저명한 국내, 외 

공예작가와 공예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한다.

21001545 금속작품연구(Advanced� Study� in�Metal�Art)

기획에서부터 PT 까지 전 과정을 통해 금속공예 작업의 총결산이 될 만한 졸전작품을 준비하고 의식과 

책임 있는 “멀티 아티스트” 로서의 안목과 비젼을 키운다.

21001528 금속조형(Metal� Studio�Work)

금속공예의 심화과정으로  금속재료의 자유로운 활용과 하이텍을 구사하여 예술적 표현에 이루도록 창

작의 차원을 높인다. 

21001500 금속조형기법I(Jewelry�&�Metalsmithing� I)

금속재료 특성에 대한 이해와 기본이 되는 기법을 습득하여 창의적 표현을 위한 첫 단계를 학습한다. 

21001501 금속조형기법II(Jewerly�&�Metalsmithing� II)

금속형태를 다루는 능력과  조형감각을 배양하여 창작 표현의 가능성을 확대 발전시킨다.

21001544 금속조형연구(Advanced� Study� in�Metal)

금속창작의 익숙함 을 시장경제와 연결 할 수 있도록 순수 작업 의 한계와 효용 가치에 대하여 연구하며 

“산업생산자로써의 공예가”의 기반을 구축 한다.

21001504 도자성형기법(Forming� Techniques� in�Ceramics)

흙판성형기법, 속파기 기법, 코일링기법 등을 학습하며, 나아가 유약 및 화장토의 활용 기법 등을 익혀

서 각자의 생각을 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21001549 도자작품연구(Advanced� Study� in�Ceramic�Art)

도자공예에 있어서의 순수조형적인 감각 및 표현능력을 배양시켜 자유로운 사고를 통한 개성적인 작품

의 구상을 통해 적절한 재료와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21001536 도자장식과표현(Decoration� and�Expression� in�Ceramics)

도자 공예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장식과 표현에 대하여 연구하며 흙을 이용한 보다 정밀한 표현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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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548 도자조형연구(Advanced� Study� in�Ceramics)

도자공예에 있어서의 순수조형적인 감각 및 표현능력을 배양시켜 자유로운 사고를 통한 개성적인 작품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여, 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성적인 작품의 구상을 통해 적절한 재료와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21009850 디자인·공예교육론(Teaching�Models�of�Design/Craft)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1535 목칠가구와장식(Wood�&�Lacquer� Furniture� and�Decoration)

주거생활에 필요한 가구 종류의 이해와 실제 가구를 기획하고 디자인함으로써 창의적인 가구개발에 중

점을 둔다.

21001547 목칠작품연구(Advanced� Study� in�Wood�&� Lacquer�Art)

목칠공예에 있어서의 순수조형적인 감각 및 표현능력을 배양시켜 사고를 통한 자유롭고 개성적인 작품

의 구상을 통해 적절한 재료와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21001534 목칠제품개발(Wood�&� Lacquer�Products�Development)

현대 생활환경에 적합한 목칠 생활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함으로써 다량생산에 필요한 랜더링, 제도 

등 표현 전달의 역량을 높이고 창의적인 목칠 제품개발을 한다.

21001502 목칠조형기법(Wood�&� Lacquer� Formative�Technique)

목칠공예에 있어서의 다양한 재료의  응용과  각종 기법을 익혀 창의적인 제작능력을 배양시키고 이를 

통하여 형태에 대한 조형감각을 구체화하는 능력을 기른다.

21001546 목칠조형연구(Advanced� Study� in�Wood�&� Lacquer)

목칠공예에 있어서의 순수조형적인 감각 및 표현능력을 배양시켜 사고를 통한 자유롭고 개성적인 작품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여, 전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성적인 작품의 구상을 통해 적절한 재료와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21001499 목칠표현기법(Wood�&� Lacquer�Expression� Technique)

목칠 공예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재료을 익히고 기본적인 기법을 학습, 숙지하여 창의적 조형미의 능력

을 배양한다.

21001498 물레성형(Wheel� Throwing)

도자공예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성형 방법인 물레 성형 기법을 익혀 전통적, 창의적, 실용적인 창작품 

개발에 대하여 학습하며 그 응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21002728 산업공예워크숍(Industrial� Crafts�Workshop)

공예의 산업화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현대사회 속 공예가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특강 및 세미나를 통해 

학습한다.

21001537 석고제형(Plaster�Mold�Making)

산업도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석고 몰드제작에 대하여 학습하며 석고 몰드를 이용한 슬립케스팅 

기법을 익혀 대량생산의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이를 응용하며 본인의 작품 표현에 적용시킨다.

21001497 섬유소재디자인(Textile�Material�Design)

섬유의 여러 가지 염색표현기법과 재료를 습득하여 창의적인 섬유소재와 섬유디자인 제작이 가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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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그 능력을 키운다.

21003858 섬유예술문화(Textile�Arts�&�Culture)

세계 섬유미술의 흐름에 맞추어 섬유 아티스트와 섬유 디자인 작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 연구한다.

21001543 섬유작품연구(Advanced� Study� in�Textile�Art)

섬유공예에 있어서의 순수조형적인 감각 및 표현능력을 배양시켜 사고를 통한 자유롭고 개성적인 작품

의 구상을 통해 적절한 재료와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21001542 섬유조형연구(Advanced� Study� in�Textile)

섬유공예에 있어서의 순수조형적인 감각 및 표현능력을 배양시켜 사고를 통한 자유롭고 개성적인 작품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여, 각전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성적인 작품의 구상을 통해 적절한 재료와 기법

을 구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21003861 인체와장신구(Human�Body�and� Jewelry)

왜 우리는 장식 하는가? 장신구와 인체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에 대해 생각해보고 장신구의 기본 요소

인 인체의 구조와 이론적 배경, 시대적 트랜드, 시장 분석 등을 학습한다.

21001558 조형원리(Principles� of� The�Formative�Arts)

디자인의 기본요소와 원칙을 이해하고, 조형의 재요소와 원리에 대한 기초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21001503 직조I(Weaving�Work� I)

직조 기법을 이용한 직물 소재 개발 및 직물 조직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21001527 직조II(Weaving�Work� II)

니트 기법, 수직기 직조기법, 컴퓨터 직조기법과 같은 여러 가지의 직조 기법을 학습하며, 섬유의 3차원

적인 형태와 색채 조합에 대한 조형감각 능력을 배양한다.

21003859 칠예문화(Lacquer�Art� and�Culture)

역사적 흐름에 따른 칠예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칠예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 조형미, 제작기법을 학습하

며 현대작품에 대한 분석과 폭넓은 가능성을 연구한다.

21001526 텍스타일디자인(Textile�Print�Design)

텍스타일 디자이너로서의 체계적인 이론을 학습하며 디자인 작업을 수반함으로써 섬유 디자인 기획에 

대한 훈련과 능력을 배양한다.

21003789,�21003792� � �표현과매체I,� IV(Expression� and�Medium� I,� IV)

금속, 도자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조형감각 훈련 과정으로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찰

력 및 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21003790,�21003791� � �표현과매체II,� III(Expression� and�Medium� II,� III)

목칠, 섬유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조형감각 훈련 과정으로 다양한 재료와 기술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찰

력 및 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21003348 프레젠테이션워크숍(Presentation�Workshop)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과 안목을 키운다. 작품 제작집의 편집, 기획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1559 현대공예론(Modern�Culture�&�C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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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1569 수묵조형I 2 0 3

〃 21001565 조형과드로잉I 2 0 3

〃 21001571 회화기법 2 0 3

가 21003525 디지털아트I 2 0 3

나 21001587 회화와프레젠테이션I 2 0 3

〃 21001585 회화I 2 0 3

다 21002324 현대회화I 2 0 3

〃 21002326 현대회화III 2 0 3

독자적 표현예술의 한 장르로서 공예의 현 위치를 연구하고, 현대공예에 이르기까지의 양식 변화과정과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공예의 전반적인 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한다.

21003860 현대도자문화(Modern�Ceramic�Culture)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도자기의 역사적인 핵심부분을 연구하고 특히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모습의 도자예술로 승화 발전하는 현상을 학습한다.

21001529 현대장신구(Contemporary� Jewelry)

예술적 표현의 다양함을 작은 조각 이라 할 수 있는 장신구로 표현하며 금속과 그 외 재료의 활용 및 

object 활용 등 응용과 표현의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학습한다.

/회/화/과/

〈교육목적〉

  회화과의 교육목적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할 전인적이고 지도적인 여성 배출이라는 교육이념

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문화선도의 역량을 갖춘 창조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교육목표〉

1. 실기과목과 이론과목을 조화롭게 편성하여 전통적인 표현기법을 기조로 한국화․서양화의 실기전반에 대한 전문지

식과 표현능력을 습득하고 현대적 조형성을 지닌 글로벌 작가의 자질을 기른다.

2. 축적된 미술이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작품에 대한 올바른 비평적 시각을 기르고, 창작 

능력을 심화시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심미안을 지닌 미술인을 양성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회� �화 16 21 37�이상 28 38 66�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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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2학기

1학년 21001566 조형과드로잉II 2 0 3

가 21003526 디지털아트II 2 0 3

나 21001588 회화와프레젠테이션II 2 0 3

〃 21001586 회화II 2 0 3

다 21002325 현대회화II 2 0 3

〃 21002327 현대회화IV 2 0 3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1590 조형과드로잉III 2 0 3

가 21003196 구성I-I 2 0 3

〃 21003197 구성I-II 2 0 3

〃 21003524 미술치료 2 2 0

〃 21001602 전통회화기법 2 0 3

〃 21001593 현대수묵기법I 2 0 3

〃 21001603 현대회화기법I 2 0 3

나 21003844 작가와양식연구I 2 0 3

〃 21003794 전통성과현대성의접목 1 0 2

〃 21001595 판화I 2 0 3

〃 21003060 회화와미디어I 1 0 2

다 21001608 동양회화론 2 2 0

〃 21001598 드로잉 2 0 3

〃 21001599 재료와현장연구I 2 0 3

〃 21001606 현대회화론I 3 3 0

2학기

1학년 21001572 수묵조형II 2 0 3

〃 21003335 입체조형 2 0 3

〃 21003527 한국회화론 2 2 0

가 21003198 구성II-I 2 0 3

〃 21003199 구성II-II 2 0 3

〃 21001605 미술비평론 2 2 0

〃 21001601 채색화 2 0 3

〃 21001604 현대회화기법II 2 0 3

나 21003845 작가와양식연구II 2 0 3

〃 21001597 조형연습 2 0 3

〃 21001596 판화II 2 0 3

〃 21003793 표현기법의확산 2 0 3

〃 21001592 한국근대미술론 2 2 0

〃 21003061 회화와미디어II 1 0 2

다 21003338 매체와표현연구 2 0 3

〃 21001600 재료와현장연구II 2 0 3

〃 21001594 현대수묵기법II 2 0 3

〃 21001607 현대회화론II 3 3 0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3196,�21003197� � �구성I-I,� I-II(Compositio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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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작상의 기초가 되는 조형미의 원리를 이해하고 작품상에 구현된 구성미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미적인 표현 능력을 연구 습득케 한다.

21003198,�21003199� � �구성II-I,� II-II(Composition�2-1,� 2-2)

전공 특성에 따른 조형미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미를 구현하고, 작품 제작상에 보다 미적인

표현 능력을 연구 습득케 한다.

21001608 동양회화론(Theory�of� The� Easy�Asian� Painting)

동양미술의 역사와 그 속의 유구한 작품들을 통하여 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인의 정신과 동양회

화의 관계를 연구하여 창작의 바탕이 될 수 있게 한다.

21001598 드로잉(Drawing)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드로잉을 이해하고 현대의 시대적 조형성

을 지닌 표현능력을 기른다. 

21003525 디지털아트I(Digital�Art� I)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부상한 정보화 시대에 맞춰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 및 변형을 연구하

여 그를 회화와 드로잉에 접목하는 방법을 배워 디지털아트의 창조적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한다.

21003526 디지털아트II(Digital�Art� II)

디지털아트 I의 심화과정

21003338 매체와표현연구(A�Study�On�Mediums�and�Expression)

회화에 필요한 각종 매체와 다양한 재료간의 접목 및 혼합을 통해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표현하고자 한다. 

21001605 미술비평론(Theory�of�Art�Criticism)

미술비평의 이론과 역사를 문헌중심으로 연구하되, 그것의 정치·사회·미학·철학적 배경의 변천에 따른 

미술작품에 관한 해석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21003524 미술치료(Art� Therapy)

미술치료가 미술을 이용한 심리치료 방법으로써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지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미술기

법을 통해 예술학도의 심리적 성찰을 돕는 예술적 방법을 고찰한다.

21001569,�21001572� � �수묵조형I,� II(Oriental� Ink� Painting� I,� II)

전통적인 수묵화의 기법을 습득케 하는 한편 다양한 필세로써 묵상의 변화와 선의 조형감을 이해케 

하여 독창적인 창작능력을 길러준다. 

21003335 입체조형(Solid�Modeling)

입체의 조형적 특성과 형성과정을 배워 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구성과 제작 방법 등을 통하

여 조형능력 및 감각을 키운다.

21003844,�21003845� � �작가와양식연구I,� II(Study�of�Artist� and� Style� I,� II)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주요작가의 양식과 작품의 실제를 연구하여 조형능력을 키운다. 

21001599,�21001600� � �재료와현장연구I,� II(Study�of�Materials� I,� II)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직접 체험을 통한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동서양의 표현상 상반되는 요소나 

기법상의 차이점 혹은 공통성을 갖게 하여 다양한 표현능력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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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794 전통성과현대성의접목(Study�of� Incorporation�of� Tradition�and�Modernity� in� Painting)

회화의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작업을 통해 창작의 기반을 다지고 회화인으로서의 다양하고 

넓은 소양을 기르고자 한다.

21001602 전통회화기법(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

전통적으로 특수한 재료로서 표현되었던 다양한 회화기법들을 연구·분석함으로 작품제작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21001565,�21001566,� 21001590� � �조형과드로잉I~III(Modeling� and�Drawing� I~III)

사물에 대한 조형적 관찰력과 창조적 표현능력을 습득케하여 창의적인 제품제작의 바탕이 되게 하는 

기초과정이다. 

21001597 조형연습(Study�of� Form�&� Structure)

자연과 예술작품, 디자인에 있어서의 유기적 질서와 공리를 실기를 통하여 습득케 하여 사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토록 한다. 

21001601 채색화(Korean�Color� Painting)

대상을 충실하게 관찰하여 그 특징을 이해하고 채색을 사용함으로써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21001595,�21001596� � �판화I,� II(Printing� I,� II)

목판·석판·동판·공판 등 다양한 기법을 중심으로 순수조형의 표현능력을 함양하고 실습을 통해서 개성

을 추구한다. 

21003793 표현기법의확산(Expansion�of�Expression� Techniques)

회화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표현기법과 조형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작품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개발과 동시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미적접근을 시도한다.

21001592 한국근대미술론(Theory� of� The�Modern�Korean�Art)

조선말기부터 해방전후까지의 한국전통회화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아울러 서구 미술의 수용과정을 함

께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 근대 미술의 흐름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나간다. 

21003527 한국회화론(Theory�of�Korean�Painting)

한국회화의 전통적인 이론과 그것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을 연구 분석한다. 아울러 중국 회화와의 연계

성도 살펴본다.

21001593,�21001594� � �현대수묵기법I,� II(Modern�Oriental� Ink� Painting� I,� II)

문인화의 정신적 사상을 살피고 담채와 수묵의 높은 회화성을 토대로 현대 수묵형상의 다양한 기법모색

을 하면서 작품제작을 하도록 한다.

21001603,�21001604� � �현대회화기법I,� II(Modern�Painting� Technique� I,� II)

회화의 기초가 되는 데생력을 배양시킴과 동시에 유화구를 사용한 표현 능력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21001606 현대회화론I(Theory� of� The�Modern�Painting� I)

1945년 이후의 서구미술로부터 현재까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중심으로 현대회화의 성격과 특

징을 모더니즘과 비교·분석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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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1607 현대회화론II(Theory� of� The�Modern� Painting� II)

모더니즘의 시작인 186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유럽 회화의 전개과정을 심층 분석하여 연

구한다. 

21002324~21002327� � �현대회화I~IV(Contemporary� Painting�1~4)

장르에 구별이 없어진 현대회화를 실험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익히도록 하여 난해한 현대회화의 이해와 

실습에서 주체성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01571 회화기법(Painting� Technique)

아크릴과 유화의 특성을 살려 재료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표현법을 시도하여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21003060,�21003061� � �회화와미디어I,� II(Painting� and�Media� I,� II)

미래지향적인 회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미디어의 이론적 습득이 요구되고 있어, 오늘날 

많이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비디오, 레이져 그 외 여러 테크놀로지와 회화와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1001587,�21001588� � �회화와프레젠테이션I,� II(Painting� and�Presentation� I,� II)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조형성을 길러 자아표현 능력을 개발함과 더불어 작품제

작 능력을 배양한다. 

21001585,�21001586� � �회화I,� II(Painting� I,� II)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조형성을 길러 자아표현 능력을 개발함과 더불어 작품제

작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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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  립  학  부     

∙글로벌서비스학부(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부, TESL전공)

∙미디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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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9945 개발학기초 3 3 0

〃 21004051 연구방법론:주제언어및인과관계 3 3 0

나 21009885 디지털커뮤니케이션과프레젠테이션 2 0 2

2학기

가 21004057 연구방법론:과학적계량분석방법★ 3 2 1 앙트러프러너십전공

나 21004053 디지털디자인과프레젠테이션 1 0 1

〃 21050193 분쟁과경제 3 3 0

다 21050185 디지털문서작성과프레젠테이션 2 0 2

〃 21050187 해외기관인턴십:경력개발단계 3 0 3

〃 21001849 국제관계시뮬레이션 3 3 0

전공선택 1학기 가 21050180 개발원조와글로벌협력 3 3 0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육목표〉

 글로벌서비스학부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창의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나 

신사업 기획을 주도할 수 있는 여성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 다문화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한다.

2.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형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배출한다.

3. 도전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한 여성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

4.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학문의 응용 가능성을 넓히는 한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글로벌협력전공/

〈교육목적〉

  글로벌시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문화에 대한 이타적 열정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전공은 글로벌현장과 관련된 업무에 졸업 후 즉시 투입되어 글로벌 전략을 

기획하고 다국적기업의 국제업무나 시장개척 그리고 대사관, 국제기구, 국제매체 등에서 글로벌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

력을 양성하는 것을 철학적 교육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전략 및 시장 현지 사회적기업의 

창출과 지원 등 새로운 시장 접근 전략과 관련 업무능력을 배양한다. 재학중 전공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졸업시

점에 불어 혹은 스페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향상시켜 다중언어능력을 겸비한 국제업무 전문인력을 글로벌 사회에 

배출하는 것을 기술적 교육목적으로 표방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글로벌협력전공 16 21 37�이상 23 31 54�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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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9886 국가이미지 3 3 0

〃 21050189 선진국의사회와글로벌시민의식 3 3 0

나 21009888 국가-기업관계의이해 3 3 0

〃 21003827 국제활동사례특강I 3 3 0

〃 21009887 글로벌시장조사론 3 3 0

〃 21003826 미국과한국 3 3 0

〃 21009889 저개발국론 3 3 0

〃 21050190 지속성장과기업의사회적책임 3 3 0

〃 21050184 해외기관인턴십:진로탐색단계 2 0 2

다 21009890 국가마케팅과국가브랜드 3 3 0

〃 21009891 국제기구실무 3 2 1

〃 21009892 국제협상과위기관리 3 3 0

〃 21050281 미국의문화전쟁 3 3 0

〃 21050191 정보화기술과국제개발 3 3 0

〃 21050186 해외기관인턴십:역량향상단계 2 0 2

2학기

가 21004065 글로벌경력관리 3 0 3

〃 21004054 글로벌투자와다국적기업 3 3 0

〃 21050192 내용분석을통한인지연구 3 2 1

〃 21004055 지정학과지경학 3 3 0

〃 21004056 통합마케팅커뮤티케이션 3 3 0

나 21050194 공정무역과사회적기업 3 3 0

〃 21050195 국가리스크분석기법 3 3 0

〃 21050196 국제정치경제행위자간시뮬레이션 3 3 0

〃 21003828 국제활동사례특강II 3 3 0

〃 21003254 다문화공생론 3 3 0

〃 21050197 성장시장의이해 3 3 0

〃 21010053 한국대외관계사 3 3 0

〃 21050198 현대미국의국제관계 3 3 0

다 21001849 국제관계시뮬레이션 3 3 0

〃 21050282 미국형리더십 3 3 0

〃 21050199 시장리스크분석기법 3 2 1

〃 21050200 투자가관리기법 3 3 0

〃 21050188 해외기관인턴십:역량고도화단계 2 0 2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50180 개발원조와글로벌협력(Developmental�Aid�&�Global�Cooperation)

국제개발원조의 메커니즘을 국가 외교정책과 양·다자협력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2차 대전 이

후 주요 사례를 통해 한국의 개발원조와 국격향상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배양한다. 강의는 원조 의사결

정에 참여해온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며, 원조 수원국의 대사를 초빙하여 현지 니즈를 현실감 있게 학습

한다.

21009945 개발학기초(Introduction� to�Develop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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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 개발도상, 산업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의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이 국가군이 갖는 다양한 특성

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 그리고 그 군의 분류 유형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주요이론과

개념으로는PQLI, 추격이론(catchup), 중상주의,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발전론, 저성장이

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기업-국가 관계 등이다.

21050194 공정무역과사회적기업(Fair� Trade�&� Social� Enterprises)

상품체인과 판매체인의 국제관계 이론을 통해 빈곤국의 불공정 교역 구도를 비판적 관점에서 

학습하여, 3-4학년 재학중에 학생들이 해외인턴십 과목을 통해 파견될 적정 기관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더불어 국제비정부기구의 사회적 기업화 트렌드를 파악하고 소프트외교 측면에서의 협력전략

을 모색한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사회공헌 사업과 국가의 원조외교 정책의 전략적 연대를 모색한다.

21009888 국가-기업관계의이해(State-Business�Relation�&� State� Finance)

조셉 슘피터의 중상주의적 관점을 이해하고 저개발국에서 개발국가로 나아가 중견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필히 갖추어야 할 중요한 규제과 탈규제에 대해 이해하고 성장시장의 국가-기업관계

에서는 통상들과 맞물린 규범들과 시장진입과 관련된 장벽 등에 대해 이해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서는 정치사회적 거버넌스가 국가와 기업의 협력 틀에서 어떻게 유지 발전되는지에 대해 집중 학습한다.

21050195 국가리스크분석기법(Country� Risk�Analysis)

미국 시라큐스대학 맥스웰스쿨의 국가리스크 분석기법을 학습하고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리스크의 분석

을 통해 투자가능성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한다. 특히 리스크의 정량화를 반복적으로 사례를 

통해 학습하여 선진시장은 물론 성장시장과 처녀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분석 역량을 배양한다.

21009890 국가마케팅과국가브랜드(Marketing�of�Nations�&�National� Brand)

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국가의 국격향상을 위한 정책적 분야에 도입하여 기업과 더불어 국가의 브랜드를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학습한다. 특히 국가-기업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더불

어 국가경쟁력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여 외교전략에서 관민 협력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한다.

21009886 국가이미지(National� Image)

외국과 외국인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온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선진사례

를 학습하여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학습한다. 국가이미지를 구성하는 구성요인들에 

대해 분야별로 체계적 관리 방안들을 학습하여 private-public partnership의 scheme을 이해한다.

21001849 국제관계시뮬레이션(International� Relations�Simulations)

국제관계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모의 상황을 부여한 후 학생들

이 각국 대표의 역할을 맡아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국제회의를 어떻게 조직하고, 

진행하며, 참여하는지를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자 한다.

21009891 국제기구실무(Job�Process�of� International�Organization)

국제기구 외교관을 초빙하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과정은 물론 국제회의의 준비와 협상기법, 프로토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국제기구의 성격을 이해하고 국제기구 

수준별 단위별 차별성과 진출을 위한 기본전략을 학습한다.

21050196 국제정치경제행위자간시뮬레이션(Simulation�of� IPE�Actors)

대학원 수준의 세미나수업으로서 다양한 가상 현상을 설정하고 행위자를 팀별로 구성하여 역할 시뮬레

이션을 진행한다. 철저하게 해당 행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행위를 통해 행위자간의 상대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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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돌과 연대의 원리를 이해한다. 모든 수업은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시작하는 affirmative case 설명

과 더불어 시작하여 현상별 팀페이퍼를 제출한다.

21009892 국제협상과위기관리(International�Negotiation�&�Crisis�Management)

글로벌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전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학습하는 수업이다. 글로벌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시적 관리 방향에 대해 학습한다. 글로벌네트워킹은 

학습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가상 전략을 구사한다.

21003827,�21003828� � �국제활동사례특강I,� II(Special� Lectures�on� International� Service� I,� II)

국제기구, INGO, 국제회의, 외신, 외국대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을 초빙하여 실제경 

험사례를 기반으로 국제활동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탐구한다.

21004065 글로벌경력관리(Global�Career�Management)

전공진로 탐색 이전 인성과 적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생 스스로의 전공 및 진로 탐색

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수업이다. 특히 경력의 변화관리 및 위기관리와 관련된 사례연구

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발전경로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시간의 수업과 한 시간

의 집중 상담을 통해 대학 4년의 전공방향을 설정하며, 학부에서 자체 개발한 커리어 차트의 운영능력

을 통해 조직 리더십을 배양한다.

21009887 글로벌시장조사론(Global�Market�Anslysis�&� Segmentation)

MPT(Market/Product/Technology)로 통용되는 시장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전세계 잠재 시 장 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 상품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학습한다. 국가리스크 분석 

등의 관련 과목과 전공심화를 위한 연계성을 고려한 과목이다.

21004054 글로벌투자와다국적기업(Foreign� Investment�&� Transnational�Corporations)

Globalization, Localization, Glocalization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글로벌 투자행위의 유형을 분석하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글로벌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기업과 조직의 현지화 작업에 수행되어야 하

는 사회공헌 등 다양한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21050192 내용분석을통한인지연구(Content�Analysis�&�Recognition�Mapping)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를 통해 연구대상의 인지체계를 구성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배운다. 특히 이 수업

은 국제적 수준의 지도자들의 인지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주로 하며, Herman's Trait 등을 활용하여 특

정 인물의 성향과 편견 그리고 리더십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관

을 지니게 된 인간의 인지체계 유형을 분석하고 학습한다.

21003254 다문화공생론(Multi-Cultural�Globe)

'이민'이라는 주제를 통해 역사적, 지역적 인구이동 현상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의 

양상을 살펴본다. 미국의 사례를 교수강의를 통해 숙지한 후 그룹연구를 통해 국가별 사례를 심층적으

로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문화공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04053 디지털디자인과프레젠테이션(Digital�Design�&�Presentation)

Illustration과 animation,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 관련 인증서가 공식기관으

로부터 발급되는 졸업인증 수업이다.

21050185 디지털문서작성과프레젠테이션(Digital�Documentation�&�Presentation)

Paperless 사회를 대비하여 전자문서 작성을 위한 전문지식과 이를 활용한 조직 내의 의사결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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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중학습한다. 공식기관으로부터 발급되는 인증서를 득하는 졸업인증 수업이다.

21009885 디지털커뮤니케이션과프레젠테이션(Digital�Communication�&�Presentation)

MOS와 ICDL Course Program 전문가를 영입하여 기본적인 Office ICT skill을 학습한다. 기초과정 

이수증이 공식기관으로부터 발급되는 졸업인증 수업이다.

21003826 미국과한국(The�U.S.A.� and�Korea)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선택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 발표하도록 한다.

21050281 미국의문화전쟁(American�Cultural�Wars)

오늘날 미국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개체그룹들을 살펴보고, 인종, 성, 종교,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떠한 문화적 대립양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고찰해본다.

21050282 미국형리더십(American� Types� of� Leadership)

미국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리더십의 양상을 정치, 종교, 기업, 스포츠, 사회운동 등 분야별로 고찰해본

다.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미국형 리더십의 본질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한다.

21050193 분쟁과경제(Conflicts� and�Economy)

분쟁과 전쟁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분쟁과 전쟁이 유발하는 재화의 성격과 국내외 산업에의 영향, 

국제금융시스템과 생산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학습한다.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쟁, 중동분쟁 등 대형 전쟁과 국지전 등의 소규모 분쟁이 지닌 경제적 의미와 여파에 대해 학습한다.

21050189 선진국의사회와글로벌시민의식(Advanced�Socio-Cultural�Value�&�Global�Citizenship)

선진국의 대사급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그 국가들이 형성해온 시민의식과 글로벌 전략의 어젠다를 학습

한다. 대상국가는 북미 및 유럽 선진국과 일본 싱가포르를 포함한다.

21050197 성장시장의이해(Understanding�Emerging�Market)

잠재적 성장시장 예측 방법과 사업 활동 영역의 설정 노하우를 득한다. BRICs를 중심으로 Africa 시장

으로의 진출 방향과 전략을 학습한다.

21050199 시장리스크분석기법(Analysis� on�Market� Risk)

국가리스크 분석 수업의 후차수업으로 국가를 시장으로 설정하고 소비자인식, 브랜드 인지도 확산, 사

업 홍보, 관련기관 네트워킹 등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국내진출 초국적기업

의 전문경영인을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21004051 연구방법론:주제언어및인과관계(ResearchMethodology I:KeywordDeduction&Cause-Effect�Module)

국제현상 및 기업관련 사회현상 연구를 위한 방법론 기초과목으로 현상의 골간을 이루는 배경을 설명한 

주제어를 선정하고 이를 인과관계의 설정을 통해 연구설계를 반복 학습하는 과목이다. 전공과목 수학 

이전의 학부기초과목으로 2학기에 개설되는 계량 도구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선수과목으로 

연구과정과 부수적 연구방법들을 동원한 실제 사례연구를 팀 수준에서 수행한다.

21009889 저개발국론(Understanding� Less-Developed�&�Developing�Countries)

국가능력(national capacity)의 부족으로 성숙한 국가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저발전 국가들의 국가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수업이다. 국가-국내자본-국외자본이라는 삼자동맹 모델을 활용하여 개별 저개발국

의 국가성격을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학습한다. 필요에 따라 집중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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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시점에서는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심화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다. 

21050191 정보화기술과국제개발(ICT� for�Development)

국제개발의 첨단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화기술의 사회경제적 적용의 범위와 범용성에 대해 이

해하고, 국제기구의 ICT 활용을 통한 국제개발 어젠다를 사례발굴을 통해 학습한다. 특히 한국의 대외원

조전략에서 ICT활용을 통한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구상하고 발표하는 학습을 위주로 운영한

다.

21050190 지속성장과기업의사회적책임(Sustainable Development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유엔 글로벌컴팩트의 등장처럼 글로벌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참여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있다.

기업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반필수요건들을체크하고private-publicpartnership scheme에서 새로

이 등장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핵심구도를 이해하는 수업이다.

21004055 지정학과지경학(Geo-Politics�&�Geo-Economics)

글로벌사회를 정치경제학적 분석시각을 통해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수업이다. 군사력, 인구, 영

토, 자원 등의 물리적 요인과 금융, 환율, 교역 등 상업적요인이각기지배하는지정학적 지역과 지경학

적 지역을 별도 분석하여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퍼즐링 수업이다

2100406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Integrated�Marketing�&�Communication)

기관의 마케팅과 고객 혹은 상대기관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종사기관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고객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운다. 특히 Northwestern대학 Kellog 

School의 IMC 전략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21050200 투자가관리기법(Investor� Relations)

투자가 및 스폰서에 대한 상시적 관리기법을 학습하는 수업이다. 로드쇼 기획 등과 관련된 행사기획능

력과 어젠다 설정 등을 기초로 하여 온라인상의 상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노하우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득한다.

21010053 한국대외관계사(History� of�Korea's� External� Relations)

이 과목은 1948년 건국 이후 일어난 주요 외교적 사건은 적절한 외교정책, 국제관계 이론을 통해 분석

하는 수업이다. 주요 국제적 사건으로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파병, 한일외교정상화, 북방정책, 핵폐기, 

서울 올림픽 및 월드컵 개최, 지역주의 정책, 국제기구 정책 등이다.

21050187 해외기관인턴십:경력개발단계(Internship�Abroad� for�Career�Development)

해외기관 인턴십: 진로 탐색 단계/전공 및 진로 설정 재상담 결과에 근거하여 적정한 해외 인턴십 기관

을 선정하고, 파견된 기관에서 실제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평점은 현장 실습 결과에 따라 부여

된다.

21050188 해외기관인턴십:역량고도화단계(Internship�Abroad� for�Advanced�Capacity� Building)

해외기관 인턴십: 역량 향상 단계/전공 및 진로 설정 재상담 결과에 근거하여 적정한 해외 인턴십 기관

을 선정하고, 파견된 기관에서 실제 업무에 향상된 지식과 스킬을 습득한다. 평점은 현장 실습 결과에 

따라 부여된다.

21050186 해외기관인턴십:역량향상단계(Internship�Abroad� for�Capacity� Building)

해외기관 인턴십: 경력 개발 단계/전공 및 진로 설정 재상담 결과에 근거하여 적정한 해외 인턴십 기관

을 선정하고, 파견된 기관에서 실제 업무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습득한다. 평점은 현장 실습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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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9894 창업마케팅 3 2 1

〃 21004051 연구방법론:주제언어및인과관계★ 3 3 0 글로벌협력전공

〃 21050205 창업자금조달및관리 3 3 0

나 21050201 국내기업인턴십:진로탐색단계 2 0 2

2학기

가 21004058 앙트러프러너십개론 3 0 3

〃 21004057 연구방법론:과학적계량분석방법 3 2 1

〃 21004059 창업과지식재산전략 3 0 3

나 21050203 국내기업인턴십:경력개발단계 2 0 2

전공선택 1학기

가 21004063 글로벌기업환경 3 3 0

〃 21009893 지적재산과국제관계 3 3 0

〃 21004064 창의적사고와조직리더십 3 3 0

나 21009895 사회적기업창업및경영 3 1 2

따라 부여된다.

21050184 해외기관인턴십:진로탐색단계(Internship�Abroad� for�Career� Planning)

전공 및 진로 설정 상담 결과에 근거하여 적정한 해외인턴십 기관을 선정하고, 파견된 기관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점은 현장 실습 결과에 따라 부여된다.

21050198 현대미국의국제관계(American�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1898)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이후부터 제1, 2차 세계대전, 냉전, 탈냉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제관계가 어

떻게 변모하고 전개되어왔는지 살펴본다. 특히 외교정책의 변화 뿐 아니라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국

인의 개혁정서의 면모를 고찰한다.

/앙트러프러너십전공/

〈교육목적〉

  앙트러프러너십 전공에서는 기업가적 사고와 혁신적 발상을 제고하는 교육을 통해 실제 창업이 가능한 글로벌 경영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전공에서는 졸업 후 실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한 창업이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의 신사업 기획 부서에서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기획 능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철학적 교육목적으로 한다. 특히 여성 특유의 감성과 휴머니즘에 기반한 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전략 수립 능력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며, 실제 창업자들의 경험을 간접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재학 중 전공수업

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졸업시점에 일본어 혹은 중국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다중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앙트러프러너십전공 16 21 37�이상 22 32 54�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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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1학기

〃 21009896 신서비스창출전략 3 2 1

〃 21050212 앙트러프러너십특강 3 0 3

〃 21004062 창업전략툴 3 3 0

다 21050206 글로벌화와앙트러프러너십 3 2 1

〃 21050213 창업의유형과전략 3 3 0

〃 21050207 프랜차이징 3 2 1

〃 21050202 해외기업인턴십:역량향상단계 2 0 2

2학기

가 21004060 신제품개발전략 3 2 1

〃 21004061 창업관련제도및정책 3 3 0

〃 21004069 창업사례분석 3 1 2

나 21050210 문제해결방법 3 3 0

〃 21050211 창업워크샵 3 0 3

다 21050283 변화관리 3 3 0

〃 21050204 해외기업인턴십:역량고도화단계 2 0 2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50203 국내기업인턴십:경력개발단계(Internship in�DomesticCompany forCareer�Development)

실제 국내의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습득하고, 인턴십 이수 결과에 따

라 학점이 부여된다.

21050201 국내기업인턴십:진로탐색단계(Internship� in�Domestic�Company� for�Career�Planning)

실제 국내의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습득하면서, 선택한 분야에 대한 

본인의 적성과의 연계성을 스스로 파악한다. 인턴십 이수 결과에 따라 학점이 부여된다.

21004063 글로벌기업환경(World�Business�Environment)

오늘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기

업들은 글로벌화 된 환경 하에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업경

영을 둘러싼 이슈 및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제공하여, 성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1050206 글로벌화와앙트러프러너십(Globalization�&�Entrepreneurship)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이며,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창

업을 선택하고, 확장 전략을 수립할 때에도 글로벌화에 대한 마인드가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창업 

초기 단계 및 확장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21050210 문제해결방법(Problem-Solving� Tools)

창업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진단하는 한편, 해결 방향

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과 위험 분석, 실행 

전략 창출 등을 다룬다. 

21050283 변화관리(Transition�Management)

기업이 설립되고 성장 과정을 거쳐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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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가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창업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 후,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의 변화 과정의 관리 방법에 대해 다룬다.

21009895 사회적기업창업및경영(Creation�and�Management�of�Social� Enterprise)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이론 및 실무적 지식을 전달한다. 또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사업화 하여 

발표한다.

21009896 신서비스창출전략(New�Service�Creation� Strategy)

서비스와 제품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체화된 지식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차이를 지닌다. 본 강좌에서는 

서비스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부터 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21004060 신제품개발전략(New�Product�Development� Strategy)

모든 제품에는 수명주기가 존재하며, 기업은 지속적으로 신제품 및 신서비스를 창출하지 않으면 결국에

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만다. 따라서 적절한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강좌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및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한다. 

21004058 앙트러프러너십개론(Entreneurship�&�New�Ventures)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 및 ‘원리’들에 대해 논의

한다. 특히 벤처기업 등 지식 기반의 기업들의 창업에 대해 다룬다. 

21050212 앙트러프러너십특강(Special� Lecture�on�Entrepreneurship)

실제 창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국내외 창업자들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한다.

21004057 연구방법론:과학적계량분석방법(ResearchMethodology II:Scientific�Numerical�Research�Method)

기본적인 통계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접하는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1009893 지적재산과국제관계(Intellectual�Property�&� International� Relations)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FTA 등 국가간 자유무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지식재산

의 보호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국가간 이슈가 발생할 전망이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세계지

적재산권기구(WIPO)‘의 역할, WTO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 등 최신의 이슈에 대해 논의 한다.

21004059 창업과지식재산전략(Entrepreneurs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며, 부가가치 창출

을 위한 노하우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기본 개념 및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21004061 창업관련제도및정책(Law�and�Policy� in�Entrepreneurship)

정부의 창업 촉진 및 지원 정책은 벤처 기업의 탄생 및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창업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09894 창업마케팅(Entrepreneurial�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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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단계에서는 광고·홍보를 할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품·서비스에 대한 브랜

드 인지도도 가지고 있지 않아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다룬다.

21004069 창업사례분석(Venture�Case�Analysis)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 및 방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본 강좌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에서 

창업을 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미래를 창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1050211 창업워크샵(Entrpreneurial�Workshop)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실제로 발표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한다. 모의 창업이지만 가능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향후에 직접 

창업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050213 창업의유형과전략(Options� and�Alternatives� for�Entrepreneurial� Business)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창업을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인수 및 합병에 의해 새로운 기업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한 기업으로부

터 투자회수를 하는 방법과, 기업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철수 전략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한다.

21050205 창업자금조달및관리(Funding�and� Financial�Management� in� Entrepreneurship)

창업 초기단계의 자금관리는 기업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강좌는 창업을 위한 

자금의 준비에서부터 초기 단계에서의 자금 관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21004062 창업전략툴(Entrepreneurial� Tools)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진단, 추정재무제표 작성, 사업 제안서 작성, 사업계획서 포맷

에 대한 이해,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 프레젠테이션 방법, 임금, 세금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창업을 둘러싼 기본적인 툴들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학습한다. 

21004064 창의적사고와조직리더십(Creative�Thinking�&�Organizational� Leadership)

기업, 국가기관, 국제기구 등 제반 사회적 조직체의 직무수행과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서 필히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자기맞춤형 리더십을 모색하는 수업이다. 일반비즈니스, 국정업무, 국제업

무 등의 수행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소양을 배양하고 사회인으로써 지녀야 할 창의적 사고능력

에 기반한 의사설정 노하우를 득한다.

21050207 프랜차이징(Franchising)

프랜차이징은 서비스 창업을 시작할 때 뿐 아니라 본인이 창업한 기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프랜차이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실제 프랜

차이즈 전략을 수립해 본다.

21050204 해외기업인턴십:역량고도화단계(Internship in Multinational Corporation for AdvancedCapacity�Builing)

실제 국내외 다국적기업 등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습득하고, 인턴십 이수 결과에 따라 학점이 부여된다.

21050202 해외기업인턴십:역량향상단계(Internship� in�Multinational�Corporation� for�Capacity� Building)

실제 국내외 다국적기업 등의 현장에서 실제 업무에 필요한 스킬을 습득하고, 인턴십 이수 결과에 따라 

학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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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전학기

〃 21000076 영어학입문 3 3 0

가 21003237 번역입문 3 3 0

〃 21000091 영미문학입문 3 3 0

1학기 1학년 21003509 통합영어 3 3 0

2학기 〃 21003510 심층영어 3 3 0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0039 영문법 3 3 0

〃 21000065 영미문학배경의이해 3 3 0

가 21003360 대중매체와문화읽기 3 3 0

〃 21002555 미문학사 3 3 0

〃 21003359 연극을통한영어연습 3 3 0

〃 21009853 영문학과치유 3 3 0

〃 21000066 영미아동문학 3 3 0

〃 21009854 영어교육론 3 3 0

〃 21003645 영어능력과자기개발 3 3 0

〃 21050284 영어동화교육 3 3 0

〃 21000054 영어음운론 3 3 0

〃 21000070 현대영미소설 3 3 0

나 21009992 논리및논술(영어) 3 3 0

〃 21003647 로컬리제이션번역의이해 3 3 0

〃 21003447 리더십과리더십 3 3 0

〃 21003646 멀티미디어번역 I 3 3 0

/영/어/영/문/학/부/

〈교육목적〉

  영어영문학전공의 교육목적은 리더십을 갖춘 세계인으로서 문화와 언어, 그리고 학문과 예술적 소양을 겸비한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들의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목표〉

1. 인간정신의 고귀함을 인식하고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며 학문과 예술의 교류를 통해 인류 공동체가 나아

갈 길을 선도하는 세계인을 육성한다.

2. 세계인이 되고, 영어학과 영미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소양인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 영어학과 영미문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지성인을 배출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영어영문학 16 21 37�이상 15 36 51�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440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440 -

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 21000064 사랑과문학적상상력 3 3 0

전공선택

1학기

〃 21000068 알레고리와풍자문학 3 3 0

〃 21003652 영미산문과세상읽기 3 3 0

〃 21001717 영미희곡의이해 3 3 0

〃 21003240 영미SF·판타지문학 3 3 0

〃 21003778 영상번역 I 3 3 0

〃 21002789 영어의시작과변화 3 3 0

〃 21003649 영어토론과주제연구 3 3 0

〃 21003648 영한번역실습 3 3 0

〃 21000071 현대영미시 3 3 0

다 21003651 문학번역 3 3 0

〃 21003241 미국소수자문학 3 3 0

〃 21000055 언어습득론 3 3 0

〃 21003372 언어학습과지도의실제 3 3 0

〃 21003239 영미문학비평이론 3 3 0

〃 21002785 영미문학작가론 3 3 0

〃 21003777 영어권문학과환경 3 3 0

〃 21000072 우리시대의문화읽기 3 3 0

2학기

가 21000061 고급영어회화및작문 3 3 0

〃 21000073 낭만주의 3 3 0

〃 21003362 세계화시대의영어 3 3 0

〃 21002554 영문학사 3 3 0

〃 21000060 영미여성문학전통 3 3 0

〃 21003780 영어학습모형의활용 3 3 0

〃 21000079 영어형태론의이해 3 3 0

〃 21003446 전래동화와 양성주의 리더십 3 3 0

〃 21003243 통역입문 3 3 0

나 21003367 로컬리제이션번역실습 3 3 0

〃 21000067 리얼리즘 3 3 0

〃 21003368 멀티미디어번역 II 3 3 0

〃 21002786 문학,영상,사이버 3 3 0

〃 21000069 문학과공연예술 3 3 0

〃 21003366 문학비평사 3 3 0

〃 21003245 영국문화비평의이해 3 3 0

〃 21000058 영문학특강 3 3 0

〃 21003246 영상번역 II 3 3 0

〃 21003779 영어권에세이산책 3 3 0

〃 21002790 영어문장구조의이해 3 3 0

〃 21003242 영어와문화간의사소통 3 3 0

〃 21000063 중세르네상스영문학 3 3 0

〃 21002784 탈식민주의와페미니즘 3 3 0

〃 21003650 한영번역실습 3 3 0

다 21000074 미국르네상스문학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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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 21003374 미국베스트셀러읽기 3 3 0

전공선택 2학기

〃 21000075 번역의이론과실제 3 3 0

〃 21000047 세익스피어 3 3 0

〃 21003889 영미대중서사연구 3 3 0

〃 21010036 영어교수법 3 3 0

〃 21004023 영어능력평가의실제 3 3 0

〃 21000080 응용언어학 3 3 0

〃 21003373 지구화시대의세계문학 3 3 0

〃 21000062 포스트모더니즘 3 3 0

<영어영문학부�세부전공�인정교과목�및�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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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 영미문학전공 영어학전공 통번역전공

이수학점 12학점 12학점 12학점

인정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21000065 영미문학배경의이해 21000039 영문법 21003647 로컬리제이션번역의이해
21003360 대중매체와문화읽기 21009854 영어교육론 21003646 멀티미디어번역
21002555 미문학사  21003645 영어능력과자기개발 21003778 영상번역 I
21003359 연극을통한영어연습  21000054 영어음운론 21003648 영한번역실습
21009853 영문학과치유  21009992 논리및논술(영어) 21003243 통역입문
21000066 영미아동문학 21002789 영어의시작과변화 21003367 로컬리제이션번역실습
21000070 현대영미소설  21003649 영어토론과주제연구 21003368 멀티미디어번역Ⅱ  
21003447 리더십과리더십   21000071 현대영미시 21003246 영상번역 II 
21000064 사랑과문학적상상력 21003651 문학번역 21003650 한영번역실습 　 
21000068 알레고리와풍자문학 21000055 언어습득론 21000075 번역의이론과실제 　 
21003652 영미산문과세상읽기 21003372 언어학습과지도의실제
21003240 영미SF․판타지문학 21000061 고급영어회화및작문  
21003241 미국소수자문학 21000073 낭만주의 　
21003239 영미문학비평이론 21003362 세계화시대의영어  
21002785 영미문학작가론 21003780 영어학습모형의활용
21001717 영미희곡의이해 21000079 영어형태론의이해
21003777 영어권문학과환경 21002790 영어문장구조의이해
21000072 우리시대의문화읽기 21003242 영어와문화간의사소통
21002554 영문학사 21010036 영어교수법
21000060 영미여성문학전통 21004023 영어능력평가의실제
21003446 전래동화와양성주의리더십 21000080 응용언어학
21000067 리얼리즘
21002786 문학,영상,사이버
21003366 문학비평사
21003245 영국문화비평의이해
21000058 영문학특강
21003779 영어권에세이산책
21000063 중세르네상스영문학
21002784 탈식민주의와페미니즘
21000069 문학과공연예술
21000074 미국르네상스문학
21003374 미국베스트셀러읽기
21000047 세익스피어
21003889 영미대중서사연구
21003373 지구화시대의세계문학
21000062 포스트모더니즘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0061 고급영어회화및작문(Advanced�English� Speaking� and�Writing)

수준급의 영어 구두발표력을 훈련하고 전공영역의 지식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강의 및 토론, 주제발표, 글쓰기를 통하여 학문의 기능적 기초과정을 세운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하며 특히 영어 speech rhetorical writing에 중점을 둔다.

21000073 낭만주의(Romanticism)

19세기 영국낭만주의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들 Blake, Byron

Wordsworth, Coleridge, Shelly, Keats의 시와 산문을 읽으면서 낭만주의가 18세기를 어떻게 수

정 혹은 보완하는가를 본다.

21009992 논리및논술(영어)(Logic� and�Writing� for�English)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443

- 443 -

영어의 문장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영어텍스트를 분석한다. 영어의 구조적, 인지

적 논리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인 영어논술기법을 연구, 개발한다.

21003360 대중매체와문화읽기(Mass�Media� and�Culture)

영어권에서 제작된 영화, TV 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토론 중심의 과목으로, 영어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다문

화사회에서 서로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어 언어능력도 함께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003367 로컬리제이션번역실습(Localization� Practice)

다양한 범주의 텍스트를 직접 번역해 본다. 특히 소프트웨어 번역 등 IT 분야의 기술번역에서 

주의해야 할 문장 스타일이나 코드, 태그 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번역툴을 이용하

여 번역하는 실습도 포함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률, 게임, 영상, 웹사이트 등 다양한 분야

에 대한 번역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번역사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초청강사를 통한 실무

프레젠테이션 시간도 마련된다.

21003647 로컬리제이션번역의이해(Introduction� to� Localization)

로컬리제이션 업계 소개와 소프트웨어 로컬리제이션에 대한 개념 및 IT 번역에 필요한 툴 소개 

등을 다루고 기술번역시 유의해야 할 문장 스타일, 한글 맞춤법 등에 대해 공부한다. 초청강사

를 통한 실무 프리젠테이션 시간도 마련된다.

21003447 리더십과리더십(Leadership�and�Readership)

이 과목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글읽기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개설

되었다. 

21000067 리얼리즘(Realism)

18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19세기 중반에 완성된 영국 리얼리즘 소설의 전통을 Defoe, Austin, 

Dickens, Bronte 등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당시의 소설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반영하는가를 연구한다.

21003646 멀티미디어번역� I(Multimedia�Translation� I)

세계화는 인터넷 및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화 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인터넷 동영상, 플레쉬, 

동영상 홍보물 및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자료의 번역을 연습하도록 한다.

21003368 멀티미디어번역� II(Multimedia� Translation� II)

멀티미디어 번역에 대한 고급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전문적인 멀티미디어 자료들의 번역을 연습하도록 하면서, 실제 현장경험을 쌓도록 한다. 

21002786 문학,영상,사이버(Literature,� Film,� and�Cyber)

활자, 영상, 컴퓨터 등의 매체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문학과 예술의 최

근 추이와 경향을 살핀다. 전통적인 문학작품뿐 아니라 tv, 영화, 시나리오, 그리고 하이퍼텍스

트 문학과 컴퓨터 판타지를 비롯한 사이버문학, 컴퓨터게임 등을 선별하여 다룸으로써 각 매체

의 특징과 상관관계, 서사문학의 변화, 각매체가 반영하는 사회, 문화적 주제들을 고찰한다.

21000069 문학과공연예술(Literature� i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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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초에 영문과 연극부에서 공연하는 작품을 포함해서 King - Lear, Jane Eyre, 

M.Butterfly 등과 같이 영화화된 고전 및 현대 영미문학작품들을 읽고 극연출가와 영화제작자들

이 편집하고 드러내며 왜곡시키고 해석하는 정치성, 예술성을 분석한다.

21003651 문학번역(Literary� Translation)

문학 텍스트 번역의 고유한 특징과 역할 및 문학번역 방법론을 학습하고, 출발어문학 텍스트와 

이미 출판된 도착어 번역 텍스트들을 상호 비교, 분석하면서 문학번역의 성격과 방향을 살펴본

다. 또한 수업 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문학 텍스트 번역 연습을 통해 문학번역 능력 향상을 목적

으로 한다. 

21003366 문학비평사(History� of� Literary�Criticism)

문학비평사는 그리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비평텍스트와 문화운동의 역사를 개

관하면서 다양한 비평이론과 실천을 탐구한다. 서구문화전통에 핵심적인 정치적이고 철학적 담

론을 연구함으로 영미문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21000074 미국르네상스문학(American�Renaissance)

미국 근대문학의 개화기인 1850년대 전후를 중심으로 19세기 미국문학의 다양한 대표작들을 

읽고 아울러 당시의 미국 사회와 문학사에서의 정전(cannon)의 문제 등을 살펴본다.

21003374 미국베스트셀러읽기(Reading�American�Bestsellers)

최근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에 영어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매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

트셀러 작품들 가운데 엄선해서 읽고 토론하는 토론 중심의 수업이다.

21003241 미국소수자문학(Minority� Literature� in� The�United� States)

이 과목은 아시아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국 원주민 등 미국의 소수자들의 문학을 성, 

인종, 계급, 민족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먼저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

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경험을 어떻게 미학적으로 승화시켰는

지를 구체적 작품들을 통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품들을 통해서 영문독해 실력과 글쓰

기 능력,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포함해서 미국 문화의 다문화적 속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1002555 미문학사(History� of�American� Literature)

미문학의 전통을 세운 미 작가들과 시인들의 주요작품들을 포스트모더니스트의 관점에서 살펴

보는 과목이다. Edward Taylor로 시작하여 현재 활약 중인 주요 문인들을 공부한다. 

21000075 번역의이론과실제(Theory�and�Practice� of� Translation)

번역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여 바람직한 번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기존에 출판된 번역물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번역되는 패턴을 연구하고, 번역 연습을 통하여 번역 기본기술을 연마한다. 

조별 과제를 설정하여 실제 번역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여 번역현장 경험을 습득하며, 현

장에서 활동하는 번역사의 초청 강연 등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1003237 번역입문(Introduction� to� Translation)

번역에 대한 기본 개념, 번역의 종류와 번역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안을 학습한다. 번역 목적과 

번역 환경에 따른 상이한 번역 전략과, 언어적 사회적 차이와 조절 방법 숙지하여 상이한 언어 

문화권의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번역물 생산에 기본이 되는 개념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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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을 위한 기본 틀 구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21000064 사랑과문학적상상력(Love�&� Literary� Imagination)

사랑의 여러가지 모습들(남녀의 사랑, 신에 대한 사랑, 동료, 사회국가에 대한 사랑 등)이 어떻

게 르네상스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영문학 작품 안에 표현되었는지 살피고 문

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정신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하고 토론한다.

21003362 세계화시대의영어(English� in� The�Era�of�Globalization)

세계화 시대에서 영어는 Lingua Franca로서 국제사회 의사소통으로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본 과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 문건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국제사회 의사소통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 원어민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21000047 세익스피어(Shakespeare)

세익스피어의 희극·비극 및 사극 중에서 수편을 강독하고, 세익스피어극의 시대적 배경·극장조

건 및 비평 등 세익스피어 연구의 기초 이론을 아울러 강의한다. 

21003510 심층영어(Intensive� English)

영어영문학부 전공 과목 이수에 필요한 심화된 전공 영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과목에

서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 계발에 학습 초점을 맞춘다. 

21000068 알레고리와풍자문학(Allegory�&� Satire)

중세 및 18세기 그리고 현대의 알레고리와 풍자문학 작품들을 다양하게 읽고 분석함으로써 영

문학이 가지는 교훈적이고 비판적인 기능을 연구한다. 또한 이상사회에 대한 인간의 꿈과 현실

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인간의 현실감각이 어떻게 문학작품 안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발전해가

는가를 토론한다. 

21000055 언어습득론(Language�Acquisition)

언어학 이론을 기초연구로 하여 언어습득의 과정과 이론을 규명한다. 언어학 이론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언어와 심리, 그리고 언어학습이론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21003372 언어학습과지도의실제(Practices� in� Language� Learning�and� Teaching)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최근의 제2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과제중심의 언어학습법을 통하여 학습 및 지도방법을 심도

있게 향상시킨다.

21003359 연극을통한영어연습(English� Through�Drama)

연극을 하면서 영어로 말하기와 쓰기를 연습하는 과정이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자연스럽

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영어로 씌어진 각본을 외워서 공연한다. 그리고 주변에

서 일어나는 상황을 영어로 극화하고 동서양의 전래동화를 각색하여 공연한다.

21003245 영국문화비평의이해(Understanding�British�Cultural�Criticism)

문화비평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문화비평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문화비평이 가지는 다

양한 영역과 견해들을 검토함으로써 문화비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학생들은 영국문화 비평 

에 친숙해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현상에 대한 비평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21000039 영문법(English�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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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법을 기초로 영어구조 분석법을 지도하여 현대문법의 토대를 세운다. 영어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고 문법적 지식과 실제를 통합하는 언어능력을 훈련한다. 영어문법을 교과서와 실제 상황

에서 동시에 분석하고 언어지식의 실체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21009853 영문학과치유(English� Literature� and� Theraphy)

영문학 작품을 작가와 독자의 치유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작가의 관점에서는 글을 쓰는 행

위를 통해, 독자의 관점에서는 읽는 행위를 통해, 문학 연구와 향유가 치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본다.

21002554 영문학사(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이 과목은 영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영문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주고, 동시에 영어 

청취와 독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앵글로 색슨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 소설, 드라마, 산문, 비평 등의 모든 영문학 분야를 개관한다. 수업(과제물, 발표 포함)은

 영어로 진행하며 수업 중의 모든 의사 표시도 영어로 하기를 권장한다. 

21000058 영문학특강(Special� Topics� in� English� Literature)

영미문학의 주제적 특성을 선택하여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시대별로 선택하여 읽는

다. 예를 들면 사랑, 풍자, 모험, 자연, 상상력과 사회, 종교와 덕목 등 강의에 따라 주제를 정하

여 작품을 읽으면서 한 주제가 어떻게 시대적 특성에 따라 혹은 작가에 따라 작품화되는가를 

보면서 영미문학의 전통적 흐름을 이해한다.

21003889 영미대중서사연구(Studies� in� British� and�American�Popular�Narratives)

영미 대중서사의 이론과 실제 분석을 통해  대중 서사와 문학 장르간의 소통 가능성 을 탐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고급문화‘로 규정되어 왔던 문학과 ’저급‘ 문화로 규정되어 왔던 대

중 서사 사이의 연속성, 동질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두 문화 사이의 단절이 가져왔던 문화적 

고립을 생산적으로 극복함으로써 대중 서사의 잠재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또한 영미권의 영상 미디어를 감상하고 분석하고, 중요장면들을 반복 학습하고,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한 영어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영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21000065 영미문학배경의이해(Feminist� Readings�of�The�Background�of� English� Literature)

개인이나 민족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에 있어서도 그 근원적인 뿌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

은 문학연구의 견고한 기초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영미문학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거

대한 두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정신을 대표하는 성서와 희랍신화를 통해 그들의 

세계관, 역사관, 인간관 등을 배우게 된다. 또한 서양문화와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21세기

를 살아갈 한국여성인 우리들과 갖는 관계성 모색을 위해 페미니스트 관점의 연구를 하게 된다.

21003239 영미문학비평이론(Literary�Theory� and�Criticism)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모더니즘, 후기모더니즘, 심리주의, 여성주의, 마르크시즘, 탈식민주의 

등 문학이론을 간략하게 연구함으로써 이들 이론이 갖는 다양한 세계관과 정치성 및 문제의식

들을 습득한다. 더 나아가 습득된 이론을 토대로 실제 문학을 어떻게 분석하고 비평할 것인가를 

토론한다.

21000091 영미문학입문(Understanding�British�&�American� Literature)

영미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각 분야와 형태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읽고 토의함으로써 영미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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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상과 구조를 이해한다. 처음 영미문학을 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다양한 문학용어를 소개하며 영미문학에 친숙해 지도록 지도한다.

21002785 영미문학작가론(Major� British� and�American�Writers)

영미문학의 대표적 작가의 작품과 생애를 통해서 그 작가가 속해 있던 영미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서, 세익스피어, 밀턴, 오스틴, 워즈워드, 디킨즈, 하디, 콘라드, 조

이스, 로렌스, 예이츠, 버지니아 울프 등의 영국 작가들과 에머슨, 호손, 멜빌, 휘트만, 디킨슨, 

트웨인, 제임스, 포크너, 피츠제랄드, 헤밍웨이, 워튼, 라이트, 핀천, 토니 모리슨 등의 미국작가

들을 다룰 것이다.

21003652 영미산문과세상읽기(Readings� in� English�Prose� and�World� Perspective)

영미산문과 세상 읽기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세상을 읽는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예술

적, 문학적 시각을 탐색하여, 에세이, 픽션, 논픽션, 기사 등의 산물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산문을 폭넓게 읽음으로 전지구화시대를 살아가야하는 우리에게 비판적이

고 명석한 세계관을 습득케 한다.

21000066 영미아동문학(English�Children's� Literature)

영미아동문학은 유년기 때부터의 영어학습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21

세기 들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대학에서도 정식 교과목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절감하

여 개설된 과목이다. 영미아동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읽으면서 아동문학에 담긴 아동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의미들을 공부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아동문학에 대한 사회적 

통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아동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본다.   

21000060 영미여성문학전통(Tradition�of� Eng.�&�Ameri.� Literature�by�Women)

 Virginia Woolf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만의 독특한 향기를 

지닌 문학작품을 감상함과 아울러 최근에 새롭게 정립된 여성 문학의 전통을 개관한다. 

21001717 영미희곡의이해(Introduction� to� English�Drama)

영미희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미연극의 전통을 시대적으로 고찰한다. 고대 

그리이스 시대의 연극을 포함하여 영국, 미국의 20세기 극작품들을 섭렵한다.

21003240 영미SF·판타지문학(British�and�American� SF� and� Fantasy� Literature)

사이버 및 인쇄매체를 통한 영미 공상과학 및 환타지 문학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인류의 상상력

이 가지는 가능성과 현대사회의 상관관계, 그리고 문학과 과학의 접점을 찾아본다. 하이퍼텍스

트 문학, 컴퓨터 환타지, 그리고 게임 등을 대상으로 인간과 사회, 문화와 매체의 상관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21003778 영상번역� I(Film�&�Drama�Translation� I)

영상번역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고, 영화와 드라마의 자막과 더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과정을 함께 분석하고 실습함으로써 영상물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학생들의 어학

적, 문학적 감각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003246 영상번역� II(Film�&�Drama�Translation� II)

 <영상번역1>에 이어서, 영화와 드라마의 자막과 더빙의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과정을 함께 분석하고 실습함으로써 영상물 번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들의 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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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감각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영화와 드라마의 영어번역도 연습하도록 한다.

21010036 영어교수법(Teaching�of�English� as�A�Foreign� Language)

생성문법의 표준이론 이후 발표된 주요 문법이론들을 조망한다. 이를 토대로하여 개별 이론에 

대하여 심리적 실재성을 점검하고 언어습득과정과 연계된 영어교수법 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

한다.

21009854 영어교육론(Teaching�Models� of� English)

영어 교과교육의 목표, 교과교육의 내용, 지도방법 등 교과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21003777 영어권문학과환경(Environment� and� Literature� in� English)

자연을 주제로 한 영어권 문학작품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영어권 문학의 고전에서부

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다룬 시, 단편소설, 산문을 작품이 쓰인 당대의 자연에 대한 

관심과 현대의 생태학적 관점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재해석하여 생태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1003779 영어권에세이산책(Essay� in�English)

영어권에서 발표된 에세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강독한다. 철학, 역사, 심리학, 정치학, 동물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영어로 쓰여진 우리시대 최고의 에세이를 선정하여 영어독해 능력 뿐 

아니라 균형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003645 영어능력과자기개발(English� Proficiency�and� Self� Leadership)

세계어로서의 영어, 문화 간 의사소통도구로서의 영어능력을 함양하여 21세기의 전문인 및 리

더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시야를 

확대하게 되며 새로운 생각과 비전, 행동양식을 개발하게 되며 리더로 성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1004023 영어능력평가의실제(Principles� and�Practices� in� Language�Assessment)

영어능력평가의 원리 및 과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평가 문항을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  

평가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동시에 습득한다. 한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영어 평

가 도구들을 분석하며 그 도구들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 원리와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해 살핀다.

21050284 영어동화교육(Teaching�English�Children's� Stories)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영미아동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목표로 한

다. 영어동화교육의 심리적 영향을 고찰하고 생각하는 한편, 영미아동문학작품 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모색과 실습을 통해 영어동화 교육의 실제 경험을 목적으로 한다.  

21002790 영어문장구조의이해(English� Syntax)

생성문법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어구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영어구문의 생성과정과 문법성

을 규명한다. 유한수의 구문생성 규칙으로 무한수의 새로운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영어통

사 규칙의 최근 이론을 분석한다. 

21003242 영어와문화간의사소통(English� and� Intercultural�Communication)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다국가간 의사소통에서 국제어로서의 영

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서 

타문화를 바라보는 비판적, 사회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영어 학습자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즉, 자신의 시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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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효과적인 문화간 의사소통이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21000054 영어음운론(English�Phonology)

주로 조음음성학적 방법으로 영어 음성의 생리적 물리적 특성을 고찰하고, 나아가 영어음성의 

체계와 상호관계 및 그 기능을 살펴본다. 

21002789 영어의시작과변화(History� of� English� Language)

고대 영어에서 현대 영어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 과정을 개관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의 

통사, 형태, 음운, 어휘 등 여러 영역의 지식을 얻어 영어에 대한 이해와 실용성을 도모한다.

21003649 영어토론과주제연구(English�Debate� and�Research)

영어능력 중에서 특히 토론능력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제공되는 것이다. 대학생이상의 성인으로

서 다루어야 하는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을 실습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논리적인 사고과 분석적 능력을 갖춤 호소력 있는 토론자가 되는 데 필수적인 주제연구능

력을 함양한다. 

21003780 영어학습모형의활용(Practices� in� English� Language� Learning�Models)

다양한 영어학습모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이러한 영어학습모형을 실제 언어상황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연습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독립적이고 평생학습자로의 능력을 키

우게 되어 자신의 연령과 인지능력에 알맞은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영어사용자가 된다. 

21000076 영어학입문(Introduction� to�English� Language)

영어학의 기초영역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을 토론하여 인간

언어의 질서 정연한 원리를 발견한다. 복잡한 영어문법의 얼개속에 숨어있는 규칙의 조화를 파

악하며 영어가 지닌 언어의 매력을 파악한다.

21000079 영어형태론의이해(English�Morphology)

영어의 형태, 특히 단어구조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고능력을 규명한

다. 영어가 갖는 고유의 의미구조를 구조적, 인지적 이론의 틀에서 분석하고 언어의 논리를 규명

한다.

21003648 영한번역실습(English-Korean� Translation�Practice)

영어와 한국어의 용법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한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

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번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텍스

트의 분석능력과, 정확하고 논리적인 한국어 사용능력을 계발하도록 한다.

21000072 우리시대의문화읽기(Cultural� Studies� in�Our� Time)

문화, 이데올로기, 주체의 형성 등에 관한 문화연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을 포함한 우리시대

의 다양한 문화형식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21000080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

언어학을 기초로 한 학제간의 응용영역을 규명하고 언어학에서 제2언어 학습과 교수, 교육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이론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통합적 연구를 시도한다. 언어학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접학문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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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446 전래동화와�양성주의�리더십(Fairy� Tales� and�Androgynous� Leadership)

이 과목은 ‘영미아동문학’을 근간으로 하여, 영미아동문학에 나타난 여러 주제에 대하여 배우고 

토론하는 심화 과목으로서, 특히 전래동화에 나타난 심리적, 문화적 상징과 원형들을 배우면서 

양성주의적 리더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순하고 흥미로운 

전래동화에 숨겨져 있는 깊은 상징과 원형을 이해하는 동시에 토론과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자

연스럽게 양성주의 리더십의 원리를 익히며, 참된 리더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21000063 중세르네상스영문학(Medieval� and�Renaissance� English� Literature)

Chaucer, Spenser, Shakespeare, Jonson, Donne, Milton 등 중세 및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가

들의 시와 드라마를 읽고 토론하여 중세와 르네상스의 시대사조와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시대와 비교 분석한다.

21003373 지구화시대의세계문학(World� Literature� in�An�Age�of�Globalization)

최근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소위 '전지구화'에 관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학

제적 논의를 통해 현 시대의 변화를 조망하고, 전지구화 시대의 문화적 다원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계 문학 및 그것의 새로운 모형, 다문화적 차이와 교차의 맥락 속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의 가능성등을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통해 살핀다. 대상이 되는 작품에는 영어로 쓰인 작품, 한국

문학 및 비영어권 문학의 번역본 등이 포함된다.

21002784 탈식민주의와페미니즘(Postcolonialism�and� Feminism)

서구 제국주의와 남성 가부장제의 폭력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억압구조로 이해하는데서 출발한

다. 그리고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형성과정과 개념을 이해하고, 영어권 문학에서 가장 대표

적인 탈식민 페미니스트 텍스트를 통해 두 이론의 대화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과 작품의 이해가 이 21세기 전지구적 상황과 우리 민족 문화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21003243 통역입문(Introduction� to� Interpretation)

영한, 한영 통역의 기본개념 및 기초기술을 익히게 한다.특히, 출발어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

는 능력과 이를 도착어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다. 본 과목의 최대 목적은 

출발어로 표현된 의미를 파악, 분석, 전환하고, 의미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구성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텍스트의 이와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연사의 발언 내용을 

경청하고, 반복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기술은 능동적 청취력 과 집

중력이며, 이 외에 회상(recall)을 위해 유용한 노트테이킹 기법, 기억력 신장 훈련, 추상화 및 상

징화 기법 등도 소개된다. 학기말에는 순차통역 이외의 통역 종류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21003509 통합영어(Integrated�English)

영어영문학부 전공 학생이 갖추어야 할 수준의 영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학

습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영어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

21000062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1960년대부터 미국소설을 비롯한 문화전반에서 대두되어 온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경향들, 즉 

문학과 대중문화, 비평이론의 쟁점, 문학정전(cannon)의 재고, 다문화적 문학담론의 부상, 리

얼리즘 및 모더니즘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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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21003650 한영번역실습(Korean-English� Translation�Practice)

한국어와 영어의 용법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영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

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번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화

의 세계화라는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의 영어번역에 주안점을 둔다.

21000070 현대영미소설(Modern�British�&�American�Fiction)

19세기 말에서 최근에 이르는 대표적인 영미소설가들의 작품을 읽고 분석하면서 20세기 현대

소설의 주요 사조와 소설론, 그리고 영미 문화를 살펴본다.

21000071 현대영미시(Modern�British�&�American�Poetry)

20세기의 이미지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들을 선택하여 텍스트를 꼼꼼히 

읽으면서 영미시의 형태적, 주제적 특성을 공부한다. Yeats, Eliot, Stevens, Plath, Atwood, 

John Yau 등 1980년대 이후 시인을 선택하여 읽는다.

/테슬(TESL)전공/

〈교육목적〉

  TESL전공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영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것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인간 본변의 특성과 자질을 구현하는 시각과 

철학을 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과 인류문명을 가능하게 해온 개인 및 집단간 의사소통의 

역사적 배경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사회, 아시아권, 비영어권의 영어학습과 사용, 교수에 진일보한 이론과 교수법, 평가

양식을 제시하고 실혐함으로써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지평을 진일보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TESL전공자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1. 의사소통에 연관된 개인, 사회, 역사적 요인과 배경을 이해하고 통찰하기 위한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른다.

2. 다문화, 다언어시대로 이행되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과 국내외의 변화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문화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어와 영어를 습득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3. 영어교육의 세부영역 및 관련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테슬(TESL)전공 16 21 37�이상 15 36 51�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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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1학년 21009969 영어교육배경의이해 3 3 0

1학년 21003509 통합영어 3 3 0 영어영문주관전공

2학기 1학년 21003510 심층영어 3 3 0 영어영문주관전공

전학기
가 21000091 영미문학입문 3 3 0 영어영문주관전공

1학년 21000076 영어학입문 3 3 0 영어영문주관전공

전공선택

1학기

1학년 21009970 영문법이해와활용 3 3 0

가 21009971 드라마를통한영어실습 3 3 0

〃 21009972 멀티미디어활용영어교육 3 3 0

〃 21050339 영어교육과문학 3 3 0

〃 21050329 영어교육론의이해 3 3 0

나 21050332 영어교재개발과지도법 3 3 0

〃 21050330 영어듣기말하기지도연구 3 3 0

〃 21050345 영어발달사의이해 3 3 0

〃 21050331 영어어휘및문법교육 3 3 0

〃 21050327 영어토론세미나 3 3 0

다 21050337 아동발달과언어교육 3 3 0

〃 21050336 영어학습과지도의실제 3 3 0

〃 21050328 전문영어연구 3 3 0

〃 21050346 제2언어습득의이론과실제 3 3 0

가 21000066 영미아동문학 3 3 0 영어영문주관전공

〃 21000054 영어음운론 3 3 0 영어영문주관전공

〃 21003645 영어능력과자기개발 3 3 0

2학기

가 21050343 국제어로서의영어관점과사용 3 3 0

〃 21050348 대중매체와영어능력개발 3 3 0

〃 21050341 영어교수법의이론과적용 3 3 0

나 21050344 다문화의사소통을위한영어 3 3 0

〃 21050334 영어능력평가 3 3 0

〃 21050333 영어읽기쓰기지도연구 3 3 0

〃 21010037 영어형태론 3 3 0

〃 21050335 의사소통교수법의이해 3 3 0

〃 21050347 전문영역글쓰기 3 3 0

다 21050340 어린이영어교육 3 3 0

〃 21050338 영어교육과문화이해 3 3 0

〃 21050342 이중언어연구 3 3 0

〃 21003374 미국베스트셀러읽기 3 3 0 영어영문주관전공

〃 21000080 응용언어학 3 3 0

가 21003237 번역입문 3 3 0 영어영문주관전공전학기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50343 국제어로서의영어관점과사용(Englsih� as�An� International� Language)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공통 언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상과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 문화, 언어적 제 현상과 논쟁점들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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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44 다문화의사소통을위한영어(English� for�Cross-Cultural�Communication)

국제화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문화간 의사소통의 특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고찰

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쌓을 수 있다. 한편 국제어로서

의 영어가 다문화간 의사소통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조망한다. 

21050348 대중매체와영어능력개발(English�Through�Multimedia)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 팝송, 광고, 신문, 잡지, TV 드라마 등 여러 종류의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영어

를 접하고, 이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 영어를 연습한다. 

21009971 드라마를통한영어실습(English� Through�Dramas)

영어로 쓰여진 드라마를 읽고 실제 연극을 하면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이다. 영어 드라마 

대본을 외우거나 직접 쓰고 대본을 말하는 과정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회를 갖는다. 

21009972 멀티미디어활용영어교육(Technology� Enhanced� Language� Teaching)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 교육에 관한 이론과 교수법을 다룬다. 학생들은 음성, 그림, 컴퓨터,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영어 교육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21050337 아동발달과언어교육(Child�Developmental� Psychology� and� Language� Learning)

아동의 심리 교육적 변화에 대해 연구하며 특히 어린 시절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현상들이 

언어 교육에 미치는영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어린이 영어교육에 

있어 나이에 맞는 구체적인 영어교육 방법과 활동들을 이해하고 개발하며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21050340 어린이영어교육(Practical�Approaches�And�Methods� for�12s�and�Under)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적합한 제 2 언어 습득 이론과 이에 맞는 교습방법과 활동들을 연구한다. 영어

가 제 2 외국어이거나 외국어인 상황에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하고 나이에 맞는 다양한 교습방법과 기술

들을 익힌다. 학습자들에게 영어교습 이론연구, 마이크로 티칭과 영어 학습 기관 탐방들을 요구한다. 

21009970 영문법이해와활용(Study�of� English�Grammar)

영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와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영어 문장들의 구조

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21050341 영어교수법의이론과적용(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English� Teaching�Methodology)

영어교육에 사용되어 온 주요 교수법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각각의 교수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절한 영어교수법을 적용시키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는 능력을 키운다.

21050339 영어교육과문학(Engish�Education� and�English� Literature)

문학 작품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영미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본 과목에서는 영어로 쓰여진 소설, 시, 희곡등과 같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이용한 

영어 교육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들에 대해 살펴본다. 

21050338 영어교육과문화이해(English� Education� and�Culture)

언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문화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과목

에서는 영어권 나라들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 가치관, 관습 등을 살펴보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분석

한다. 또한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영미문화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탐색한다.

21050329 영어교육론의이해(Understanding�Principles�of�Englis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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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과 교육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들과 논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영어 교과 교육

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학습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1009969 영어교육배경의이해(Introduction� To�TE니)

1학년 신입생들이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도

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주제들을 영어교육론, 영어교수법, 문학

교육론, 영어교재개발, 영어평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21050332 영어교재개발과지도법(Materials�Development� and�Use)

교과 과정의 목적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재와 자료들을 설계, 개발하는 원칙과 활용 방안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실제로 자료들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실습을 하게 된다.

21050334 영어능력평가(Assessment� in�English� Language�Proficiency)

영어 능력 평가의 원리 및 과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평가 문항을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 평가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동시에 습득한다. 한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영어 평가 도구들을 분석

하며 그 도구들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 원리와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해 살펴본다. 

21050330 영어듣기말하기지도연구(Teaching�Listening� and�Speaking)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 이론과 교수법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의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가면서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학습, 개발하고 연습한다. 

21050345 영어발달사의이해(Origin� and�Development�of� English)

영어의 기원과 발달 및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시대별 영어의 통사, 어휘, 형태, 음운적 특징

을 알게 된다.  

21050331 영어어휘및문법교육(Teaching�English�Vocabulary� and�Grammar)

영어 어휘와 문법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교수법들을 살펴본다. 또한 구체적인 영어교육 대상

자들과 상황을 설정하여 적절한 교수법과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교재, 자료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폭넓

은 연습 기회를 갖는다. 

21050333 영어읽기쓰기지도연구(Study� in� The�Teaching�of� Reading� and�Writing)

영어 읽기·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 이론과 교수법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읽기·쓰기

능력을 향상시켜가면서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문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학습, 개발하고 연습한다.

� 21050327 영어토론세미나(English�Debate�Seminar)

대학생 이상의 교육받은 성인에게 기대되는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주제를 비롯한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전문적인 토론능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적 능력을 갖춘 토론자로서의 영어사용자가 되는 데 요구되는 주제연구능력을 함양한다.  

21050336 영어학습과지도의실제(Practices� in�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과 지도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언어학습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과 효과적인 영어교수법에 관한 주제들을 토론 중심, 과제 중심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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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037 영어형태론(English�Morphology)

영어의 형태소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단어와 합성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을 고찰한다. 영

어의 형성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강독하며 실용적으로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21050335 의사소통교수법의이해(Theoretical� Basis� and�Practical�Approaches�of�CLT)

의사소통교수법의 이론적 배경과 이에 따른 실질적 활용방법들을 연구한다. 또한 의사소통교

수법이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언어 습득을 돕는데 얼마나 유용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관한 

연구도 한다. 

21050342 이중언어연구(Bilingualism)

이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중언어분야 관련 이론 및 이중

언어 습득에 관련된 이론을 소개한다. 이차적으로는,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중언어를 

제대로 습득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실용적 방법론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이중언어에 대한 

핵심 이론들을 잘 섭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성의 발달 방법론 및 교육론을 제대로 터득하게 

된다.

21050328 전문영어연구(Studies� in�English� for� Specific� Purpose)

이 강좌는 비즈니스영어, 학문영어 등, 각 전공 및 직업영역에서 요구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영어사용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21050347 전문영역글쓰기(Professional�Writing)

이 과목은 학생들이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글쓰기 능력은 독자를 설득시키고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21050346 제2언어습득의이론과실제(Second� Language�Acquisition)

언어학 이론을 기초연구로 하여 제2언어습득의 과정과 변인들에 대한 이론들을 깊이 있게 다룬다. 언어

와 심리, 언어학습이론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미/디/어/학/부/

〈교육목적〉

  정보방송학전공의 교육목적은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관련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교육하여 미디어 산업에 필요

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관련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교육하여 미디어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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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필수

1학기 가 21009917 미디어글쓰기 3 2 1

1학기 〃 21000965 커뮤니케이션이론 3 3 0

2학기 가 21050249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3 2 1

2학기 〃 21002518 방송영상미디어의이해 3 3 0

1학기

〃 21003406 인터넷커뮤니케이션 3 3 0

택 4

나 21002521 미디어와사회조사 3 2 1

〃 21001832 여론과미디어 3 3 0

다 21000974 여성과미디어 3 3 0

2학기

〃 21002523 미디어와사회통계 3 2 1

나 21050250 커뮤니케이션과인간심리 3 3 0

다 21001837 미디어와문화·사회 3 3 0

〃 21001852 정치커뮤니케이션과캠페인 3 3 0

전공선택

전학기 나 21050252 미디어리더클래스 3 2 1

1학기

가 21003409 디지털저널리즘 3 2 1

〃 21002519 디지털테크놀로지와미디어 3 3 0

〃 21002423 방송영상제작1 3 2 1

〃 21002517 영화커뮤니케이션 3 3 0

〃 21002515 정보사회와사회변동 3 3 0

나 21002516 미디어경영과마케팅 3 3 0

〃 21009920 미디어와대중문화 3 3 0

〃 21003123 저널리즘과시사영어 3 2 1

〃 21000972 포토저널리즘 3 2 1

다 21009918 글로벌미디어기업사례분석 3 2 1

〃 21000961 미디어법제와윤리 3 3 0

〃 21009919 미디어세미나 3 3 0

〃 21009921 방송영상미디어론 3 3 0

〃 21003416 저널리즘기획과편집 3 2 1

가 21002587 뉴미디어 3 3 0

〃 21050255 방송영상스토리텔링 3 2 1

〃 21002520 인터넷미디어제작 3 2 1

2. 미디어의 실제 제작방법을 교습하여 미디어 현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 매스컴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언론의 역할을 주지시켜 올바른 미디어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4. 디지털테크놀로지를 이용, 정보를 수집․표현․가공하는 과정을 가르쳐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기반한 여성리더

십을 육성하도록 한다.

〈졸업학점배정표〉

학과(부)․전공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양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계

미디어학부 16 21 37이상 24 30 54이상 140이상

〈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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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구분 이수학기 이수단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기

전공선택

2학기

2학기

〃 21003407 취재보도의기초 3 2 1

나 21002522 미디어와글로벌커뮤니케이션 3 3 0

〃 21050254 방송영상제작2 3 2 1

〃 21003414 방송진행과아나운싱 3 2 1

〃 21003415 영상콘텐츠기획과마케팅 3 2 1

〃 21050253 저널리즘이론 3 3 0

다 21050256 글로벌콘텐츠리뷰 3 3 0

〃 21050251 미디어정책이슈분석 3 2 1

〃 21003412 저널리즘이슈분석 3 2 1

〃 21003408 취재보도의심화 3 2 1

<미디어학부�세부전공>

1.�엔터테인먼트미디어�전공

    전통적 미디어분야 이외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케이블TV, IPTV, 인터넷 분야 등 뉴미디어 영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2.�미디어저널리즘�전공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증대되는 저널리즘적 사고와 발표, 토론 및 글쓰기 능력을 함양시키고 글로벌적인  

   사회 이슈를 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3.�영상콘텐츠�전공

   방송 영상 분야에 대한 실습 교육 중심으로 미디어 제작 인력을 양성하는데 집중한다.

<미디어학부�세부전공�인정교과목�및�이수학점>

세부전공 엔터테인먼트미디어전공 미디어저널리즘전공 영상콘텐츠전공

이수학점 15학점 15학점 15학점

인정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21002519 디지털테크놀로지와미디어 21003407 취재보도의기초 21002517 영화커뮤니케이션
21002522 미디어와글로벌커뮤니케이션 21003408 취재보도의심화 21003415 영상콘텐츠기획과마케팅
21002520 인터넷미디어제작 21003409 디지털저널리즘 21002423 방송영상제작I
21002515 정보사회와사회변동 21003412 저널리즘이슈분석 21050254 방송영상제작II
21002587 뉴미디어  21003414 방송진행과아나운싱 21050255 방송영상스토리텔링
21050251 미디어경영과마케팅 21000961 미디어법제와윤리 21009919 미디어세미나
21050252 미디어정책이슈분석 21003123 저널리즘과시사영어 21009920 미디어와대중문화  
21009918 미디어리더클래스 21000972 포토저널리즘 21009921 방송영상미디어론
21000064 글로벌미디어기업사례분석 21003416 저널리즘이론 21050256 글로벌콘텐츠리뷰

교과목�해설(가나다�순)

21009918 글로벌미디어기업사례분석(Analysis� of�Global�Media�Corporates)

국내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운영 현황과 발전 추세를 살펴보고 그들의 경영 전략, 전략적 제휴 관계,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

21050256 글로벌콘텐츠리뷰(Global�Contents�Review)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생산전략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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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소비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논의한다.

21002587 뉴미디어(New�Media)

 케이블 TV, 위성방송, DMB, IPTV 등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탐구하고 통신과 방송

의 융합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과제를 논의한다.

21050249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Digital�Media� Literacy)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넘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미디어 리터러시 이론과 개념을 소개 하고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프리젠테

이션 스킬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21003409 디지털저널리즘(Digital� Journalism)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저널리즘 현상을 고찰한다.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무적 실습을 통해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

21002519 디지털테크놀로지와미디어(Digital� Technology� and�Media)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미디어 변화 과정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고 통신계 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디어의 발전 추세를 살펴본다.

21002516 미디어경영과마케팅(Media�Management�and�Marketing)

 미디어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미디어 기업별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판매 및 광고 전략 등 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논의한다.

21009917 미디어글쓰기(Media�Writing)

 자신이 관찰한 사회현상을 엄격한 논리에 근거하여 창의적이고 명쾌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배우고 익힌다. 사회과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학술적 글쓰기는 물론 시의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 비평하는 저널리즘글쓰기의 기초를 다진다. 

21050252 미디어리더클래스(Media� Leader�Class)

지상파방송사 등 다양한 미디어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을 초청해 차별화된 경영 및 마케팅전략, 인재 

운용 전략 등 다양한 현장의 이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토론한다.

21000961 미디어법제와윤리(Media� Law�and�Ethics)

 미디어와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법이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들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1009919 미디어세미나(Media� Seminar)

미디어산업의 전략을 분석하고 글로벌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논의한다.

21002522 미디어와글로벌커뮤니케이션(Media� and�Global�Communication)

 미디어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가 글로벌 사회의 형성과 운영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시장개방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전 지구적인 원거리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고찰한다.

21009920 미디어와대중문화(Media�and�Popular�Culture)

영화와 텔레비전 등 다양한 미디어가 향유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미디어 문화의 현주소를 탐구

한다.

21001837 미디어와문화·사회(Media,�Culture,�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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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문화 혹은 사회구조속에서 만들어지는 매스미디어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이해하는데 필요

한 이론들과 개념들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21002521 미디어와사회조사(Research�Methods� for�Media� Studies)

미디어 관련 사회 현상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 이해를 필요한 과학적 탐구 방법론에 대해 강의하

고 실습한다.

21002523 미디어와사회통계(Basic� Statistics� for�Media� Studies)

미디어 관련 현상의 실증적 이해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초 통계 분석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컴퓨터 통계패키지 중의 하나인 SPSS 이용 방법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21050251 미디어정책이슈분석(Analysis� of�Media�Policies)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미디어 정책 및 규제 관련 쟁점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며 

토론한다.

21009921 방송영상미디어론(Survey�of�Electronic�Media)

 ‘방송영상미디어의 이해’의 심화과목으로서 방송영상미디어와 관련한 사회, 경제, 기술적 변화 현황, 

시청행위, 수용자 전략, 미디어 정책 등을 분석한다.

21002518 방송영상미디어의이해(Introduction� to�Broadcasting)

방송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방송편성 및 기술의 개요, 방송시스템을 소개한다.

21050255 방송영상스토리텔링(Visual�Content� Storytelling)

텔레비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

용 프로그램을 작성해본다. 

21002423 방송영상제작1(Video�Production�1)

영상콘텐츠 제작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과정으로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촬영과 편집과 관련된 지식

을 습득한 후 기초 작품을 제작한다.

21050254 방송영상제작2(Video�Production�2)

영상콘텐츠 제작능력을 키우기 위한 심화과정으로서 보다 심화된 영상 작품을 제작한다.

21003414 방송진행과아나운싱(Broadcast�Announcing� and�Performance)

 방송의 메커니즘과 진행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발음법, 발성법, 개성 표현, 매너 등을 익힌다. 뉴스

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의 아나운싱 기법과 방식을 숙달한다.

21001832 여론과미디어(Public�Opinion� and� The�Mass�Media)

정치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이론과 실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여론의 형성과 변화에 기여하는 매스미디

어의 기능과 역할을 중점 분석한다.

21000974 여성과미디어(Gender�Communication)

여성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탐색과목으로서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역할과 묘사형태, 미디어 

조직내의 여성의 지위 등을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래 지향적 여성 커뮤니케이션 상을 

제시한다.

21003415 영상콘텐츠기획과마케팅(Visual�Content�Deveopment�and�Markerting)

영상 콘텐츠 산업의 생산 구조와 소비 형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의 기획에서 마케팅



460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460 -

에 이르기까지의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21002517 영화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and�Movies)

시청각적인 요소와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하는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영화라는 매

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이해한다.

21002520 인터넷미디어제작(Internet�Media� Production)

사이버공간에서 매체를 기획, 제작, 운영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매스컴분야와 관련하여 웹사이트 제작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가르친다. 

21003406 인터넷커뮤니케이션(Internet�Communication)

인터넷이 가져온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사

이버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찰하고 인터넷이 개별 미디어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본다

21003123 저널리즘과시사영어(Journalism�and�Current�English)

뉴욕타임스 등 저명한 외국 언론에 보도된 영문 뉴스를 활용하여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과 화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영어를 학습한다.

21003416 저널리즘기획과편집(Journalism�Content�Planning� and�Designing)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각적으로 편집하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실습한다. 특히 신문, 잡지를 편집할 수 있는 실무능력 학습에 집중한다.

21050253 저널리즘이론(Journalism�Theories)

뉴스보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공정성과 객관성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탐구한

다. 또한 미디어 환경변화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21003412 저널리즘이슈분석(Analysis�of� Journalism�Agenda)

언론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적 이슈와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 대안을 탐구한다. 독자적

인 관점에서 사회이슈를진단하고 논리적글로정리하는글쓰기 과제를 수행한다.

21002515 정보사회와사회변동(Information� Society� and� Social� Change)

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21001852 정치커뮤니케이션과캠페인(Political�Communication)

정치를 인간과 인간의 정보교환, 의사소통, 설득이나 위협을 통한 목적달성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러

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여론, 선전, 선동, 정치홍보, 선거운동 등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고, 특

히 최근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1003407 취재보도의기초(Basic�News�Gathering� and�Reporting)

 뉴스의 속성과 취재보도 시스템, 언론인의 역할 등을 탐색하고, 다양한 실습활동을 통해 초보적인 취재

보도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21003408 취재보도의심화(Advanced�News�Gathering� and�Reporting)

취재보도의 심화과정으로 현업과 비슷한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직접 기획 및 취재, 작성하는 

강도로 높은 실습을 통해 언론인에게 필요한 실무적 역량을 배양한다.

21050250 커뮤니케이션과인간심리(Human�Communication� and�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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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조명하면서 미디어와 연관된 사회심리학 연구 및 이론들을 함께 소개하고, 커

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 대해 학습한다. 

21000965 커뮤니케이션이론(Communication�Theories)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학문적 논의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할 다양한 관련 이론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21000972 포토저널리즘(Photo� Journalism)

뉴스미디어에 실리는 보도 사진의 제작과 관련된 기초 이론의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수강생 들은 촬영, 현상, 인화작업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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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교육과정

 1_공통과학 연계전공

 2_공통사회 연계전공

 3_국제한국어교육 연계전공

 4_안보군사학 연계전공

 5_기업법무 연계전공

6_리더십 연계전공

              7_비서학 연계전공

 8_부동산학 연계전공

 9_비서학 연계전공

10_상담학 연계전공 

11_세무회계학 연계전공

12_의과학 전문대학원 예비과정 연계전공

13_스토리텔링 연계전공

14_중국학 연계전공

15_통상학 연계전공

16_인재개발 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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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3690 공통과학교육론 3 3 0 1학기

필수

(29∼30학점)

공통과학전공 전공선택

21050138 공통과학교수법 3 3 0 2학기 공통과학전공 전공선택

21050139 논리및논술(공통과학) 3 3 0 2학기 공통과학전공 전공선택

21003272 일반천문학 3 3 0 2학기 공통과학전공 전공선택

21000425 지구과학 3 3 0 1학기 나노물리학과 교양일반

21002016 일반물리학실험 1 1 1 전학기 나노물리학과 전공선택

21000507 일반생물학� I 3 3 0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0508 일반생물학� II 3 3 0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3379 일반생물학실험� I 1 0 2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3383 일반생물학실험� II 1 0 2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0426 일반물리학� I 3 3 0 1학기 나노물리학과 전공필수

21000427 일반물리학� II 3 3 0 2학기 나노물리학과 전공필수

21000462 일반화학� I 3 3 0 1학기 화학과 전공필수

21000463 일반화학� II 3 3 0 2학기 화학과 전공필수

21001806 화학기초실험 1 0 2 전학기 화학과 전공선택

21000414 광학 3 3 0 1학기

영역1

(6학점이상)

나노물리학과 전공필수

21001887 양자물리� I 3 3 0 1학기 나노물리학과 전공필수

21000397 전자기학� I 3 3 0 1학기 나노물리학과 전공필수

21001870 통계물리� I 3 3 0 1학기 나노물리학과 전공선택

21001886 고전역학 3 3 0 2학기 나노물리학과 전공선택

21000431 무기화학� I 3 3 0 1학기

영역2

(6학점이상)

화학과 전공필수

21001799 물리화학Ⅰ 3 3 0 1학기 화학과 전공필수

21001804 물리화학실험Ⅰ 2 0 4 1학기 화학과 전공선택

21001802 분석화학 3 3 0 1학기 화학과 전공필수

21001808 분석화학실험 2 0 4 1학기 화학과 전공선택

21000429 유기화학� I 3 3 0 1학기 화학과 전공필수

21000448 무기화학실험 2 0 4 전학기 화학과 전공선택

21000436 유기화학실험 2 0 4 전학기 화학과 전공선택

21000509 미생물학및실험 3 2 2 1학기
영역3

(6학점이상)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3385 생화학� I 3 3 0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1861 세포생물학및실험 3 2 2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1_공통과학 연계전공

1.�과정안내

  본 과정은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 제1전공자 중 교직이수자가 중등학교 공통과학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위

한 과정이다. 

2.�진로안내

  본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2급정교사(공통과학)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므로 중등학교 공통과학교사가 될 수 있다.

3.�공통과학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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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0473 유전학및실험 3 2 2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1865 식물분자생리학및실험 3 2 2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3273 지구물리 3 3 0 1학기 영역4

(6학점)

공통과학전공 전공선택

21003274 대기과학 3 3 0 2학기 공통과학전공 전공선택

※ 나노물리학을주전공으로하는자는필수과목에서일반물리학실험(21002016), 일반물리학Ⅰ(21000426), 일반물리

학Ⅱ(21000427) 제외

※ 화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자는 필수과목에서 일반화학Ⅰ(21000462), 일반화학Ⅱ(21000463), 화학기초실험

(21001806) 제외

※ 생명과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자는 필수과목에서 일반생물학Ⅰ(21000507), 일반생물학Ⅱ(21000508), 일반생물학

실험I(21003379), 일반생물학실험Ⅱ(21003383) 제외

※ 15학점 중복인정

교과목�해설(가나다�순)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21050138 공통과학교수법(INSTRUCTION�OF�COMMON�SCIENCE)

현대교육에 입각한 학습이론과 실제방법 즉 교과의 성격, 학습지도안의 작성, 학습지도방법 등 교과에 

대한 실제적 지도경험을 습득케 한다.

21003900 공통과학교육론(TEACHING�MODELS�OF�COMMON�SCIENCE)

고등학교 공통과학의 목표, 내용 및 지도 방법등의 과학교육의 전반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21050139 논리및논술(공통과학)(LOGIC�AND�ESSAY�OF�COMMON�SCIENCE)

현대교육에 입각한 학습이론과 실제방법 즉 교과의 성격, 학습지도안의 작성, 학습지도방법 등 교과에 

대한 실제적 지도경험을 습득케 한다.

21003274 대기과학(ATMOSPHERIC� SCIENCE)

대기과학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운동 및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 과목에서는 우선 대기의 구조와 조성,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규모의 기상현상 및 대기운동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태풍이나 뇌우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상현상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갖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엘니뇨와 

같은 기상이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동, 산성비나 황사, 오존층 파괴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지구

환경의 변화, 인공강우와 같은 인위적인 기상조절 등의 흥미 있는 주제를 다루게 된다.

21003272 일반천문학(GENERAL�ASTRONOMY)

현대 천문학은 고대에서부터 하늘을 관측하던 전통에서 이어져온 관측천문학의 기반 위에, 근대에 들어

와서 이론 및 실험 물리학적 지식을 천문현상에 응용하면서 탄생된 천체물리학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우주의 현상을 관측하는 좁은 의미의 천문학인 관측천문학 뿐 아니라, 역학과 같은 천체물

리학의 기본 개념들이 폭넓게 다루어진다. 먼저 우리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를 구성하는 태양계, 

항성, 성운, 성단 및 우리은하와 외부은하에 대한 최신의 관측결과와 더불어, 우주관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빛의 특성, 망원경 및 기타 관측기기의 종류와 원리 및 관측 방법, 관측 데이터의 해석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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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9875 공통사회교육론 3 3 0 1학기

필수

(27학점)

공통사회전공 전공선택

21050166 공통사회교수법 3 3 0 2학기 공통사회전공 전공선택

21050167 논리및논술(공통사회) 3 3 0 2학기 공통사회전공 전공선택

21000836 국제정치학 3 3 0 2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필수

21001043 경제학개론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교양핵심

21001644 지리학개론 3 3 0 2학기 문과대학 일반교양

21001643 현대사회와사회학(구�사회학개론) 3 3 0 2학기 사회과학대학 교양핵심

21003941 유럽통합사 3 3 0 2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3942 중국사입문 3 3 0 1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3883 한국의사상과예술 3 3 0 2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1947 실크로드역사기행 3 3 0 2학기 역사문화학과 일반교양

21002539 한국역사문화기행Ⅰ 3 2 2 1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0863 국제기구와세계정치 3 3 0 1학기

영역1

(6학점이상)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3741 근대국제관계사 3 3 0 1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1842 한국정치론 3 3 0 1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필수

21000856 여성과정치 3 3 0 2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대해 공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천체물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지구와 태양계의 운동, 별의 일생, 은하

의 구조와 특성, 우주의 생성과 진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 이해를 얻고자 한다.

21003273 지구물리(GEOPHYSICS)

광의의 지구물리학은 대기권, 수권, 고체지구의 전부를 포함하나 여기에서는 고체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될 좁은 의미의 지구물리학은 지질학과 물리학을 결합하여 지구의 표면뿐 

아니라 내부를 물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그런데 지구내부는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중

력이나 자력, 지진파, 지열 등의 지구물리학적 방법들이 동원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구에 관한 개략적

인 기술을 시작으로 지구의 기원과 진화, 지구의 연령과 내부구조의 추정 방법, 지진활동의 시공간적 

분포와 지진발생의 원리, 지진파에 의한 지구내부구조의 추정방법과 그 결과, 중력의 측정, 중력으로부

터 지구의 형태를 결정짓는 방법과 조석현상, 지구자기장의 측정과 분포, 변화 및 원인, 고지자기학에 

대한 연구방법 및 성과, 내부열, 판구조론 등이 다루어진다.

  2_공통사회 연계전공

1.�과정안내

  본 과정은 역사문화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 제1전공자 중 교직이수자가 공통사회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2.�진로안내

  본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2급정교사(공통사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므로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3.�공통사회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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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1666 사회과학연구방법론 3 3 0 2학기 사회과학대학 일반교양

21001046 경제통계학 3 3 0 2학기

영역2

(6학점이상)

경제학부 전공필수

21001045 경제학원론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전공필수

21001102 국제수지론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2525 법과경제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022 한국경제론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024 경제발전론 3 3 0 2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915 근대중국의개혁과혁명 3 3 0 1학기

영역3

(6학점이상)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1927 역사문화탐구의길잡이 3 3 0 1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필수

21001921 서양중세사 3 3 0 1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필수

21001909 중국문명의탄생과진한제국 3 3 0 1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필수

21003602 조선사대의사회와문화 3 3 0 2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0321 현대세계사의이해 3 3 0 전학기 역사문화학과 교양핵심

21002954 세계여행 3 3 0 전학기
영역4

(6학점이상)

문화관광학전공 일반교양

21003357 문화예술읽기 3 3 0 2학기 문화관광학전공 전공선택

21003356 이것이뮤지엄이다 3 3 0 2학기 문화관광학전공 전공선택

※ 정치외교학 및 경제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자는 필수과목에서 국제정치학(21000836), 경제학개론(21001043), 현대

사회와사회학(21001643) 제외

※ 역사문화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자는 필수과목에서 유럽통합사(21003941), 중국사입문(21003942), 한국의사상과예

술(21003883)제외

※ 15학점 중복인정

교과목�해설(가나다�순)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육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21050166 공통사회교수법(A�TEACHING�METHOD�OF�COMMON�SOCIAL� STUDIES)

공통사회 교과교육의 교수-학습 이론을 공통사회의 교재 연구, 개발, 지도방법의 영역에 걸쳐 학습함

으로써 공통사회 교사로서의 지도능력을 계발한다.

21009875 공통사회교육론(THE�THEORY�ON�TEACHING�COMMON�SOCIAL�STUDIES)

공통사회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지도방법 등 공통사회 교육 전반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21050167� � �논리및논술(공통사회)(LOGIC�AND�WRITING�FOR�COMMON�SOCIAL�STUDIES)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를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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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2348 한국어교수법과교재 3 3 0 1학기

필수

국제한국어교육전공 전공필수

21002350 한국어듣기와읽기 3 3 0 1학기 국제한국어교육전공 전공필수

21001952 국어학의이해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필수

21000033 국어와우리문화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교양핵심

21002349 한국어말하기와쓰기 3 3 0 2학기 국제한국어교육전공 전공필수

21002351 한국어교육의실제 3 3 0 2학기 국제한국어교육전공 전공필수

21000005 국어정서법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3641 한국어문법론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3295 한문고전강독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0001 고전문학사 3 3 0 1학기

한국문학

(택1이상)

·

한국어문학부 전공필수

21003879 한국현대명시의세계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일반교양

21000022 비교문학론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3203 한국문학과전통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일반교양

21003642 현대명작산문읽기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일반교양

21000009 현대문학사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필수

21003992 한국어의발음 3 3 0 2학기

언어학

(택1이상)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0014 국어의미론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3287 대중매체와한국어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일반교양

21000029 국어와사회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1953 국어정보학의이해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0080 응용언어학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3_국제한국어교육 연계전공

1.�과정안내�

  국제화시대를 맞아 한국어 교육에 대한 동포사회와 외국인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추세 속에 국제한국어

교육관련 지식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본 전공을 국내 최초로 학부 과정에 설치한다.

  본교는 이 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 유능한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이 전공을 정식 학부 연계전공으

로 설치하였다. 특히 본 과정은 본교 부설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2.�진로안내

  이 전공 이수자는 국내외 어디서나 한국어교육 전공 이수자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외국

어문계 학생들이나 국제관계학 전공자, 기타 어느 전공자들이라도 이 분야 전공을 이수하여 장차 해외 유학, 체류 등의 

경우 한국어교육 및 한국 문화 전파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다.

3.�국제한국어교육전공�교육과정표

교과목�해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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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21002348� � �한국어교수법과교재(CURRICULUM�AND� INSTRUCTION�DEVELOPMENT)

         본 교과에서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을 배운다. 또한 다양한 교재, 부교재 및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21002349 한국어말하기와쓰기(SPEAKING�AND�WRITING�KOREAN)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표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말하기와 쓰기, 두 기능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단계별

로 학습한다.

21002350 한국어듣기와읽기(LISTENING�AND�READING�KOREAN)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표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듣기와 읽기, 두 기능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단계별로 

학습한다.

21002351 한국어교육의실제(PRACTICUM� IN�KOREAN� LANGUAGE�TEACHING)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서 회화교육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으로 이론 강의, 

현장 수업 참관, 교육 실습으로 구성한다. 참관과 실습은 본교 어학센터의 수업을 활용한다. 본 과목 

수강생들은 어학센터의 수강생이나 외국인교환학생의 도우미로도 임명되어 한국어교육의 교육 경험을 

높이게 될 것이다.

 4_안보군사학 연계전공(2012학년도부터 교육과정 개설 예정임)

 5_기업법무 연계전공

1.�과정안내�

  본 과정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법무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소송수행을 대리하는 법률서비스뿐만 아니

라 등기, 공탁, 호적, 기타 비송사건의 처리업무를 수행할 법률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그 내용도 

소송절차법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공탁․호적법, 비송사건절차법과 조세법 등의 이론과 실무습득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정확한 법률문서의 이해와 작성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법률실무연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과정은 우리

학교가 국내에서 최초로 학부과정에서 시도하는 전공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무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기업법무전문가로서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2.�진로안내

  기업법무학 전공은 변호사, 법무사, 기업체의 법률실무담당자 등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법률실무의 현

실과 구체적 절차 등을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다. 또한 법무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 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본 과정에서 익힌 실무처리능력이 크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법무사는 최근 문호가 확대된 여성에게 특히 유망한 전문직분야로서 법학전공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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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1045 경제학원론 3 3 0 전학기

법률기초

(택8)

경제학부 전공필수

21001056 마케팅원론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전공필수

21001055 회계원리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전공필수

21000880 민법총칙 3 4 0 1학기 법학부 전공필수

21000882 채권총론 3 4 0 1학기 법학부 전공필수

21000885 헌법Ⅱ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필수

21000886 상법총칙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90 민사소송법Ⅰ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94 형사소송법Ⅰ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89 어음․수표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1022 한국경제론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0883 형법총론Ⅰ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필수

21000884 행정법총론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필수

21000881 물권법 3 4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95 채권각론 3 4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907 친족상속법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97 민사소송법Ⅱ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78 헌법Ⅰ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79 형법각론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88 회사법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필수

21001115 중소기업론 3 3 0 2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065 소비자행동론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3208 기업채권관리실무 3 3 0 1학기

법률전문

(택4)

법학부 전공선택

21003209 기업계약실무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3749 미국계약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3673 민사집행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1703 민사특별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1905 국제계약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92 노동법Ⅰ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3931 상법입문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3748 소비자와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1701 행정구제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3210 기업법률실무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2509 국제통상법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3211 국제거래법률실무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901 경제법 3 3 0 2학기

법률전문

법학부 전공선택

21003676 금융증권법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타전공 학생들이 본 과정을 통하여 다수 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법무법인의 연구원이나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

으로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체에 진출하여(대기업의 경우 법무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관

련 법무담당자 등)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기업관련법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기업법무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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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0913 미국법입문 3 3 0 2학기

(택4)

법학부 전공선택

21001078 세무회계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3212 기업분쟁해결실무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3464 리더십역량개발I 2 2 0 전학기

필수

숙명리더십개발원 교양필수

21003465 리더십특강 2 2 0 전학기 숙명리더십개발원 일반교양

21003268 여성리더십의이해 3 3 0 1학기 숙명리더십개발원 일반교양

21001647 사회봉사Ⅰ 1 0 2 전학기
사회봉사영역
(1학점이상)

사회봉사실 일반교양

21001648 사회봉사Ⅱ 1 0 2 전학기 사회봉사실 일반교양

21002926 사회봉사Ⅲ 1 0 2 전학기 사회봉사실 일반교양

21001045 경제학원론 3 3 0 전학기

영역�

경제학부 학부기초

21000282 심리학개론 3 3 0 전학기 교육학부 일반교양

교과목�해설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6_리더십 연계전공

1.�과정안내

 공공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며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능력, 즉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리더십의 원천으로 한다. 또한 리더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공공

의 선(common good)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리더십함양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본 과정의 교육목적은 리더십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재정립하여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여성리더십교육과 훈련이다. 본 과

정은 리더십함양에 필요한 핵심요소, 즉 리더십의 가치사슬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창조적 혁신능력

(entrepreneurship), 임파워먼트(empowerment) 영역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2.�진로안내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성리더십의 참여를 더욱더 가속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

는 여성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 과정은 리더십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전문영역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특정분야에만 필요한 리더십 능력개발이 아니라 어느 분야 어느 곳에서나 요구

되는 능력 즉, 조직과 구성원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능력이 함양된다. 따라서 본 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맡은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게 되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3.�리더십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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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자기

확신

능력

영역

구분

없이�

이수

취업경력개발원 일반교양21003003 직업과경력개발 3 3 0 전학기

21001092 기업윤리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2779 여성문학론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3300 자기이해와퍼스널브랜딩 2 2 0 1학기 원격대학원 일반교양

21001670 여성과리더십 3 3 0 1학기 아시아여성연구소 교양핵심

21001646 여성학 3 3 0 1학기 아시아여성연구소 교양핵심

21000856 여성과정치 3 3 0 2학기 정치외교학전공 전공선택

21001855 권력과리더십론 3 3 0 2학기 행정학과 전공선택

21000690 가정경영학 3 3 0 2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전공선택

21003446 전래동화와양성주의리더십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461 현대사회와패션리더십 3 3 0 2학기 의류학과 전공선택

21002939 미래생활설계 3 3 0 2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양전공탐색

21002296 인물로보는한국역사 3 3 0 2학기 역사문화학과 일반교양

21001086 리더십론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3172 청소년과비전리더십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일반교양

21003867 에니어그램리더십과성격코칭 3 3 0 2학기 아동복지학부 일반교양

21000974 여성과미디어 3 3 0 1학기

커뮤니

케이션

능력

영역

미디어학부 전공선택

21002451 정보사회와인간관계관리론 3 3 0 1학기 행정학과 전공선택

21000965 커뮤니케이션이론 3 3 0 1학기 미디어학부 전공선택

21000995 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 3 3 0 1학기 홍보광고학과 전공선택

21003447 리더십과리더십 3 3 0 1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132 리더십교육론 3 3 0 1학기 교육학과 전공선택

21003444 디자인리더십 2 2 0 1학기 환경디자인과 전공선택

21003420 리더십과조직커뮤니케이션 3 3 0 1학기 홍보광고학과 전공선택

21000281 인간관계론 3 3 0 1학기 교육학부 일반교양

21002573 인적자원개발론 3 3 0 2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3440 리더십과직업생활매너 3 3 0 2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양핵심

21003458 생명과학여성리더십프로그램 3 3 0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4048 인재개발론 3 3 0 1학기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03927 여성HRD의이해 3 3 0 2학기 아시아여성연구소 일반교양

21001076 조직행동론 3 3 0 전학기

창조적

혁신

능력

영역

경영학부 학부기초

21002173 창의성과시스템사고 3 3 0 1학기 행정학과 전공선택

21001989 게임과협상전략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856 조직관리론 3 3 0 1학기 행정학과 일반교양

21003172 청소년과비전리더십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일반교양

21002461 지능형멀티미디어 3 3 0 2학기 멀티미디어과학과 전공선택

21010056 현대수학의이해 3 3 0 2학기 수학과 전공선택

21001883 물리학의역사 3 3 0 2학기 물리학과 전공선택

21000988 설득커뮤니케이션 3 3 0 1학기 홍보광고학과 전공선택

21002174 전략기획론 3 3 0 1학기 행정학과 전공선택

20114064 창의적사고와조직리더십 3 3 0 1학기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전공선택

21000350 한국근․현대사의이해 3 3 0 전학기

임파워

역사문화학과 교양핵심

21003457 서비스리더십 3 3 0 1학기 문화관광학전공 전공선택

21002259 소비자운동과NGO 3 3 0 2학기 소비자경제학과 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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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3371 지역연구특강 3 3 0 2학기 먼트

능력

영역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3462 국제문화와리더십 3 3 0 2학기 문화관광학전공 전공선택

21003448 미국문화와리더십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일반교양

21003891 다문화교육의이해 3 3 0 2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3104 다문화사회와여성 3 3 0 2학기 아시아여성연구소 일반교양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교과목�해설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7_부동산학 연계전공

1.�과정안내�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의 사회는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이동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제약점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점차 세계가 단일 시장화되는 무한경쟁사회로 가고 있다. 무한경쟁사회에서는 

국가간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이 더욱 자유롭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적 자원과 SOC

이다. 따라서, SOC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도 부동산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투자 및 관리가 기업경영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부동산관리부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도 자산축적이라는 측면과 사회진출의 기회확대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와 요구는 대학으로 하여금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전공 연계과정은 다학제적 접근방법으로 부동산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갖는다. 

  ① 부동산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요구됨에 따라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투자 및 관리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② 부동산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필요

로 하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한다.

  ③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

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배양한다.

2.�진로안내

 부동산전공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전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는 공공기관과 부동산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길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부동산전공과정을 이수한 학생, 특히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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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0943 주택정책 3 3 0 전학기

필수

행정학과 전공선택

21002334 부동산학원론 3 3 0 1학기 부동산학전공 전공필수

21002336 토지정책론 3 3 0 2학기 부동산학전공 전공필수

21002338 부동산공법 3 3 0 2학기 부동산학전공 전공필수

21000928 도시행정론 3 3 0 2학기 행정학과 전공선택

21001055 회계원리 3 3 0 전학기

선택

(택1)

경영학부 전공필수

21000910 법학개론 3 3 0 1학기 법학부 교양핵심

21001045 경제학원론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학부기초

21001043 경제학개론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교양핵심

21000940 지역사회개발론 3 3 0 1학기 선수교양

(택1)

행정학과 전공선택

21000945 행정학개론 3 3 0 전학기 행정학과 교양핵심

21000882 채권총론 3 4 0 1학기
부동산법

(택1)

법학부 전공필수

21000880 민법총칙 3 4 0 1학기 법학부 전공필수

21000881 물권법 3 4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2340 부동산중개론 3 3 0 1학기

개발관리

(택4)

부동산학전공 전공선택

21003487 부동산금융론 3 3 0 1학기 부동산학전공 전공선택

21002339 부동산개발론 3 3 0 2학기 부동산학전공 전공선택

21002335 감정평가이론과실무 3 3 0 2학기 부동산학전공 전공선택

21002337 부동산조세론 3 3 0 1학기 부동산학전공 전공선택

21003878 부동산경제론 3 3 0 1학기 부동산학전공 전공선택

21003489 공동주택관리론 3 3 0 2학기 부동산학전공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부동산개발분야 : 용지매입, 택지개발, 재개발, 단지계획 등 개발사업

  ․부동산관리분야 : 토지관리업무, 공동주택관리업무, 재산관리업무

  ․부동산경영분야 : 부동산감정평가업무, 부동산중개업무, 분양관리, 부동산권리조사업무

  ․금융세무분야 : 담보물감정업무, 재산에 대한 세무업무

3.�부동산학전공�교육과정표

교과목�해설(가나다�순)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21002334 감정평가이론과실무(REAL�ESTATE�APPRAISAL� THEORY�AND�PRACTICE)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 판정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을 

실제로 감정, 평가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평가방법을 습득한다. 

21003489 공동주택관리론(REAL�ESTATE�MANAGEMENT)

부동산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의 이해. 특히 공동주택의 보편화로 입주자 상호간, 입주자와 관리주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 운영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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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다.

21002339 부동산개발론(REAL�ESTATE�DEVELOPMENT)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법과 개발절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개발방식별 그리고 입지별로 사업성

을 분석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21003878 부동산경제론(REAL�ESTATE�ECONOMICS)

경제학의 이론들이 현실의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다룬다. 주요 강의내용으로는 경제이론

과 부동산시장과의 관계, 토지이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분석, 부동산 가격구조, 수요 및 공급에 관하

여 알아보고 설명하며 예측하는 기술을 다룬다.

21002338 부동산공법(PUBLIC� LAW�OF�REAL�ESTATE)

부동산의 이용을 규제, 조장, 관리하는 각종 행정법규를 논의한다. 

21003487 부동산금융론(REAL�ESTATE�FINANCE)

부동산개발 및 투자와 관련한 금융분석의 기초이론과 주택금융의 제 문제를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금융의 개요, 부동산금융의 법적 고려사항, 금융계산의 기초, 고정금리부 융자, 변동금리부 융자, 

주거용 부동산의 융자심사 및 융자실행, 주거용 부동산의 금융/투자분석 등을 포괄한다.

21002337 부동산조세론(REAL�ESTATE�TAXATION)

부동산관련 조세에 대한 이론과 제도 및 산출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부동산관련 세제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02340 부동산중개론(REAL�ESTATE�BROKERAGE)

부동산중개활동에 대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부동산중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1002334 부동산학원론(REAL�ESTATE�PRINCIPLES)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인간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습

득한다.

21002336 토지정책론(LAND�POLICY)

토지문제와 관련된 정책, 즉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 토지소유, 개발이익환수, 토지세제, 토지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8_비서학 연계전공

1.�과정안내

  이 과정은 급변하는 조직 및 기업 환경하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수행하는 전문비서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비서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단순 사무처리능력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창의력, 판단력 및 문제해결 

능력이며 철저한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이다. 다시말해서 비서의 역할은 총체적인 업무결정능력과 순발력 및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폭넓은 교양지식에 별도의 비서업무관련 과목을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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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능력을 갖춘 비서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정은 이러한 비서 역할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양,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을 갖추도

록 교육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진로안내

  비서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비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프로그램

을 통해 배출되는 비서전문가의 진로는 한마디로 황금빛이다. 본교의 연계전공과정으로서의 비서전문가 과정은 교양

과 실무를 강화한 교과과정이다. 따라서 본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비서는 학문적 소양은 물론 비서에게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교양과 실무를 겸하게 되므로 기존의 타 대학 및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비서에 비해 비서직

을 더 훌륭히 수행할 것이므로 취업에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더욱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여성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우리대학교의 이미지는 취업경쟁에서 타의 경쟁을 불허할 것이다.

3.�비서학전공�교육과정표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0167 실용한문 2 2 0 전학기

필수

한국어문학부 일반교양

21003117 컴퓨터활용 2 2 0 전학기 컴퓨터과학과 일반교양

21002112 비서학개론 3 3 0 1학기 비서학전공 전공필수

21001995 실용화법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일반교양

21003081 여가문화와생활관리 3 3 0 1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전공선택

21003418 PR라이팅 3 2 1 1학기 홍보광고학과 전공선택

21000281 인간관계론 3 3 0 1학기 교육학부 일반교양

21002113 비서실무론 3 2 2 2학기 비서학전공 전공필수

21003001 프레젠테이션 2 2 0 2학기 컴퓨터과학과 일반교양

21003440 리더십과직업생활매너 3 3 0 2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양핵심

21001646 여성학 3 3 0 1학기 여성과사회

(택1)

아시아여성연구소 교양핵심

21001670 여성과리더십 3 3 0 1학기 아시아여성연구소 교양핵심

21001045 경제학원론 3 3 0 전학기

보조과학

(택2)

경제학부 전공필수

21001052 재무관리 3 3 0 전학기 경영학부 전공필수

21001056 마케팅원론 3 3 0 전학기 경영학부 전공필수

21001043 경제학개론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교양핵심

21000945 행정학개론 3 3 0 전학기 행정학과 교양핵심

21001792 인적자원관리론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83 경영정보시스템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95 경영학개론 3 3 0 2학기 경영학부 교양핵심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교과목�해설(가나다�순)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03396 비서실무론(ADMINISTRATIVE� SECRETARIAL� PROCEDURES)

조직내에서 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 전문비서로서 수행해야하는 사무관리 및 비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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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0282 심리학개론 3 3 0 전학기
기초심리학

(택1이상)

교육학부 일반교양

21000255 일반심리학 3 3 0 1학기 교육학부 교양전공탐색

21009906 심리학의이해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일반교양

21000258 인간발달과교육 3 3 0 1학기

발달/학습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3781 학습심리학및실제 3 3 0 1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무 전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이해와 비서실무를 교수한다.

03395 비서학개론(INTRODUCTION�TO�SECRETARIAL� SCIENCE)

다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전문경영인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기본지

식을 다룬다.  특히 정보화, 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정보사무행정 전문가로서의 전문비서의 개념에 대

한 이해와 역할정립을 위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9_상담학 연계전공

1.�과정안내

  본 과정은 인간의 사회 정신적 건강은 물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전문적 도움을 주는 상담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이다. 후기산업사회, 특히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간의 소외와 스트레스의 증가와 

비례하여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사회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소외와 스트레스로 적응상의 문제와 

정신건강상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본 과정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 상담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으며, 

상담과 심리치료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기르도록 구성되어있다. 

2.�진로안내

  본 과정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위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자격증들은 대체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수련 및 자격시험을 거쳐서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학부에서 이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필수로 요구되는 기초과목을 이수하는 것이고, 상담 및 심리치료전문가로서

의 기본 마인드(mind)를 형성하는 과정이 된다.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가족치료사, 청소년상담사 등 권위있는 상담 및 심리

치료 자격증 취득과 관련될 수 있으며, 각종 상담 및 심리치료, 아동지도, 청소년지도, 사회복지, 청소년 복지업무 등 

Helping Profession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와 연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공직자이든, 기업인이든 상담자적 자질은 전문직업인으로 성공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비단 전문상담가로 성공하려는 경우 뿐 아니라, 어느 직업분야를 선택하든 인간관계가 관련된 업무에서 성공적

으로 기능 하는데 필요한 기본자질을 기를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서 추천하고자 한다.

3.�상담학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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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2449 청소년심리 3 3 0 1학기

/성격심리

(택2이상)

발달/학습

/성격심리

(택2이상)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2583 청소년심리와교육 3 3 0 1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0809 아동발달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필수

21003951 성격발달과교육 3 3 0 1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3948 성격이론 3 3 0 1학기 상담학전공 전공선택

21000830 아동심리학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교선핵심

21002447 청년기발달 3 3 0 2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전공선택

21000241 청소년교육론 3 3 0 2학기 교육학부 일반교양

21050242 성격발달이론 3 3 0 2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50231 학습이론과행동수정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2743 집단상담과의사소통 2 0 2 전학기

상담/임상

/심리치료

(택4이상)

학생생활상담소 일반교양

21003226 학교상담학 3 3 0 1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0808 아동상담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1750 가족상담이론및실제 3 3 0 1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전공선택

21000278 상담이론 3 3 0 2학기 상담학전공 전공선택

21000279 학교상담의실제 3 3 0 2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1781 임상사례연구 3 3 0 2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2998 놀이치료 3 3 0 2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3227 진로지도와상담 3 3 0 2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2426 성인학습및상담 3 3 0 2학기 교육학부 일반교양

21003853 그림으로보는가족상담의이해 3 3 0 2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일반교양

21010051 집단상담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50241 청소년상담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0283 현대인과정신건강 3 3 0 전학기
이상심리/정신

건강/정신병리

(택1이상)

교육학부 교양핵심

21001790 정신건강론 3 3 0 2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3387 아동이상심리학 3 3 0 2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3738 영화로읽는이상심리학 3 3 0 2학기 아동복지학부 일반교양

21003491 아동심리검사 3 3 0 1학기
심리검사/통계/

연구방법

(택2이상)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2285 교육통계및연구법 3 3 0 1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0262 교육심리검사및측정 3 3 0 2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3085 통계적방법및실습 3 2 2 2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3478 건강가정론 3 3 0 1학기

가족관계

및�복지

(택1이상)

가족자원경영학과 전공필수

21001778 가족복지론 3 3 0 1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1753 한국가족문화의이해 3 3 0 1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전공선택

21000713 가족관계 3 3 0 1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전공필수

21001779 청소년복지론 3 3 0 2학기 아동복지학부 전공선택

21002620 가족위기론 3 3 0 2학기 가족자원경영학과 전공선택

21002110 상담사례연구실습 3 2 2 1학기 사례실습

(택1이상)

상담학전공 전공선택

21002111 심리치료사례연구실습 3 2 2 2학기 상담학전공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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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가나다�순)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21002110 상담사례연구실습(CASE� STUDIES�AND�PRACTICUM� IN�COUNSELING)

지도교수의 지도감독하에 주로 청소년 또는 그 부모와의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역할극으로 재연하면서 

실제 상담사례를 연구실습한다. 필요한 경우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성적 평가는 pass - fail 

로 처리한다.

21000278 상담이론(COUNSELING�THEORY)

담의 지도활동의 중핵이 되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상담의 이론, 기술 및 방법을 고찰하고 실제

적으로 학생상담에서 부딪치는 제반문제, 특히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다룬다.

21003948 성격이론(PERSONALITY�THORY)

인간의 성격구조에 대한 여러 학파의 견해를 고찰하고, 인간성격 이해의 기초로 삼게한다.

21002111 심리치료사례연구실습(CASE� STUDIES�AND�PRACTICUM� IN�PSYCHOTHERAPY)

지도교수의 지도감독하에 아동의 놀이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사례 등을 분석하여, 문제의 확인, 치료

목표 및 계획수립, 치료기법의 적용, 평가 등에 관한 실제를 연구하고 실습한다. 기록된 자료뿐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성적 평가는 pass - fail 로 처리한다.

  10_세무회계학 연계전공 전문과정

1.�과정안내

  제조기업, 금융기관 등 산업체에서는 세법과 회계학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도입된 학부제는 산업체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의 전공 심화 기회를 감소시켜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졸업하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과정은 산업체에서 수요가 많은 세법 및 회계 분야의 전문

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과정에서는 경영학부, 경제학부 및 정법학부에서 개설되고 있는 세법 및 

회계학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산업체 취업률을 높이고, 세법 및 

회계학 분야의 국가고시에 응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기초 이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2.�진로안내�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제조업체의 자금 및 회계 부서, 금융기관의 투자운용(fund management) 부서 등에 취업

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 부설 경제연구소나 투자자문회사 등에서 투자분석가(investment analyst)로서 활약하게 된다. 

특히 본 과정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경분야의 국가고시나, 미국 회계사(AICPA), 

캐나다 회계사(CICA) 등 외국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경영학부 이외의 타학

부생들은 본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대학원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신용평가회사, 금융기관 부설 경제연구소 등 경제분야

의 전문직종에서 수요가 많은 회계학 및 재무관리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배양할 수 있다.

3.�세무회계학전공�교육과정표

* 경제학개론 / 경제학원론은 동일교과목으로 간주하여 2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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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1055 회계원리 3 3 0 전학기

필수

경영학부 전공필수

21001085 재무회계Ⅰ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73 관리회계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671 세법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78 세무회계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3864 재무회계� II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52 재무관리 3 3 0 전학기

기본

(택6이상)

경영학부 전공필수

경제학부 전공필수21001045 경제학원론 3 3 0 전학기

21001010 미시경제학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전공필수

21001011 거시경제학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전공필수

21001043 경제학개론 3 3 0 전학기 경제학부 교양핵심

21000880 민법총칙 3 4 0 1학기 법학부 전공필수

21000886 상법총칙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2842 고급회계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89 회계감사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2843 원가회계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2838 재무제표분석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68 투자론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698 상법개론 3 3 0 2학기 법학부 일반교양

21003865 자본시장회계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3862 국제조세론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 상법개론과 / 상법총칙은 동일교과목으로 간주하여 2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도록 함.

* 경제학개론 / 경제학원론은 동일교과목으로 간주하여 2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도록 함.

교과목�해설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11_의과학 전문대학원 예비과정 연계전공

1.�과정안내

  본 과정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예비시험에 대비하거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의․치의학 전문대

학원에 입학을 위해 해당 관련 과목을 본교의 여러 과에서 취합하거나 본 과정을 위한 신설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에

게는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진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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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0508 일반생물학Ⅱ 3 3 0 2학기 필수

필수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0463 일반화학Ⅱ 3 3 0 2학기 화학과 전공필수

21003032 통계학입문 3 3 0 전학기
자연과학영역

(택2이상)

통계학과 교양핵심

21000429 유기화학Ⅰ 3 3 0 1학기 화학과 전공필수

21000430 유기화학Ⅱ 3 3 0 2학기 화학과 전공필수

21003385 생화학Ⅰ 3 3 0 1학기

생명과학영역

Ⅰ

(택2이상)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0473 유전학및실험 3 2 2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0469 동물생리학Ⅰ 3 3 0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3386 생화학Ⅱ 3 3 0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2656 유전체학및실험 3 2 2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0470 동물생리학Ⅱ 3 3 0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3086 신경생물학Ⅰ 3 3 0 전학기

생명과학영역

Ⅱ

(택2이상)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3087 신경생물학Ⅱ 3 3 0 전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3553 분자생물학Ⅰ 3 3 0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0509 미생물학및실험 3 2 2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0501 내분비학 3 3 0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3554 분자생물학Ⅱ 3 3 0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2250 생명공학및실험 3 2 2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1861 세포생물학및실험 3 2 2 1학기

생명과학영역

Ⅲ

(택2이상)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2659 면역학및실험Ⅰ 3 2 2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3555 종양생물학 3 3 0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3557 식물발생과분화 3 3 0 1학기 생명과학과 전공필수

21001865 식물분자생리학및실험 3 2 2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03099 언어와독해 3 3 0 1학기 언어영역

(택1)

의사소통센터 일반교양

21003100 자료해석과수리추리 3 3 0 2학기 의사소통센터 일반교양

21003379 일반생물학실험Ⅰ 1 0 2 1학기

기타선택과목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50108 의과학특강Ⅰ 3 3 0 1학기 의과학전문대학원�예비과정전공 전공선택

21003383 일반생물학실험Ⅱ 1 0 2 2학기 생명과학과 전공선택

21050108 의과학특강Ⅱ 3 3 0 2학기 의과학전문대학원예비과정전공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본 과정을 이수하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과 입학 후 교과과정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며, 자연과학의 

학제간 교육과정이므로 타 대학의 기존의 의․치의학과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학제간 협동과정이나 자연과학계통 대학

원의 각과에 입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의과학�전문대학원�예비과정�교육과정표

교과목�해설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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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2329 스토리텔링의이해 3 3 0 1학기

필수

스토리텔링전공 전공필수

21002331 발상과전개기법 3 3 0 1학기 스토리텔링전공 전공필수

21002330 문장과수사 3 3 0 2학기 스토리텔링전공 전공필수

21002361 스토리텔링세미나 3 3 0 2학기
쓰기영역(택2)

스토리텔링전공 전공필수

21050108,�21050109� � �의과학특강Ⅰ,Ⅱ(SPECIAL� LECTURE�FOR�MEDICAL� SCIENCE�Ⅰ,Ⅱ)

본 과목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입학 후 교과과정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하

여 medical science를 전공하시는 교수들과 직접 임상에서 일하시는 의사들의 현장감 있는 강의를 통해

서 학생들의 미래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_스토리텔링 연계전공

1.�과정안내

  스토리텔링이란 사건을 서술하여 이야기(敍事, narrative)를 창작하는 활동이다. 최근 발전된 이야기학은, 인간은 ‘이

야기하는 존재’이므로 그것의 창작, 구연, 제작, 연구, 감상 및 비평 등이 다가오는 문화의 시대에 인간 생활의 중심부에 

놓이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언어를 매체로 삼는 소설, 희곡, 설화, 동화 등은 물론이고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의 공연예술, 그리고 복합매체 시대의 총아인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일부)컴퓨터 게임 등이 모두 

이야기라는 사실에서 얼른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그에 관한 지적․정서적 능력을 함양하여 그것을 창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문화의 시대’는 ‘문화산업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야기에 관한 전문 지식과 창조적 능력은, 정치경제 중심에서 문화

경제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 21세기에는 문화산업의 핵심적 소프트웨어를 창출하는 밑바탕이 될 

터이다. 이 과정은 그에 부응하여 한국 최초로 대학에 개설된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이야기 창작 교육과정이다. 이론

에 근거한 실습활동을 통하여 이야기 창작에 필요한 ‘창조력을 창조’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인이 될 바탕을 마련한

다.

  어문학 분야의 과목 중심이지만 모든 분야의 역사과목 학점이 인정되므로 누구나 전공을 살려 접근할 수 있다. 이야

기 창작을 중심으로 하되 넓은 의미의 해석과 표현 능력, 그리고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관심을 둔다.

2.�진로안내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소설, 동화/전기, 다큐멘터리/희곡, 텔레비전 드라마, 뮤지컬, 오페라 극본/영화, 만화, 애니

메이션, 컴퓨터 게임 대본 등의 작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그들에 관련된 학자, 평론가, 감독, 동화구연가, 출판기획가, 

방송 구성작가 등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유직업인으로 활동하거나 출판사, 잡지사, 영화사, 방송사, 문화콘텐츠 

기획사 등에 취업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이 경쟁적으로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에듀테인먼트 

등의 관련 문화산업에 착수하고 있으나, 전문 교육을 받은 이는 많지 않으므로 활용 전망이 밝다고 본다.

3.�스토리텔링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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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2362 소설․동화창작실습Ⅰ 3 3 0 1학기

쓰기영역(택2)

스토리텔링전공 전공선택

21002364 극본창작실습Ⅰ 3 3 0 1학기 스토리텔링전공 전공선택

21002366 영화․만화대본창작실습Ⅰ 3 3 0 1학기 스토리텔링전공 전공선택

21002363 소설․동화창작실습Ⅱ 3 3 0 2학기 스토리텔링전공 전공선택

21002365 극본창작실습Ⅱ 3 3 0 2학기 스토리텔링전공 전공선택

21002367 영화․만화대본창작실습Ⅱ 3 3 0 2학기 스토리텔링전공 전공선택

21000035 문예창작론 2 2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일반교양

21050298 작가워크숍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9950 창작세미나� I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50297 창작세미나� II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모든�전공의�역사과목 3 3 0 전학기

읽기영역

(택3)

21000027

(고전소설의이해)

21000020

(현대소설강독)

중

1과목은�필수

21002301 신화의이해 3 3 0 전학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일반교양

21000070 현대영미소설 3 3 0 1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0066 영미아동문학 3 3 0 1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1717 영미희곡의이해 3 3 0 1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240 영미SF․판타지문학 3 3 0 1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249 프랑스소설세계 3 3 0 1학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597 중국소설문학의세계 3 3 0 2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선택

21003313 중국고전베스트드라마읽기 3 3 0 1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선택

21000200 독일어권신화와동화감상 3 3 0 1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822 독일드라마감상 3 3 0 1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3319 현대일본소설의감상 3 3 0 1학기 일본학과 전공선택

21002986 독일명작베스트 3 3 0 1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일반교양

21001645 연극영화의이해 2 2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일반교양

21002952 프랑스영화의이해 3 3 0 1학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일반교양

21003514 독일영화의이해 3 3 0 1학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일반교양

21000027 고전소설의이해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0020 현대소설강독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0047 세익스피어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0067 리얼리즘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0069 문학과공연예술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374 미국베스트셀러읽기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0119 프랑스문학과영화 3 3 0 2학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590 프랑스동화읽기 3 3 0 2학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3310 프랑스단편문학 3 3 0 1학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812 중국현대소설감상 3 3 0 2학기 중어중문학과 전공선택

21002603 경극과공연예술 3 3 0 2학기 중어중문학과 전공선택

21002845 괴테와파우스트 3 3 0 2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834 독일영화읽기 3 3 0 2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3317 독일어영상번역 3 3 0 2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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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실습

21002304 세계명작순례 3 3 0 2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일반교양

21002989 동화와꿈의세계 3 3 0 2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교양핵심

21050289 한국문학과동아시아문학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01050293 한국신화와세계신화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21003354 공연예술의이해 3 3 0 전학기 문화관광학전공 일반교양

21000006 현대소설론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0008 문학비평론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0001 고전문학사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3296 전통서사론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2777 희곡론 3 3 0 1학기

이론/비평영역

(택3)

21000006

(현대소설론),

21003296

(전통서사론)

중�

1과목은�필수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0068 알레고리와풍자문학 3 3 0 1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239 영미문학비평이론 3 3 0 1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2785 영미문학작가론 3 3 0 1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250 프랑스연극의이해 3 3 0 1학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829 문학과미디어 3 3 0 1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192 중국여성작가와작품 3 3 0 1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선택

21002541 일본문학의이해 3 3 0 1학기 일본학과 전공선택

21002517 영화커뮤니케이션 3 3 0 1학기 미디어학부 전공선택

21000091 영미문학입문 3 3 0 1학기 영어영문학부 교양전공탐색

21000009 현대문학사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0062 포스트모더니즘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366 문학비평사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2784 탈식민주의와페미니즘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2786 문학․영상․사이버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889 영미대중서사연구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2799 프랑스문화콘텐츠이해 3 3 0 2학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844 유럽아동청소년문학 3 3 0 2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836 소설과환상세계 3 3 0 2학기 독일언어․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193 중국문학과영화 3 3 0 2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선택

21002194 중국문학비평의흐름 3 3 0 2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선택

21003877 한국문학과문화콘텐츠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교양핵심

21002421 문화산업의이해 3 3 0 2학기 문화관광학전공 교양핵심

고전문학의사회사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50292 전통공연예술의이해 3 3 0 2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21009947 중세환상문학의이해 3 3 0 1학기 한국어문학부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교과목�해설(가나다�순)



484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 484 -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21002364,�21002365� � �극본창작실습Ⅰ,Ⅱ(DRAMA�WRITING�Ⅰ,Ⅱ)

희곡, 텔레비전 드라마, 방송극, 뮤지컬, 오페라 등의 극본을 창작한다. 기본 관습을 익히는 데서 풍부하

고 개성적인 작품을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21002330 문장과수사(HIGHER�COMPOSITION)

이야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 고급의 작문능력을 기른다. 깊고 치밀하게 사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기른다.

21002331 발상과전개기법(CONCEPTION�AND�DEVELOPMENT�TECHNIQUE)

이야기를 착상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기법들을 이론적 모색과 명작 분석, 창작실습 등을 통

해 익힌다.

21002362,�21002363� � �소설․동화창작실습Ⅰ,Ⅱ(NOVEL�AND�NURSERY�TALE�WRITING�Ⅰ,Ⅱ)
소설과 동화 작품을 창작한다. 기본 관습을 익히는 데서 풍부하고 개성적인 작품을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21002366,�21002367� � �영화․만화대본창작실습Ⅰ,Ⅱ(SCENARIO�WRITING�Ⅰ,Ⅱ)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대본을 창작한다. 기본 관습을 익히는 데서 풍부하고 개성적인 작품을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21002329 스토리텔링의이해(Understanding�of� Storytelling)

이야기의 특성과 종류, 갈래별 관습과 역사, 그리고 그것의 창작에 관하여 살핀다. 

21002361 스토리텔링세미나(Storytelling� Seminar)

지속적인 지도와 협동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한 편의 이야기 작품을 완성한다.(이 작품으로 졸업논문을 

대신한다)

  13_중국학 연계전공

1.�과정안내

  인접국가이면서 상호교류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올바

른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함에 따라 대 중국에 진출하는 인력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에 맞춰 능력있는 중국전문가의 양성은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한 사명의 하나이다. 

  중국전문가 연계전공 과정은 중국어․인문․사회적 접근방법을 학제적으로 연결하여 중국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을 배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중국은 남녀평등사회를 이미 이룩하여 많은 고급인력이 사회 곳곳에 진출해 있다. 이들과의 대등한 접촉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를 배출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전문가 과정을 여자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비

교우위가 있다.

2.�진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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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0157 중국문화의이해 3 3 0 1학기

중국어

(택4)

중어중문학부 전공선택

21002803 중급중국어듣기와쓰기 3 3 0 1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필수

21002592 중급중국어회화 3 3 0 1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필수

01002804 실용중국어작문 3 3 0 2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선택

21002341 무역중국어 3 3 0 1학기 중국학전공 전공선택

21013701 초급중국어듣기와쓰기 3 3 0 2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필수

21003579 중급중국어강독 3 3 0 2학기 중어중문학부 전공필수

21001913 중국,중국인의역사 3 3 0 전학기

중국역사

(택3)

역사문화학과 교양핵심

21001909 중국문명의탄생과진한제국 3 3 0 1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필수

21003149 중국인의삶과문화 3 3 0 1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1910 격동의중국현대사 3 3 0 2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필수

21000309 동양근세사회의전개 3 3 0 2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2529 중국사상,중국정신 3 3 0 2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1914 문벌귀족과수당제국 3 3 0 2학기 역사문화학과 전공선택

21003382 중국의정치와외교 3 3 0 1학기

정치/정책

(택2)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0868 동북아국제정치 3 3 0 2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0836 국제정치학 3 3 0 2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필수

21002342 중국대외통상정책 3 3 0 2학기 중국학전공 전공선택

21001063 국제경영학 3 3 0 전학기

무역실무

(택3)

경영학부 전공필수

21002347 한중무역실무 3 3 0 1학기 중국학전공 전공선택

21050097 중국CEO와기업전략 3 3 0 1학기 중국학전공 전공선택

21001088 국제기업환경론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74 국제마케팅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2343 중국시장론 3 3 0 2학기 중국학전공 전공선택

21000863 국제기구와세계정치 3 3 0 1학기

국제거래법

(택2)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1905 국제계약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89 국제사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2344 중국경제법 3 3 0 1학기 중국학전공 전공선택

21002509 국제통상법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2346 중국연수및답사 3 0 6 전학기 중국환경

(택1)

중국학전공 전공선택

21002345 중국컴퓨터환경 3 3 0 2학기 중국학전공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계� :� 45학점�이상

(1)�진출가능분야�

   중국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기관의 공무원, 기업체의 중국전문인력, 중국파견인력, 중국 관련의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다.

(2) 한어수평고시 자격증 취득 준비 

   본 과정을 이수하면 한어수평고시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며, 중국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3.�중국학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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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가나다�순)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전공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21002341 무역중국어(BUSINESS� LANGUAGE�OF�CHINESE)

중국무역에 관계되는 상거래시의 대화, 사용되는 용어와 계약서 서신․팩스 등에 관한 문장을 학습한다. 

중국인과의 사교, 상담, 분쟁별 등에 관한 어휘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한다.

21002344 중국경제법(ECONOMIC�LAWS�OF�CHINA)

국내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익숙하지 못한 중국의 경제환경에 직면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국의 경제와 관련된 법률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21002342 중국대외통상정책(INTERNATIONAL� TRADE�POLICY�OF�CHINA)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채택하고 있는 통상정책을 고찰한다. 특히 중국의 무역정책을 주

관하는 기구, 무역정책과 법규, 경제특구의 제반 문제, 관세 정책, 수출기업정책,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 

등에 관해 고찰한다. 

21002343 중국시장론(STUDIES�OF�CHINESE�MARKET)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시장환경을 강의한다. 국토 및 자연 환경, 천연자원, 인구, 

주요산업구조, 현지기업, 대외경제무역, 지역시장, 수출입 현황, 유통분석, 소비자 특성 등을 강의하며, 

아울러 홍콩, 대만 등 화교경제권과의 합작기업 설립절차, 진출지역설정, 관련법규, 투자성공의 사례분

석을 한다. 

21002346 중국연수및답사(STUDY�TOUR�&� FIELD� INVESTIGATION�OF�CHINA)

본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국에서 활용하는 답사과정이다.

21002345 중국컴퓨터환경(SPECIAL� TRAINING� IN�CHINESE�SOFTWARE)

중국의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중문윈도우 등의 프로그램 실습을 통하여 중국에 진출했을 때 중국의 

컴퓨터 환경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1050097 중국CEO와기업전략(CHINESE�CEO�AND�BUSINESS�STRATEGY)

중국의 상위 랭킹 기업가는 세계적인 기업가요 재벌로서 중국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톱 랭킹 10위권에 드는 CEO 연구를 통하여 중국 사영기업의 성장과정 및 현주소, 중국의 

기업경영방식 등에 대해 분석해 본다. 또한 중국 CEO의 기업경영 마인드와 경영방식을 한국 기업가들

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중국 사영기업의 성장 요인 및 

중국 기업구조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한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21002347 한중무역실무(PRACTICAL�BUSINESS�OF�KOREA�AND�CHINA)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당면하는 기본수출입절차, 무역제도, 통관제도, 국제운송, 보험, 계약서 작성요령 

등에 관해 강의한다.

 
  14_통상학 연계전공



숙명여자대학교_
학칙시행세칙 487

- 487 -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2047 국제통상법사례연구 3 3 0 1학기

필수

통상학전공 전공필수

21003644 국제분쟁해결 3 3 0 2학기 통상학전공 전공필수

21002509 국제통상법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86 상법총칙�★ 3 3 0 1학기

법학분야
(택2이상)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87 국제법Ⅰ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2900 지적재산권법I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99 국제사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1906 인터넷과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1905 국제계약법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98 국제법Ⅱ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888 회사법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필수

21003715 엔터테인먼트법과분쟁사례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3211 국제거래법률실무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1.�과정안내�

  21세기는 국제통상이 주도한다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국제통상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특히 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는 국민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통상은 이제 국제관계의 핵심 코드이고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심장으로 자리매김된다. 그리고 국제통상인력은 21세기 글로벌사회를 이끌어주는 다재다능한 엘리트로 평

가받는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대학들은 앞 다투어 통상 관련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해외 

대학들은 대학원 차원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상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 숙명여대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국내외에서 통상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통상

학 연계전공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통상인력이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의 통상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은 종합예술로 불리는 통상의 

특성에 맞게 학제간 연계교육을 실시한다. 그리하여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영문학 등 5개 전문학문영역이 힘을 

합쳐 통상인력이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진로안내

  통상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국가기관과 기업체를 포함한 국내기관 뿐 아니라 해외기관이나 

사업체도 포함된다. 국가기관으로는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통한 통상행정 고급공무원이 열어 있고, 기업체로는 가장 

대표적인 통상인력 수요처인 무역업종 외에도 물류업종, 금융업종 등이 있다. 최근에는 통상전문가의 새로운 진출영역

이 외환, 보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상분야는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유리하다.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관세사, 

물류관리사 등은 통상전문가가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할 분 아니라 고급 전문직으로 독자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대학 통상학 연계전공은 기본적으로 무역업종 등을 비롯한 기업취업에 유리한 자질을 확보하고 취업 이후 자질과 

능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더 높은 단계의 통상전문가, 

예컨대 통상직 고급공무원, 관세사 등과 같이 선발시험이나 자격시험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동기유발을 제공할 것이고, 

최고의 통상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문고등교육 진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3.�통상학전공�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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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학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1698 상법개론�★ 3 3 0 2학기 법학부 일반교양

21000863 국제기구와세계정치 3 3 0 1학기

정치학분야

(택2이상)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0850 국제관계이론 3 3 0 1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3376 미국외교정책 3 3 0 1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3381 국제정치경제론 3 3 0 1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2307 정치외교학개론 3 3 0 1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필수

21000386 국제정치학 3 3 0 2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필수

21000868 동북아국제정치 3 3 0 2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0858 외교정책의이해 3 3 0 2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21001018 국제금융론 3 3 0 1학기

경제/경영학

(택2이상)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892 국제통상론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893 기업경제학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989 게임과협상전략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033 국제경제정책론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2176 글로벌경영의이론과사례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107 국제재무관리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77 경영전략론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92 기업윤리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50 국제무역론 3 3 0 2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118 공정거래와소비자 3 3 0 2학기 소비자경제학과 전공선택

21001021 경제정책론 3 3 0 2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074 국제마케팅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88 국제기업환경론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1094 한국경영론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0039 영문법 3 3 0 1학기

영문학분야

(택2이상)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214 미국법률조사및문서작성Ⅰ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061 고급영어회화및작문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362 세계화시대의영어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전공선택

21003375 다중매체를통한영어연습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일반교양

21000085 시사영어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일반교양

21000090 실용영작문 3 3 0 2학기 영어영문학부 일반교양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표의 상법개론/상법총칙은 동일교과목으로 간주하여  2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도록 함.

교과목�해설(가나다�순)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학과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21003644 국제분쟁해결(INTERNATIONAL�DISPUTE�RESOLUTION)

국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적, 사적 분쟁의 해결과 관련한 기본원리와 절차를 습득하여 무역

통상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21002047 국제통상법사례연구(CASE�STUDY�ON�THE� INTERNATIONAL�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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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4049 교육프로그램개발 3 2 1 1학기

1영역

(택� 4)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01893 기업경제학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1023 노동경제학 3 3 0 1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4048 인재개발론 3 3 0 1학기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01792 인적자원관리론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50150 노동법개론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0914 인사행정론 3 3 0 2학기 행정학과 전공필수

21004050 퍼포먼스컨설팅 3 2 1 2학기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50181 핵심역량과경력개발 3 3 0 2학기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01076 조직행동론 3 3 0 전학기 경영학부 전공필수

WTO체제하에서 국제경제질서규범과 각국의 국내법과의 상호관계와 국제통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경

제적 쟁점을 GATT/WTO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15_인재개발 연계전공

1.�과정안내

  글로벌 사회가 도래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

에도 기여하고 있다. 본 과정의 목적은 글로벌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개발하고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재개발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2.�진로안내�

  본 과정 이수 시, 국가수준에서는 인재개발 정책‧연구 분야에서 인재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로 종사할 수 있다. 전 

세계국가에서는 인재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을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

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과 결혼에 따른 이민인력의 증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재의 유입과 유출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발하는 정책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

고 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혁신, 지역인재 육성분야의 교육훈련 전문가로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조직 수준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인사‧교육‧노무분야 담당자로 종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인재를 발굴하

여 육성하는 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선진화된 인재개발 시스템과 성과‧보상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

들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의 인재개발 전문가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인재를 발굴하고 관리하

는 헤드헌터들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개설된 명문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융합분야

에서 정부, 기업, 연구기관에서 인재개발과 관련된 인턴십과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인재개발과 관련된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인재개발 전문 컨설턴트로 종사할 수도 있다.

3.�인재개발과�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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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학기 이수사항 주관과 교과구분
이론 실습

21003132 리더십교육론 3 3 0 1학기

2영역

(택� 4)

2영역

(택� 4)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3457 서비스리더십 3 3 0 1학기 문화관광학전공 전공선택

21009883 여성인적자원개발의이해 3 3 0 1학기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01473 창의성과시스템사고 3 3 0 1학기 행정학과 전공선택

21002569 평생교육론 3 3 0 1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0915 행정조직론 3 3 0 1학기 행정학과 전공필수

21002577 기업교육론 3 3 0 2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3891 다문화교육의이해 3 3 0 2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4052 미래인재개발세미나 3 3 0 2학기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01027 산업조직론 3 3 0 2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50182 성과중심의인재평가 3 3 0 2학기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03495 조직이론과설계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9997 관광교육론 3 3 0 1학기

3영역

(택� 4)

문화관광학전공 전공선택

21003885 교수법및프레젠테이션 3 3 0 1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0224 교육공학 3 3 0 1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0214 교육평가론 3 3 0 1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0892 노동법I 3 3 0 1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9884 성인학습의이론과실제 3 3 0 1학기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03114 조직개발과변화관리 3 3 0 1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0940 지역사회개발론 3 3 0 1학기 행정학과 전공선택

21000230 교육학교수법 3 3 0 2학기 교육학부 전공선택

21003908 노동법Ⅱ 3 3 0 2학기 법학부 전공선택

21001060 노사관계론 3 3 0 2학기 경영학부 전공선택

21003880 미래연구 3 3 0 2학기 행정학과 전공필수

21050183 이러닝의이해 3 3 0 2학기 인재개발연계전공 전공선택

21009867 일반사회교육론 3 3 0 2학기 행정학과 전공선택

21001115 중소기업론 3 3 0 2학기 경제학부 전공선택

21003711 프로젝트매니지먼트 3 3 0 1학기 문화관광학전공 전공선택

최소�이수학점계� :� 36학점�이상

* 인재개발연계전공 주관과목 9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교과목�해설(가나다�순)

 * 전공, 교양교과목은 해당과 또는 교양교과과정에서 교과목해설을 참고하십시오.

21004048 인재개발론(INTRODUCTION�TO�HUMAN�RESOURCE�DEVELOPMENT)

인재개발의 제 이론과 개념들을 바탕으로 인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원리들을 제시한다.

21004049 교육프로그램개발(DEVELOPMENT�OF�EDUCATIONAL�AND�TRAINING�PROGRAMST)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설계, 개발,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들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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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181 핵심역량과경력개발(CORE�COMPETENCY�AND�CAREER�DEVELOPMENT)

개인과 조직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생애적인 경력개발의 목표를 수립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한다.

21004050 퍼포먼스컨설팅(PERFORMANCE�CONSULTING)

조직의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적, 교육 외의 방법들을 통한 해결책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21009883 여성인적자원개발의이해(DEVELOPMENT�AND�UTILIZATION�OF�HUMAN�RESOURCE� FOR�WOMEN)

조직 내 여성인력의 선발, 배치, 활용 및 승진을 위한 방안들과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사례들에 관해 

살펴본다.

210501812 성과중심의인재평가(PERFORMANCE-ORIENTED�EVALUATION� FOR�TALENTS)

조직의 성과를 배양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인재평가 방법, 역량평가, 조직성과 평가방법들에 관해 논의

한다.

21004052 미래인재개발세미나(SEMINAR�ON�HUMAN�RESOURSE�DEVELOPMENT)

미래 인재의 특성과 이들의 양성과 관련된 정책현황, 국가와 지역사회 수준에서 미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21009884 성인학습의이론과실제(THEORY�AND�PRACTICE�OF�ADULT� LEARNING)

학령기 이후 성인들의 학습유형과 방법에 관해 살펴보고, 이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 략들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1050183 이러닝의이해(UNDERSTANDING�OF�E-LEARNING)

멀티미디어와 원격교육방법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닝의 제 이론과 방법들에 

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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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은 심오한 학문연구와 학술이론의 응용방법을 연마하여 

민족의 정통성 및 주체성을 확립하는 민족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과정 및 정원

제 2조 (과정)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을 둔다. 
제 3조 (협동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대학원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동과정(이하“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 4조 (학과 및 정원) 
① 대학원 각 과정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의 정원 중 20%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석사와 박사과정이 모두 설치된 학과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제 3 장 입학

제 5조 (입학시기)
입학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조 (입학자격)
각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석사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③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과 동일하나, 지원하는 학과와 이수한 전공분야가 같은 자
제 7조 (편입학)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8조 (취학제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박사과정 취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

인을 얻어 취학을 할 수 있되 그 재학기간은 휴직을 하여야 한다.
제 9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등 총장이 정한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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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선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과정, 수업, 학점

제10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각 과정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대학원 연계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교과목은 공동개설,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학점이수) 
① 석사과정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수료학점은 36학점 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수료학

점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보충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보충과목 이수해당자가 보충과목을 이수하는 학기에는 12학

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15조 (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16조 (수료증 발급) 
각 학위 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친 학생에게 별지 <서식 1>에 의한 수료증을 발

급한다. 
제17조 (학점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교과목 이수학점
2. 박사과정 입학 전의 초과취득학점
3. 학술교류 협정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4.“대졸미취업자를 위한 연구과정”이수학점
5. 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학점
6. 학·석사연계과정 이수학점
7. 석사 또는 박사과정생이 수강한 우리대학교 특수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

제 5 장 시험 및 성적

제18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말에 그 학기 수업일수 중 14주를 수업한 각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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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7∼100 4.3 B+ 87∼89 3.3 C+ 77∼79 2.3
A0 94∼96 4.0 B0 84∼86 3.0 C0 74∼76 2
A- 90∼93 3.7 B- 80∼83 2.7 C- 70∼73 1.7

F 69이하 0
W 포기 (Withdraw)

제19조 (학업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C-(1.7) 이상이며 전체학기 평점평균은 B0(3.0)이상
이어야 한다.

③ 성적불량으로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④ 개강 후 5주 이내에 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교과목은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보충과목 이수성적 인정은 C- 이상으로 하며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⑥ 평점평균의 산출은 총 성적 평점 누가치를 그 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 6 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재입학

제20조 (등록)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단, 위의 정규등록 학기 내에 수료학점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필요한 학기만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

여야 한다. 연구등록자는 학위논문에 필요한 연구와 실험실습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생은 당해학년도 입학금의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가 3학기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4학기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과정을 수료는 하였으나,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

는 학위취득을 위해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석·박사 통합과정의 3학기까지는 석사과정에, 4학기부터는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석사과정 수료조건을 갖춘 5학기 초부터 석사수료자로 전환처리 

한다. (신설 2006.1.1)
⑧ 입학금, 등록금 납부 및 반환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조번호변경 2006.1.1)
제21조 (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학원

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각 과정마다 통산 2년으로 하되,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 (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3조 (자퇴)
퇴학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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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① 재학연한이내에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② 전체 학기 평점평균이 B0(3.0) 미만인 자
③ 징계에 의하여 퇴학 조치된 자
④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⑤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진퇴학한 자
제25조 (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

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08.5.19)
③ 재입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④ 재입학한 학생은 제적이전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처음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7 장 전공의 변경

제26조 (전공 및 학과 변경)
① 동일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며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국가 차원의 주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다른 학

과의 전공으로 학과와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전공 및 학과변경 절차)
① 동일학과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은 3학기 초 20일 이내, 박사과정은 2학기 

초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변경원(관련 학과 소속교수 및 해당 학생) 
2. 성적증명서
② 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원(관련 학과 소속교수 및 해당 학생)
2. 국책 사업 수행 증빙 자료
3.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적용방법 및 동의서(학과주임교수 및 해당 학생)

제 8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28조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이 이를 징계한다.
제29조 (장학금)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 9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연구생

제30조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① 대학원에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 또는 연구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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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 (연구생) 
① 대학원은 석·박사과정의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연구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6조에 규정한 

학력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② 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별지<서식 2>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전형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장 자격시험

제32조 (외국어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은 영어, 박사과정은 영어와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

다.  단, 제2외국어시험은 학과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 (종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험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씩 실시한다.
제35조 (재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36조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1 장 학위논문

제37조 (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의 제출자격은 재학연한 이내에 각 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전체 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으

로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여야 한다.
제38조 (논문제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이 지정하는 기간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논문작성언어)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위 지정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 (논문심사 및 합격판정)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내·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학과 교수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자격기준에 의해 위촉된 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5명의 심사위원으로 하며 합격판정은 석사과정은 심
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제 12 장 학위수여

제41조 (학위수여)
각 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총장이 학위를 수여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5.19)
제42조 (학위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석·박사통합과정자 중 석사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한 자

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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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학위기)
석사·박사의 학위기는 별지<서식 3>, <서식 4>에 의하여 행한다.
제44조 (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

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장 명예박사학위

제46조 (자격)
우리나라 문화와 학술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

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 (학위기 및 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별지<서식 5>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하되 그 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

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하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5.19)
제48조 (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14 장 대학원 직제

제49조 (조직)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0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각 학과에는 과정별 주임교수와 지도교수를 둔다. 학과 주임교수는 학칙 및 학과내규에 의하여 제반 학

사업무를 관장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제 지정,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 15 장 대학원 위원회

제51조 (위원회 구성)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의 당연직위원과 총장이 위촉한 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제52조 (위원 임기)
대학원위원회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 (위원회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제 ․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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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위원회 의결)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 (학칙개정안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 (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7조 (학칙공포) 
개정된 학칙은 공포하여야 한다. 
제58조 (준용조항)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9조 (시행세칙)
본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196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서기 1971년 3원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변경학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2년 5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칙 제21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학칙을 적용

한다.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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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학칙은 1998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학칙17조 ①, ②항은 1998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학칙 제25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적된 자의 재입학  
           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외로 허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학칙 제25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외로 허용하며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 하지 못한 자,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학위취득을 못한 자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2003년 2월 28일까지 석·박사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칠 수 있
는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전에 생물학과, 전산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해 

2000학년도부터 생명과학과, 컴퓨터과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4조 ①항 및 제 40조 별표2는 2001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4조 ①항 별표(1)의 문헌정보학과 계열변경은 2001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0조 별표(2)의 문헌정보학과 학위종별은 2001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학칙 제 25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외로 허용하며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학위취득을 못한 자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석·박사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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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4조 ①항은 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4조 ①항의 별표1 및 제42조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4조 ①항의 별표1 및 제42조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4조 ①항의 별표1 및 제42조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대학원에설치하는과정,계열,학과및입학정원의 변경사항은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의 변경사항은 2010

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의 변경사항은 2010

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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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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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계열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일

반

과

정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394

국어국문학과

394

국어국문학과

394

국어국문학과

394

(인문계) 사학과 폐지

한국사학과 폐지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미술사학과 미술사학과 미술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인문사회계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학과

(사회계)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폐지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정보방송학과 정보방송학과 정보방송학과 정보방송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폐지

자연과학계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자연계)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계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공학계)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자연과학계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의약계)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예체능계 기악학과 기악학과 기악학과 기악학과

(음악) 성악학과 성악학과 성악학과 성악학과

작곡학과 작곡학과 작곡학과 작곡학과

예체능계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예체능계

(미술·조형)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예체능계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무용·체육)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협동

과정

학·연·산협

동과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별표 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① 석사과정(3계열, 41개 학과, 1개 학·연·산 협동과정/ 정원: 3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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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학년도별 변동사항
   1. 2005학년도 : 2004학년도 대비 정원감축(469명→ 429명, 총 40명 감소)
   2. 2006학년도 : 2006학년도 대비 정원감축(429명→ 404명, 총 25명 감소)
                   / 교육공학과를 폐지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교육심리학과로 통합
   3. 2007학년도 : 2006학년도 대비 정원감축(404명→ 394명, 총 10명 감소) 
                  / 공예과와 회화과를 조형예술학과로 통합․신설,
                  미술사학과 계열 변경(예체능계열 → 인문사회계열)
   4. 2008학년도 : 여성학협동과정 폐지(입학정원 15명 → 박사과정 정원 10명 증원)/ 무역학과 폐지
   5. 2009학년도 : 사학과와 한국사학과를 통 ․ 폐합하여 역사문화학과 신설,
                  불어불문학과를 프랑스 언어 ․ 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교육학과와 교육심리학과를 통합하고 교육심리학과 폐지
   6. 2010학년도 :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독어독문학과를 독일언어·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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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계열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1학년도 2011학년도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일

반

과

정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138

국어국문학과

138

국어국문학과

138

국어국문학과

138

(인문계) 사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미술사학과 미술사학과 미술사학과

인문사회계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가정관리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정보방송학과 정보방송학과 정보방송학과 정보방송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폐지

자연과학계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자연계)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계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공학계)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자연과학계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의약계)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예체능계

(음악)
음악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예체능계

(디자인)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예체능계

(미술·조형)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예체능계

(무용·체육)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협동

과정

학·연·산협

동과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② 박사과정(3계열, 33개 학과, 2개 학·연·산 협동과정/ 정원: 138명)

★ 2학기 신설학과 표시

 ※ 각 학년도별 변동사항
   1. 2005학년도 : 2004학년도 대비 증원(88명→128명, 총 40명 증가) / 통계학과 신설
   2. 2006학년도 : 문헌정보학과 신설
   3. 2007학년도 : 정보방송학과, 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멀티미디어과학과 신설 
                   / 미술사학과 계열 변경(예체능계열 → 인문사회계열)
   4. 2008학년도 : 2007학년도 대비 증원(128명→138명, 총 10명 증가)/ 무용학과 신설/ 무역학과 폐지
   5. 2009학년도 : 사학과를 역사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불어불문학과를 프랑스 언어 ․ 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6. 2010학년도 : 학·연·산협동과정 신설(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독어독문학과를 독일언어·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7. 2011학년도 : 학·연·산협동과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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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참여학과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농촌진흥청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2 2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 3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위명 학과명 학위명 학과명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중어중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일본학과,�미술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중어중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아동복지학과,�미술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헌정보학석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문헌정보학과

문화관광학석사 문화관광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교육학과

가정학석사 가정관리학과 가정학박사 가정관리학과

아동복지학석사 아동복지학과�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박사 정치외교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언론학석사 정보방송학과,�홍보광고학과 언론학박사 정보방송학과� (신설�2006.11)

법학석사 법학과 법학박사 법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소비자경제학과�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상학석사 삭제� 삭제�

이학석사

물리학과,�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통계학과,

의류학과,�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과학과,�멀티미디어과학과

이학박사

물리학과,�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통계학과,

의류학과,�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과학과,�멀티미디어과학과�

약학석사 약학과,�제약학과 약학박사 약학과,�제약학과

음악학석사 기악학과,�성악학과,�작곡학과 철학박사 음악학과

미술학석사
산업디자인학과,�환경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박사 디자인학과�

미술학박사 조형예술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체육학박사 체육학과

무용학석사 무용학과 무용학박사 무용학과�

<별표 2> 학위종별 

<별표 3> 학·연·산 협동과정 참여 학과 및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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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제          호

수   료   증   서

○      ○      ○ 
19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대학원( 석 ․ 박 )사학위 과정        학과에서
     소정의 이수를 필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  ○  ○ (인)

   석 ․ 박)사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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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제             호

증      명      서

○      ○      ○
19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대학원 석 ․ 박 )사학위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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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석제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전공 :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 원 장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 ○ ○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숙명여대   ○ ○  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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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박제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논  문 : 
위 의  사 람 은  본  대 학 교  대 학 원  박 사 과 정 을  이 수 하 여  논 문 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 원 장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 ○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숙명여대   ○ ○  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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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명박제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큰 공헌을
하였(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 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 원 장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 ○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명박   ○ ○ (나)  제 ○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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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학칙시행세칙은 대학원학칙에 규정한 내용의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시험

제 2조 (응시자격)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입학시험
1.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1) 국내 ․ 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박사과정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② 편입학시험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제 3조 (응시자 구비서류)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시험 
1.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1) 입학원서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2. 박사과정 
1) 입학원서(추천서 포함) 
2) 석사학위(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4) 이력서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각1부 
② 편입학시험 
1) 입학원서 
2) 대학(원)졸업증명서 1부 
3) 대학원 재학(재적)증명서 1부 
4)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제 4조 (시험과목 및 내용)
① 서류전형 
  서류전형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업성적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② 면접·구술시험 
  지원 전공에 대한 지식과 연구능력, 외국어 독해 능력, 학문에 대한 열의 등을 구술문답으로 시험한다. 
③ 실기시험 
  예 ․ 체능계 일부 학과의 경우 지원 전공에 대한 학력을 실기고사로 시험한다. 
제 5조 (합격자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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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요강을 확정하고 각 학과 주임교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학과별 선발인원배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입시전형 위원은 각 과정별 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 학과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삭제)
④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 6조 (사정원칙) 
사정원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조 (특별전형 및 편입학전형) 
특별전형 및 편입학에 대한 전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8조 (합격자발표) 
합격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고 합격증서를 발부한다. 
제 9조 (입학등록) 
합격자는 소정기간에 입학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10조 (합격취소) 
총장은 합격자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등록 미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등록ㆍ휴학ㆍ재입학ㆍ복학 

제11조 (등록의 종류) 
각 과정 학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등록 : 신입생 
② 재입학등록 : 재입학생 
③ 학기등록 : 재학생 
④ 연구등록 : 과정 수료 후 학위취득을 위해 재적하는 학생 
제12조 (수업연장학기의 등록금) 
각 과정별 정규등록학기 이후 학점취득을 위해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해당학기 등록금

은 취득하려는 학점 수에 따라 3학점은 등록금의 2/3를 감면할 수 있으며, 6학점은 등록금의 1/3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휴학) 
① 휴학은 수업연한이내에만 허가하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로서 입학한 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② 학기개시일을 지나 소정일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편입학) 
① 편입학자의 학기인정은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에 복학원을 제

출하고 해당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6조 (교과목 이수) 
① 각 과정의 학생은 다음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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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1) 공통과목 : 6∼9학점 
2) 전공과목 : 15∼18학점 
2. 박사과정 
전공과목 : 36학점 
3. 석․박사통합과정 
1) 공통과목 : 6∼9학점 
2) 전공과목 : 51∼54학점 
② 전공과목은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타학

과 개설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단, 유사교과목통합운영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③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한다. 
④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이상은 반드시 우리 대학원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

야 한다. 
제17조 (교과목설정 및 변경) 
교과목설정은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설정된 교과목은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교과목학수번호의 부여) 
설정된 교과목에는 다음 원칙에 준하여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1. 석사과정 00001∼19999 
2. 박사과정 20000∼39999 
제19조 (보충과목) 
①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자는 수료학점 이외에 학사과

정의 해당학과 교과목 중 15학점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 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다음 해당자는 수료학점 이외에 석사과정수료 학점을 보충 이수하여
야 하며, 입학 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보충과목으로 이수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1. 특수대학원 석사학위소지자 
2.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을 변경하여 입학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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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충과목지정 및 수강절차) 
보충과목이수 해당학생은 수강신청기간 중에 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에 대한 지도

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과 주임교수에게서 보충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 목(지정과목이 고
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충과목 인정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6.1.1)

제21조 (보충과목 이수시기) 
보충과목은 각 과정 수업연한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 (폐강기준)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개

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수강교과목 신청 및 시기) 
①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수업시간이 동일교시에 중복된 교과목은 이중으로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제24조 (수강신청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 (수강교과목의 포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교수,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개강 후 5주 이내에 수강교과목포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3)
제26조 (교과목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교내․외의 부교수 이상인자 
② 교내․외의 전임강사 이상인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③ 박사학위 취득 후 각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④ 위 ①, ②, ③항 이외의자로서 학과교수 전원의 합의로 추천한 자 
제27조 (교과목개설 및 담당교수제청) 
① 학기당 개설교과목수는 10과목(석사과정만 설치된 학과는 6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과목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1학기는 전년도 12월말, 2학기는 당년도 6월말까지 확

정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 
③ 주임교수는 신규강사를 교과목 담당교수로 제청할 경우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담당교과목의 제한)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교과목수는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타 학과 담당교과목 및 예체능계 교수

의 실기 담당교과목은 1과목을 추가 담당할 수 있다. 
제29조 (강의계획서제출) 
교과목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학교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시험 및 성적 

제30조 (교과목성적표 입력)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전

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성적의 공시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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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적평가결과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4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한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성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③ 성적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교수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성적은 성적정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타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답안지 등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교과목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교
과목 주관 학과 주임교수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⑤ 교과목 담당교수는 시험답안지, 과제보고서 등 성적평가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출석부는 학
사지원팀에 제출하여 1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 (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재수강 이전 성적은 삭제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4조 (수료증의 발급)
각 과정 수업연한까지 정규등록을 마치고 각 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

다. 
제35조 (학점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인정 할 수 있다. 
1. 학부학생이 학부ㆍ대학원의 연계과목(학ㆍ석사연계과정 교과목 포함)을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

점 외로 취득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석사과정 학생이 학부ㆍ대학원의 연계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사과정 재학 중의 이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중 활용을 불허한다.
3.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4.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복수학위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제5호를 적용한다. 
5. 편입학의 경우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6. 연구과정을 이수(1년)하고 이수과정과 유사한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7. 학ㆍ석사연계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8. 석․박사과정생이 소속 전공주임의 사전허락을 받아 우리대학교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

우에는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 (시험부정행위의 징계)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한다. 
① 당해학기 해당 전 과목 성적무효 : 대리시험 자 및 대리시험 의뢰자 
② 당해학기 해당과목 성적무효 : 기타 시험부정행위자 및 감독자 지시에 불응한 자 

제 6 장  학사지도 

제37조 (학과주임교수) 
석사과정 학과의 주임교수는 해당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겸임하며 박사과정 학과의 주임교수는 해

당학과 교수회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단, 본교에 해당학과가 없거나 
여러 학과가 통합된 대학원 학과의 주임교수는 유관학과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8조 (학과주임교수의 임기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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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박사과정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 과정 학사절차의 관장 
② 학과교수회의 소집 및 관장 
③ 학위논문지도교수 및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제청 
④ 기타 학과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제39조 (학과교수회의) 
① 구성 :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소속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관사항 
1. 학과내규제정, 개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소집 : 학과교수회의의 소집은 대학원 및 소속교수의 요청이 있을 때 학과 주임교수가 소집한다. 
④ 의결 :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②항 1호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보고절차 : 각 학과 주임교수는 각 과정 관장업무와 관련된 의결사항을 소속교수 전원의 날인을 거

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학과내규 : 학과교수회의는 학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을 내규로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 다. 
1. 학위과정별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⑦ 학과내규의 변경 : 학과내규는 공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7 장  정원 외 전형 

제40조 (전형절차) 
정원 외 해당자의 전형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에 의해 전형 할 수 있다. 단 전형방법은 대학원 위원회

에서 정한다.

제 8 장  연구생

제41조 (전형위원 및 절차) 
각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 중 적정인원을 선발시험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해당학과 입시전형

위원이 겸한다.
제42조 (연구생 지원서류) 
각 과정 연구생의 지원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최종학력증명서로 한다. 
제43조 (연구생의 연구년한·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생은 2개 교과목이내에서 매 학기 개설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44조 (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연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연구생의 실적증명발급 등) 
연구생의 교과목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일반 학적사항은 본과정 학생

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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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외국어시험 

제46조 (시험과목, 시간 및 출제내용) 
① 석사과정의 시험과목은 영어 1과목이며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시험과목은 영어와 제2외국어 2과목이며 시험시간은 각 과목 100분으로 한다. 제2외국어

는 불어, 독어, 중국어, 한문, 일어 중에서 택일한다. 
③ 외국어시험의 출제는 각 전공분야 연구에 필요한 일반적 외국어 독해력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한다. 
④ (삭제)
제47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외국어시험은 3월, 9월에 실시하며,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학연한 중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제48조 (수험료)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시험위원) 
① 석·박사과정 영어시험의 시험위원은 해당 외국어 전공교수 중에서 공통 1인 및 계열별 각 1인으로 

대학원장이 구성한다. 
② 박사과정 제2외국어 시험위원은 해당 외국어 전공교수 2인으로 대학원장이 구성한다.
제50조 (합격기준)
① 과목별 출제위원 2인의 채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공인된 영어능력 시험에서 일정수준이상의 점수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영어시

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국제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영어과정 이수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제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영어과정 이수자의 평가는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④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영어․제2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외국인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제 10 장 종합시험

제51조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과정은 18학점이상,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단, 보충과목이수해당자는 각 과정별 보충과목 이수가 완료된 자
만 응시할 수 있다. 

제52조 (시험과목, 시간 및 출제내용)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과목은 학과가 지정한 공통 2과목과 전공 1과목이며, 시험시간은 각 과목 80분으

로 한다. 
② 박사과정 종합시험과목은 학과가 지정한 전공 4과목이며 시험시간은 각 과목 80분으로 한다. 전공 4

과목 중 1과목은 소속 학과 타 전공 또는 타 학과의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의 출제는 전공분야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수준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과목은 학과교수회의에서 내규로 결정하여 대학원 요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3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시행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54조 (수험료)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출제위원 및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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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제위원은 교내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출제위원의 1인당 출제과목 수는 1과목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과목까지 허용할 수 있

다. 
③ 출제위원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제56조 (시험진행 및 채점) 
종합시험과 채점은 대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57조 (합격기준) 
각 과목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 11 장  학위논문 

제58조 (학위논문지도교수) 
①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제2학기 등록 1개월 이내에, 박사과정은 제1

학기 등록 1개월 이내에 학과주임이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학 ․ 연 ․ 산 협동과정의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

를 얻어 2명의 지도교수를 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9조 (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②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③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④ 위 각항 이외의 자로서 학과교수 2/3이상의 합의로 추천한 자 
제60조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지도 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중한 질병,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제출 당해 학기,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제출 직전 학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과 주임교수는 1주 이내에 새 논문지도교수를 대학원장
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61조 (삭제) 
제62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각 과정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 (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제출자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① 각 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0(3.0)이상인 자 
②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64조 (학위논문 신청절차) 
① 석사 3학기, 박사 1학기 학생은 해당 학기 초에 연구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지도

를 받아야 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은 해당학기의 지정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신청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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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용 논문 3부(박사과정은 5부) 
제65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 박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

명으로 하되, 최소한 교내 교원 1명은 배정되어야 하며, 박사학위심사위원 중 3명은 박사학위 소지자
여야 한다. 단, 학 ․ 연 ․ 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각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된다.
③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해당 학과에서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자격 요건을 갖춘 논문 심사위원 및 심사

위원장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66조 (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제67조 (심사위원 교체금지)
① 학위논문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이 중한 질병, 장기출

장, 퇴직, 사망 등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는 5일 이내에 새 논문심사위원을 대학

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③ 논문 심사위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심사 일정상 새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대상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외하는 심사위원은 1명에 한한다. 

제68조 (학위논문예비심사방법) 
① 석·박사과정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을 접수한 즉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일정을 통지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②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는 전원참석으로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5

분의 4이상의 참석으로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의 2회중 1회는 논문제
출자가 논문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부본,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전반적 수정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심사 보류를 지
시할 수 있다. 

제69조 (학위논문 본심사)
① 본심사는 석사학위 논문심사의 경우 예비심사 종료 1주일 이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의 경우 예비심

사 종료 2주일 이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행한다. 
②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

서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③ 논문의 내용과 체제를 검토한 후 구술시험을 질의응답 형태로 실시한다. 
제70조 (학위논문 합격판정)
① 석사학위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② 박사학위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③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경우의 합격판정은 교체대상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71조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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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회는 대학원이 정한 기일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2조 (학위논문의 재심)
학위논문 본심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와 제73조 제3항에 정한 학위논문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

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학연
한 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 (학위논문인쇄본 제출) 
① 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인쇄본 및 전자문서를 지정된 방

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인쇄본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합격 판정을 받은 학위논문 인쇄본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인쇄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논문 합격판정을 무효로 한다. 
제74조 (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 12 장  학점 교환

제75조 (학점교환 교과목)
학점교환 교과목은 타 대학원에서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하며, 본 대학원에서 당해 학기에 개

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11.05)
제76조 (교환 이수 학점)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환 학점은 매 학기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77조 (성적 인정)
학점교환제에 의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 
제78조 (수강신청)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환제에 의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교과목을 결정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수강교과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본 대학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교과목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제79조 (준수사항) 
타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0조 (외국대학 교환학생 학점교환)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학점교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변경학칙시행세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1992년 5월 1일 이전 입학자 에게는 제11조 ④항, 제12조, 제13조 ③항, 제21조, 제22조 

②항, 제23조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2. 제17조 ①항 1로 공통과목 규정은 199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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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3년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4년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개정시행세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5년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변경시행세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35조①,②,④항은 1998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⑯ 이 변경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시행세칙 제14조 ②항, 제35조 5호, 제50조  ②항은 199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

터 적용한다.

⑰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1999학년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⑱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1999학년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⑲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1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⑳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㉑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학년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㉒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학년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㉓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3학년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㉔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학년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㉕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학년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㉗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6학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㉘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㉙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㉚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㉛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㉜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7학년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㉝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㉞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㉟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학년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㊱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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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학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이하특

수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특수대학원의 종류)
특수대학원에는 교육대학원, 정책·산업대학원,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국제관계대학

원, 음악치료대학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TESOL대학원, 원격대학원, 사회교육대학원, 여성인적자원
개발대학원(이하각 특수대학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 3조 (각 특수대학원의 과정)
각 특수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석사 학위과정, 비 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두며, 특별과정으로 공개

강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전공 및 입학정원)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 5조 (입학시기)
특수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제 6조 (입학 및 편입학자격)
①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 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각 특수대학원에서 정하

는 전형과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기 인정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7조 (입학지원절차)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8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입학지원서류심사와 필기(실기)시험 및 면접·구술시험으로 하는 일반전형과 입학지원서류

심사 및 면접으로 하는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위탁교육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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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입학허가)
입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 10조 (전공분야)
각 특수대학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제 11조 (재입학)
① 학칙 제16조 2,3호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이 동일전공으로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년도 입학정원

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학칙 제9조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한 학생이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 12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기당 6학점(음악치료대학원7학점)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학

점당 등록금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 13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는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 15조 (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6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3.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제 4 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수업 및 학점

제 17조 (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 6월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1. 학기당 기준학점 초과취득자
2. 교류협정 등 특수한 경우
3. 우리대학교 SMU-TESOL, YL-TESOL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TESOL대학원으로 진학한 경우 
제 18조 (수업 및 수업일수)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

격대학원의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원격교육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각 특수대학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단, 특수대학원장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

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학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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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특수대학원 주임교수는 서로 협의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제 20조 (수료학점)
① 수료 학점은 24학점(임상약학대학원 27학점, 음악치료대학원은 32학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33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

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③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2]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 (보충과목 이수)
특수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은 학기당 6학점(음악치료대학원은 7학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은 9학점)을 초과하여 이

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과목, 재수강과목 및 교육실습을 수강하는 학생은 10학점까지 추가로 이수

할 수 있다.
제23조 (타 대학원 학점인정)
① 국내·외 타 대학원 및 우리대학교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7조에 의한 수업년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한다.

 

제 5 장 시험 및 성적

제24조 (시험)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 단,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의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25조 (학업평가 및 평점)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사항, 레포트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7∼100 4.3 B+ 87∼89 3.3 C+ 77∼79 2.3

A0 94~96 4.0 B0 84~86 3.0 C0 74~76 2.0

A- 90~93 3.7 B- 80~83 2.7 C- 70~73 1.7

F 69이하 0.0

② 특수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③ 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C-(1.7)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이며, 전체학기 평
점평균은 B-(2.7)이상이어야 한다.

④ 성적불량으로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
적은 무효로 한다.

⑤ 보충과목 이수성적은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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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학위수여

제 26조 (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특수대학원의 각 전공에서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자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특수대학원별로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특수대학원 위원회가 

지정하는 교과목 6학점 추가취득자, 학위과제(졸업연주, 졸업공연, 졸업전시회, 인턴쉽, 클럭쉽포함) 
심사에 합격한자, 또는 일정시험에 합격한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
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27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8조 (논문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 
3. 특수대학원별로 정하는 일정 시험에 합격한 자 
4.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제 29조 (논문심사)
①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교내·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학과 교수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하며, 심사결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0조 (학위종류 및 학위기)
각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단,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하며, 학위기는 

[별지 서식1]과 같다.

제 7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 31조 (학생지도)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특수대학원장,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32조 (징계)
①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33조 (장학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수여 원칙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 우수자 
2. 초·중등학교 현직교사 및 현직 공무원 
3. 각종 교류협정에 의거 입학한 자 
4. 특수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제 8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 34조 (공개강좌)
① 특수대학원에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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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등 세부사항은 특수대학원 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는 원격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 35조 (연구생)
① 특수대학원은 전형에 의해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별지 서식3]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전형 및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특수대학원 직제 

제 36조 (조직)
특수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7조 (교수구성)
① 각 특수대학원에는 대학원별 또는 전공별로 각각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이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과제 지정,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 10 장 특수대학원위원회

제 38조 (위원회 구성)
①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각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으로 구성되며 특수대학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 39조 (위원회 기능)
특수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규칙·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40조 (위원회 소집)
특수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이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 위원
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 11 장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

제 41조 (위원회 구성)
1. 원격대학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위원은 교무처장, 정보통신처장, 평생교육원장, 교수학습센터장, 원격대학원 각 전공의 주임교수로 구

성되며 원격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42조 (운영위원회 기능)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대학원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2. 원격대학원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격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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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조 (위원회 소집)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12 장 보칙

제44조 (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5조 (시행세칙)
이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교육대학원학칙, 경영대학원학칙, 정책대학원학칙, 디자인대학원

학칙, 임상약학대학원학칙, 국제관계대학원학칙, 음악치료대학원학칙, 정보통신대학원학칙, 전통문화예
술대학원학칙, TESOL대학원학칙은 폐지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종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26조 2항은 1999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라도 휴학하여 1999학년도 이후 복학한 학생은 이 학칙을 적용 받는다.
제 4조 (원격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내에 설치되어있는 원격(원격향장산업,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학

칙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원격(원격향장산업,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폐지하

며, 종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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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으로 인하여 폐지된 전공의 학생에게는 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

을 종전 학칙의 명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

을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개정 학칙은 2006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

을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폐지되는 전공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대학원/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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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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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 전�공 전문분야 학위종별 입학정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유아교육전공

초등교육전공

상담교육전공

교육심리전공

교육행정전공

국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불어교육전공

독어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전자계산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유아교육

초등교육

상담교육

교육심리

교육행정

국어교육

중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화학교육

물리교육

생물교육

전자계산교육

가정교육

영양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교육학�석사 220

정책·산업대학원

(정책대학원과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통합)

석사

학위

문화예술행정전공

사회복지전공

소비자경제학전공

e비즈니스전공

문화예술행정

사회복지

소비자경제학

e비즈니스

문화예술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석사

소비자경제학석사

e비즈니스학석사

43

라이프스타일

디자인대학원

(디자인대학원의�

명칭변경)

석사

학위

패션코디네이션디자인전공

화예디자인전공

리빙스타일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

화예디자인

리빙스타일

디자인학�석사 46

임상약학대학원 석사

학위

임상약학전공

사회약학전공

임상약학

사회약학

임상약학�석사

사회약학�석사

32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학위

국제홍보전공

인간안보�및�국제기구�전공

스포츠외교전공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국제홍보

인간안보�및�국제기구

스포츠외교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

국제학�석사

국제학�석사

국제학�석사

문화매니지먼트학석사

30

음악치료대학원 석사

학위

임상음악치료전공

치유음악목회전공

임상음악치료

치유음악목회

음악치료학석사 50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

학위

전통무용전공

전통음악전공

전통식생활문화전공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식생활문화

문화예술학�석사

60

TESOL대학원 석사

학위

TESOL전공

CALL전공

TESOL

CALL

TESOL�석사 40

원격대학원

석사

학위

향장미용전공

원격교육공학전공

영·유아교육정보전공

실버산업전공

아동문화콘텐츠전공

향장미용

원격교육공학

유아교육정보

실버산업

아동문화콘텐츠

향장학�석사

교육학�석사

유아교육학석사

실버산업학석사

아동문화콘텐츠학석사

200

[별표1]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전공, 전문분야, 학위 및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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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 전�공 전문분야 학위종별 입학정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놀이치료전공

리더십교육전공

유리드믹스전공

피아노페다고지전공

골프매니지먼트전공

미용예술전공

놀이치료

리더십

유리드믹스

피아노페다고지

골프매니지먼트

미용예술

놀이치료학�석사

리더십교육학�석사

유리드믹스학�석사

피아노페다고지학석사

골프매니지먼트학석사

미용예술학석사

62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

학위
여성인적자원개발전공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인적자원개발학석사 20

계 11개�대학원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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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전공 :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전문분야 :           )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학 석사(전문분야 :        )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숙명여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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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2>

수    료    증    서

성  명   ○    ○    ○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공
     (전문분야 :             )에서 소정의 이수를 필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학위명)     ○    ○    ○  (인)

  석사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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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3>

증      명      서

성  명   ○    ○    ○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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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각 특수대학원의 학사업무 전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 3조 (입학지원서류)
학칙 제7조의 각 특수대학원 입학지원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입학시험
1. 입학지원서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교 포함]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교 포함] 
4.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추천서[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지원자에 한함]
6. 기타 특수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편입학시험
1. 편입학지원서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수료(예정)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 대학 포함]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편입학 졸업자는 전적 대학 포함] 
4.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추천서[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지원자에 한함]
6. 기타 특수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 4조 (시험과목 및 내용)
각 특수대학원의 시험과목 및 내용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서류 전형 : 관련 전공과목 이수 여부, 성적 등을 심사한다. 
2. 전공시험 :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학력을 필답고사(실기시험 포함)로 시험한다. 
3. 면접·구술시험 :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연구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구술 문답으 로 시험한다. 
제 5조 (입학생 선발과정)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생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 접수 
2. 입학지원서류 심사
3. 면접·구술시험 및 필답(실기)시험
4. 입학사정 및 허가자 결정
5.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제 6조 (입학시험 전형절차)
① 특수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요강을 확정하고 전공 주임교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 입학시험 전형위원은 관련 전공분야 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 주임교수가 선정하고 특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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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위촉한다. 
③ 전공시험 출제는 입학시험 전형위원 중에서 담당하며, 문항의 구성 및 배점은 전형위원 회의에서 결

정한다. 
④ 특수대학원장은 출신대학 성적과 면접·구술시험 및 전공필기(실기)시험 성적결과를 수합하여 입학시

험 사정자료를 작성하고 특수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 7조 (사정원칙)
사정원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조 (입학허가자의 결정과 통지)
특수대학원장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에게

는 합격통지서를 교부한다. 
제 9조 (입학등록 및 서류제출)
합격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합격취소 및 차점자 보충)
총장은 합격자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와 등록 미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로 

보충한다. 
제 11조 (재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기 개시 5개월 전에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특수대학원에 재입학원서를 제출

하고 해당학기 재입학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1조의 2(학력조회)
신입학자 및 편입학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 학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및 퇴학 

제 12조 (등록의 종류)
학생은 학칙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납입금(입학금, 등록금)을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 및 편입학등록 : 신입생 및 편입학생 
2. 재입학등록 : 재입학생 
3. 정규등록(최초 5학기) : 재학생 
4. 학점등록 : 초과학점 이수자 또는 정규 5학기 이후에 학점을 취득 하 는자 
5. 연구생등록 : 연구생 
제 13조 (조기졸업자 및 수업연장학기의 납입금)
조기졸업자 및 5학기 정규 등록 이후 학점취득을 위해 수업년한을 연장하여 등록하는 학생의 해당학기 

등록금은 취득하려는 학점수에 따라 2학점은 등록금의 3분의 1을, 3학점은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부
하고, 4학점은 등록금의 3분의 2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조 (휴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는 특수대학원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③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휴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학기 개강일 이후에 휴학하는 학생 중 그 학기의 등록금 미납자는 제19조 제②항에 의거 [별표 1]과 
같이 공제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008년 6월 23일 개정) 

제 15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특수대학원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 (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특수대학원에 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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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제적)
징계에 의해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 18조 (재입학)
①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된자 중 각 특수대학원의 수료를 위

해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② 재입학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특수대학원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해당학기 입학금을 포함한 재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조 (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단,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

환하지 않는다. 
3. 재학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

제 4 장 교육과정 

제 20조 (교육과정) 
① 학생은 다음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공통과목 
2. 전공과목 
3. 논문지도(또는 학위과제 지도), 논문연구(또는 학위과제 연구) 
4. 보충과목 (학칙 제21조 해당자에 한함) 
5. 논문대체 학점이수(단, 논문대체 지정교과목 이수자에 한함) 
② 전공과목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9학점까지 타전공 개설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단, 학칙 제19조 1항과 중복을 인정할 수 없다. 
③ 학칙 제19조 제1항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원을 교학

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조 (특수대학원 교육과정)
각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 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 22조 (교과목설정 및 변경)
① 교과목설정은 주임교수의 발의로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설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임교수의 발의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 5 장 교과목 개설, 보충과목 및 수강신청

제 23조 (교과목 학수번호의 부여)
설정된 교과목에는 개설순서에 따라 연번으로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제 24조 (교과목 개설 절차)
① 각 특수대학원 및 전공의 주임교수는 개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

에게 다음 학기 교과목 개설을 신청하고, 특수대학원장은 개강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② 각 특수대학원은 매 학기 2∼3개의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단,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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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교과목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5조 (폐강기준)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6조 (보충과목)
① 학칙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학점 이외에 학사과정의 관련학과 교과목 중 9학점을 보충과목으

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입학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전공 주임교수가 보충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면제될 수 있다. 

② SMU-TESOL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에 입학할 경우, 보충과목 9학점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원생 중 교직이수신청자는 한 학기에 4학점씩 총 20학점의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 27조 (보충과목지정 및 수강절차)
보충과목 이수 해당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보충과목 이수계획서를 특수대학원에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충과목 이수시기)
보충과목은 석사학위 과정 수료 이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 29조 (수강신청 및 시기)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개강일전까지 학사일정에 따라 전산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제 30조 (수강신청학점 제한)
①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음악치료대학원은 7학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보충과목(교직 기본이수영역 과목 및 교직보충 과목 포함)이수 해당자는 보충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9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실습과 F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에는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학기의 논문 또는 기타 논문대체 관련 학점은 예외로 한다. 
제 31조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은 교과목의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교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신·

구 교과목 담당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특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조 (교육실습)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습을 석사학위 과정 수료 이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면제 및 대체 요건 해당자는 실습을 면제한다.
제 33조 (전공변경)
① 교육대학원은 동일계열내에서, 기타대학원은 동일대학원 내에서 2학기 초 20일 이내까지 1회에 한하

여 변경 전, 변경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수학점은 신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전공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전공변경원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조의 2 (수업연장학기)
정규등록기간 내에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교직이수신청자는 수업연장신청서를 특수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석사학위 청구 

제 34조 (석사학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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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선택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2. 학위자격 시험
3. 학위과제 수행(인턴십 등)
제 35조 (논문지도 및 논문연구)
1.  논문지도
 ① 논문지도라 함은 논문지도교수가 학위청구논문 지도에 따른 과정을 심사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논문지도는 논문지도교수가 성적을 부여한다. 
2. 논문연구
 ① 논문연구라 함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가 제출한 논문의 연구 성과를 논문지도교수가 평가하

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논문연구는 논문지도교수가 성적을 부여한다. 
제 36조 (학위과제)
① 학위과제 수행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갈음하여 전공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학위과제에는 학위과제물 제출, 졸업연주, 졸업공연, 졸업전시회, 인턴쉽 및 클럭쉽 등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③ 학위과제를 선택한 자는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대학원은 학위과제물 제출 외에 총 

200시간의 인턴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제지도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학위과제 결과물(또는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특수대학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조 (학위자격시험)
①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신하여 전공과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학

위자격시험 신청자격은 논문지도 및 논문연구(인턴십, 실습)과목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에 
한한다. 

② 학위자격시험은 교육대학원 공통1, 전공 4과목, 기타대학원은 전공 3과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③ 학위자격시험은 30학점을 이수한 당해 학기말 이후에 실시한다. 
④ 학위자격시험의 합격은 70점 이상으로 하며, 재응시 할 수 있다. 
⑤ 학위자격심사위원회는 전공 중 주임교수가 제청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전공주임교수가 된다. 
⑥ 주임교수는 전항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위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석사학위 여부를 최종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특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위자격시험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교과목 담당교수 

제 38조 (교과목 담당교수)
각 특수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

어야 한다.
1. 교내 전임교원(비전임교원 포함) 및 교외의 부교수 이상인 교원 
2. 교외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관련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원 및 요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기타 특수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 39조 (담당교수제청)
① 주임교수는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학기 개시 3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특수대학원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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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신규강사 제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규강사 추천서 
2.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위증명서
5.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6. 강사료 입금 통장 사본
7.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자 사본(외국인의 경우)
8.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2부
9. 강사추천 사유서(해당자에 한함)
③ 주임교수는 개설 교과목 및 교과목 담당교수를 제청할 경우 전공교수회의의 협의를 거쳐 특수대학원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 (담당교과목수의 제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특수대학원 소속 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1인당 학기별 담당교과목수가 2과목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전공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특수대학원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 41조 (강의계획서 입력)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수강 신청 전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 8 장 학점인정 

제 42조 (본교 및 국내·외의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① 본교의 각 대학원 (SMU-TESOL, YL-TESOL포함) 및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각 특수대학원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제관계대학원생이 재학 중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American 

University 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American University의 학생이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국제관계

대학원에 파견된 경우 School of International Service, American University에서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도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단, 2학기 이상 수학)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43조 (편입학 학점의 인정)
편입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18학점 이내에서 특수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4조 (학·군협약에 의한 학점의 인정)
① 학·군 협약에 의한 입학자는 세칙 제43조 및 제44조의 정한 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까지 특수대학원

장의 승인을 거쳐 특수대학원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군 협약에 의한 입학자는 수업년한을 1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 9 장 시험 및 성적 

제 45조 (교과목성적표 입력)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 성적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 말까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 및 논문연구는 논문지도교수가 평가한 후 성적은 P 또는 F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 46조 (교과목성적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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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각 특수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누락 등 착오가 있을 경우, 다음 학
기 수강신청 전까지 해당시험지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조 (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재수강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한 후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시 학점은 삭제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수강 신청 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특수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 48조 (수료증의 발급)
5학기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해당학기말에 학칙 제20조에 의한 수료증

을 발급한다. 
제 49조 (시험부정행위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장 학사지도 

제50조 (학사지도)
학생은 학칙 및 이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특수대학원장,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주임교수)
주임교수는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2조 (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사절차의 주관 
2. 전공교수회의 소집 및 주관 
3. 학위논문(또는 학위과제) 지도교수 및 학위수여심사위원의 제청 
4. 기타 전공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제53조 (전공교수회의)
① 구성 : 전공교수회의는 전공소속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관사항 
1. 전공내규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와 출제위원의 제청에 관한 사항 
4. 교과목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회의소집 : 전공교수회의의 소집은 소속 대학원 및 전공 교수 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전공 주임교수

가 소집한다. 
④ 의결 : 전공 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②항 1호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보고절차 : 주관업무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소속교수 전원의 날인을 거쳐 각 전공 주임교수가 특수대

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⑥ 전공내규 : 전공교수회의는 전공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1.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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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4. 논문대체 지정 교과목, 학위과제 및 학위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⑦ 전공내규의 변경 : 전공내규는 공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1 장 외국인학생

제54조 (전형인원)
각 특수대학원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학칙 제4조에 규
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각 전공별로 적정인원을 전형할 수 있다. 

제55조 (전형절차)
제54조에 의한 정원외 입학자의 전형은 학칙 제8조 제①항에 의하지 않고 면접 및 서류전형으로 할 수 

있다. 단,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에
게 한국어 능력시험을 부과한다. 

제56조 (한국어시험)
① 한국어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만점 200점 중 합계 10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

로 한다. 
③ 국내의 공인 한국어 학습기관 수료증 소지자에게는 한국어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제 12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57조 (공개강좌)
① 특수대학원장은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

며, 단일 교과목으로 개설된 강좌는 소정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과정 단위로 개설할 수 있으며, 각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 정원 등 세부 사항은 특수대

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의 운영은 특수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교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 그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 (전형위원 및 절차)
각 과정의 강좌를 수강하는 적정인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과정별 주임교

수가 제청하고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59조 (연구생 지원서류)
각 과정 연구생의 지원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 성적증명서로 한다.
제60조 (연구생의 연구년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년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생은 2개 교과목이내에서 매학기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61조 (연구생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연구생의 실적증명발급)
연구생의 교과목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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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외국어시험

제 63조 (시험과목, 시간)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또는 불어 과목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60분 이상으로 한다.(불어과목 선택은 

국제관계대학원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 전공에 한함, TESOL대학원은 외국어시험 면제) 단, 학기 중에 
개설되는 "영어"를 이수한자(단,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임상약학대학원은 영어강좌 이수 불가)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과목은 특수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4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외국어시험은 3월, 9월에 실시하며,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제 65조 (수험료)
①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어" 신청자는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6조 (시험위원)
영어시험의 시험위원은 해당 외국어전공 교수 중에서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67조 (합격기준)
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영어" 이수자의 평가는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③ 특수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공인된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외

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TESOL대학원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제 14 장 종합시험

제 68조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학기 등록생 또는 조기졸업을 신청한 3학

기 등록생이어야 한다.
제 69조 (시험과목, 시간)
종합시험과목은 교육대학원, 음악치료대학원은 공통 1과목과 전공 2과목으로, 국제관계대학원은 공통 2

과목과 전공 1과목으로 (단,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은 종합시험 제외), 정책․산업대학원, 전통문화
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은 전공 3과
목,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은 전공 실기 1과목으로 하고, 시험과목은 전공별로 따로 정하며, 시험
시간은 각 과목 60분 이상으로 한다. 

제 70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시행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 71조 (수험료)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2조 (출제위원 및 출제)
① 출제위원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출제위원은 전공별교수회의에서 선정하며,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73조 (시험진행 및 채점)
종합시험의 채점은 특수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 74조 (합격기준)
각 과목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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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제 75조 (지도교수)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3학기 등록 4주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특수대

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76조 (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전임교원(초빙, 겸임교수 포함) 및 교외의 부교수 이상인 교원 
2.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특수대학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77조 (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8조 (지도비)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9조 (체제와 규격)
학위논문의 체제·규격 및 학위과제 수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수대학원 위원회가 따로 

정한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및 학위과제 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0조 (제출자격)
①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제출자는 다음 각호 1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1. 학칙 제20조에 명시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2.7)이상인 자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종합시험을 면제 받은 자 
4.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후 1학기이상 지도를 받은 자 
5. 교육대학원, 원격대학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의 논문졸업자는 논문학기 전에 연구방법론 관련 교

과목을 최소한 한 과목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② 논문제출 학기에 전공과목, 전공보충과목, 교직보충과목, 연구방법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영어

강좌를 수강하는 자도 논문대체 추가교과목 이수 및 학위논문 또는 기타 학위과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 81조 (제출 신청절차)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제출신청자는 해당학기의 지정 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와 심사용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수행계획서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1. 학위청구논문신청서(또는 논문 대체교과목 이수신청서, 학위과제 수행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또는 학위과제) 3부 
제 82조 (심사위원회 구성)
학위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한다. 
제 83조 (심사위원자격)
학위수여심사위원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자격에 준한다. 
제 84조 (심사위원 변경금지)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의 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일신상의 사유 

등 부득이할 경우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85조 (학위수여 예비심사방법)
①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를 접수한 즉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 일정을 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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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②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예비심사는 전원참석으로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부본,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제출자는 논문 및 과제와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 86조 (학위수여 본심사)
① 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참석으로 행한다. 
②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단, 학위과

제 이수자는 학위과제 수행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 87조 (학위수여 합격판정)
석사학위 수여에 따른 논문 및 학위과제 합격 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학위수여 본심사와 구

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제 88조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학위수여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

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특수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 89조 (학위수여의 재심)
학위수여심사에 불합격한 학위논문 또는 학위과제 제출자는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해당학기 경

과 후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는 제87조, 제88조에 준한다.
제 90조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인쇄본 제출)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제출자는 학위수여 본 심사에 합격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1부를 포함한 인쇄본 5부 및 파일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학칙시행세칙 이전의 교육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경영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정책대

학원 학칙시행세칙, 디자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임상약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국제관계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음악치료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정보통신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전통문화예술대학원 학칙시행
세칙, TESOL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종전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세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시행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시행
세칙의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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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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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1.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
금 및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록금은 아래 
각 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3. 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는 교내 장학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
금 총액 대비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부족 시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반환금 계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반환사유발생일 공제/납부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등록금전액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1/6 해당액 등록금의 5/6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1/3 해당액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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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명 전�공 교�육�과�정 비�고

교육 전체

1.�공통과목�8학점 ·현직교사�중�부전공�이수자는�2학점�이상

2.�전공과목�16학점 ·현직교사�중�부전공�이수자는�22학점�이상

3.�논문지도�4학점

� � �논문연구�2학점

4.�보충과목�9학점�이상 ·전공변경�입학자.�단,�현직교사는�면제

5.�연구방법론�0학점 ·2006년�입학자부터�논문작성자에�한함

정책·

산업
전체

1.�전공과목�24학점

2.�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사회복지전공�학생은�사회복지관련�과목

�이수시�사회복지사�자격증�신청�가능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전체

1.�공통과목�9학점

2.�전공과목�15학점

3.�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동일학기에�전공실기(또는�전공연구)만�2과목

�신청할�수�없음

국제관계

국제홍보

인간안보

스포츠외교

1.�공통과목�6학점

2.�전공과목�18학점

3.�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공통� :�국제관계론,�국제학조사방법론,

� � � � � � �문화간커뮤니케이션�중�2과목�필수

·전공� :� (국제홍보)국제홍보론,

� � � � � � � (인간안보)국제기구론,

� � � � � � � (스포츠외교)올림픽스터디즈�or

� � � � � � �스포츠와세계화�중�1과목�필수

프랑스문화

매니지먼트

1.�전공과목�24학점

2.�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임상약학 전체

1.�공통과목�9학점

2.�전공과목�15학점

3.�임상연구논문�3학점,

� � �임상약학실습�3학점

·5학기이상�논문학기생이�이수

음악치료 전체

1.�공통과목�8학점

2.�전공과목�18학점

3.�음악치료실습�3학점

4.�음악치료인턴�3학점

5.�음익치료논문�3학점

·실습� :�과목당�1학점(음악치료실습Ⅰ,Ⅱ,Ⅲ(각

� � � � � � � 1학점)�2,3,4학기에�이수)

[별표 2] 각 대학원별 교육과정



숙명여자대학교_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549 -

대학원명 전�공 교�육�과�정 비�고

전통

문화

예술

전통무용

1.�전공과목�24학점

2.�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전통음악

1.�전공과목�24학점

2.�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3.�전공실기�심화특강Ⅰ,Ⅱ�0학점

·2007년�입학자부터�전공실기�심화특강

Ⅰ,Ⅱ�필수

전통식생활문화

1.�전공과목�24학점

2.�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TESOL 전체

1.�전공과목�24학점

2.�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Practicum은�논문대체과목(5학기생)

·SMU-TESOL을�이수하지�않은�학생은�반드시

�1학기에�SMU-TESOL과정을�이수하여야�함

원격 전체

1.�전공과목�24학점

2.�논문작성법

� � � (통계,연구방법론)�0학점

·2007년�2학기�입학자부터�논문작성자에�한함

여성

인적

자원

개발

전체

1.�전공과목�24학점

2.�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사회

교육

놀이치료

1.�전공�30학점

2.�인턴십�3학점

3.�논문지도�3학점

·놀이치료사�자격증�취득희망자는�1,2,4�학기에

�3학점씩�보충과목�수강가능

유리드믹스

1.�전공과목�24학점

2.�논문지도�3학점,

� � �논문연구�3학점

·피아노페다고지� :�전공이론�5학점,

� � � � � � � � � � � � � � � � 전공실기�1학점

리더십교육

골프매니지먼트

미용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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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표

과�정 계열별

합격기준점수

비�고TOEFL

(IBT)

TOEFL

(CBT)
TOEIC

IELTS

(9점만점)

석사

인�문�사�회 80 213 790 6

신청당시(매학기�

3.1/9.1�기준)

2년이내에

응시하여�취득한�점수

자�연�과�학 71 197 750 5

예� �체� �능 61 173 690 4

<SMU-MATE 성적 영어시험 면제 기준등급>

계�열�별
SMU-MATE�합격기준�등급

비�고
말하기 쓰기

인�문�사�회 중급Ⅱ�Mod.Low 중급-하�Mod.Low

유효기간� :� 1년이내에

응시한�등급
자�연�과�학 중급Ⅱ�Mod.Low 중급-하�Mod.Low

예� �체� �능 중급Ⅱ�Mod.Low�혹은�중급-하�Mod.Low

※ 예체능은 말하기 쓰기 테스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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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학위과제 체제 

1. 학위논문·학위과제 규격 및 인쇄방식 

① 판종 : 4,6배판(18.5㎝×25.5㎝)  
② 용지 : 8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
③ 인쇄방식 : 횡서로 단·양면 인쇄하며 워드프로세서로 한다. 
④ 표지 및 책 등의 인쇄방식 : 진한 곤색으로 하며 별표 (1)과 같이 신명 조체로 금색 인쇄한다. 
⑤ 제본방식 : 클로스 양장 
⑥ 속표지 양식: 별표(2)와 같이 인쇄한다. 
⑦ 인준서 양식: 별표(3)과 같이 인쇄한다. 
⑧ 표기언어 : 국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어로 한다.

2. 학위논문·과제 구비사항 및 순서 

① 표지
② 속표지 
③ 인준서 
④ 감사의 글 : 논문·학위과제 제출자가 개인 혹은 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할 때에 쓴다.(생략가능) 
⑤ 목차 
⑥ 표목차 : 도표, 그림, 사진자료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첨부한다. 
⑦ 국문개요 : 3페이지 이내로 간명하게 기술한다. 논문의 본문이 한국어 이거나 외국어일 경우 모두 

한국어로 기술한다. 
⑧ 본문 :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각주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본문 해당면 하단

에 기재한다. 
⑨ 참고문헌 
⑩ 영문개요 : 논문·학위과제의 본문이 외국어일 경우 본문에서 사용한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기술하고, 

논문의 본문이 국어일 경우는 외국어(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중 택1한다. 

3. 논문·학위과제 제출 유의사항 

① 제출부수 : 곤색 하드카바 10부 
② 유의사항 
㉠ 논문·학위과제 인쇄는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며, 하드카바 1부

는 각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9부는 별지 3호 인준지를 삭제하여 인쇄한다.
㉢ 논문·학위과제 제목은 반드시 논문심사·학위과제 결과보고서의 제목과 일치하여야 한다.



숙명여자대학교_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552 -

[별표 1] 겉표지

       18.5cm    

碩  士  學  位  論  文 ( ※ 學 位 課 題 ) (17point)

論 文(※學位課題) 題 目 (22 point)

副 題 目 (17 point)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22 point)

○○○專攻 (17 point)

○  ○  ○ (22 point)  

논
문
제
목
⌢
11
.

13 
point⌣

2
0
○
○
年
2(8)
月
⃝
⃝
⃝

25
.

5

㎝

※ 졸업년월 기재요령

   2001년 2월 졸업자 : 2001년 2월

   2001년 8월 졸업자 : 200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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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 속표지 >

碩  士  學  位  論  文 ( ※ 學 位 課 題 ) (17 point)

論 文(※學位課題)  題 目 (22 point)

副  題 目 (17 point)

指導敎授  ○  ○  ○ (17 point)

이 論文을 ○○학 碩士 學位 論文(※學位課題)으로 提出함. (17 point)

20○○ 年 6(12) 月     日  (18 point)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22 point)

○○○專攻 (17 point)

○  ○  ○ (22 point)  

 ※ 논문(학위과제)제출년월일 기재요령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 2001년 12월  일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 2001년  6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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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3) : 인준서 양식 >

○○○의 ○○학 碩士 學位 請求 論文(※學位課題)을 認准함. 

(17 point)

   논문( ※학위과제)제목 : (15 point)

                20○○年 6(12)月    日  (17 point)

   (15 point) 심사위원장 敎授(印)

위      원 敎授(印)

위      원 敎授(印)

 * 심사위원장 ‧ 위원의 명단은 공백으로 인쇄할 것.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17 point)

 

※ 논문(학위과제)인준년월일 기재요령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 2001년 12월 일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 2001년  6월 일

※ 제출용중 1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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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숙명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은 호스피탈리티 산업 및 기업의 서비스 

경영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영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본 원에는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의 경영학석사(MBA) 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공 및 정원)
   본 원의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입  학

제4조 (신입생 선발)
   본 원은 매학기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5조 (입학자격)
   본 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 (입학지원절차)
   본 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 지원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제7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입학허가)
   입학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9조 (정원 외 입학)
   법령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재입학)
   제15조 1 내지는 2호에 의거하여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

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영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9. 
8. 20)

제 3 장  등록․휴학․복학․제적

제11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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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휴학)
   ①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는 자는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승인

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경영전문대학원에 복학원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경영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14조 (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경영전문대학원에 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된 자

제 4 장  수업․학점․수료

제16조 (수업연한)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 (수업 및 수업일수)
   ① 수업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이수과목)
   ①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필수과목, 선택과목 및 인턴십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과과정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이수학점)
   석사과정 학생은 4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충과목 이수)
   경영전문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타 대학원 학점인정)
   ① 국내․외 타대학원 및 우리대학교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

되지 아니한다.
  ③ 복수학위협정에 의해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한다. 
제22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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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
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 2]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5 장  시험․성적

제23조 (시험)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의 시기, 방법 및 횟수는 강의 담당교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 (학업평가 및 평점)
   ① 성적은 학업태도, 각종 시험성적, 출석사항, 보고서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②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

는다. 
 ③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S(합격) 또는 U(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과정 평점은 C-(1.7)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이며, 전체학기 

평균평점은 B-(2.7) 이상이어야 한다.
 ⑤ 성적불량으로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재수강과목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⑥ 보충과목 이수성적은 수료학점의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⑦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

고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일에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학위논문․학위과제․학위수여 

제25조 (학위논문 및 과제의 종류)
   학위논문 및 과제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한다.  
     1. 학위논문    
     2. 비즈니스 과제  
     3. 사업계획서 
제26조 (학위논문 및 과제 제출자격)
   학위논문 및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학기 또는 4학기 수료예정자(개정 2010. 1. 19)
      2. 전체학기 평균평점이 2.7 이상인 자 
      3.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제27조 (학위논문 및 과제 심사)
 ① 학위논문은 심사 결과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② 학위과제는 발표를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0.10.29)
 ③ 학위논문 및 과제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 (학위수여)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 및 과제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의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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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복수학위의 수여)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
제30조 (학위의 취소)
   본 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 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학생지도․장학금 

제31조 (학생지도)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경영전문대학원장 및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징계)
   ①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 본분에 어긋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 대상 학생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징계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

출할 수 있으며,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인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33조 (장학금) 
 ① 본 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8 장  비학위과정․공개강좌

제34조 (공개강좌) 
 ① 본 원은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비학

위과정 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비학위과정 또는 공개강좌 개설 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의 운영은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교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 9 장  조  직

제35조 (직제)
   본 원에는 원장과 주임교수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제36조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경영전문대학원장, 경영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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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경상대학장, 경영학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한다. 
제37조 (위원회 위원임기)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에 관한 사항
      4. 비학위과정 및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39조 (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
다. 

제10장  보  칙

제40조 (세칙 및 내규)
   본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시행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제41조 (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제정학칙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숙명여자대학교_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560 -

[별표 1] 경영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전공, 학위 및 입학정원 

대학원 과정 전공 힉위종별 입학정원

숙명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주간
르꼬르동블루

호스피탈리티경영
경영학석사

20

야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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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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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제       호

수    료    증    서

○       ○     ○ 
19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  ○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  ○  ○ 전공에서

     소정의 이수를 필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학위명)                    ○  ○  ○  (인)

석사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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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숙명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2조 (지원서류) 학칙 제11조의 입학지원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입학원서 및 수험표
      2.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
      3. 재직 및 경력증명서
      4. 자기소개서
      5. 영어능력시험점수표
      6. 기타 필요 서류
제3조 (입학전형) 
 ① 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으로 하되, 매 전형시마다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

서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입학시험 전형위원은 경영전문대학원 소속 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경영

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선발기준)
   본 원의 석사과정은 직무경험이 2년 이상 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입학정원의 30%범위 내에

서 직무경험이 없는 자도 선발할 수 있다. 

제 3 장  등  록

제5조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1. 신청학점이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인 자는 등록금의 1/3을 납부한다.
      2. 신청학점이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인 자는 등록금의 2/3를 납부한다.
      3. 신청학점이 7학점 이상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다.
제6조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입학포기, 휴학 및 자퇴를 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당해학기 개강일 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입학금 외

의 등록금은 아래 표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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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발생일 공제/납부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등록금전액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3. 교내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등록금 
총액 대비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 부족 시에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업 

제7조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필수과목,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경력이 없이 입학한 학생은 반드시 현장실습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학점은 제1항의 45

학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삭제)
제8조 (설강과목 폐강)
   설강 과목의 최소 수강인원은 5명으로 하며, 최소 인원 미달 시 해당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영전문대학원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9조 (수강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 잔여 수강과목은 최소한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

외된다.
제10조 (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한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7~100 4.3 B- 80~83 2.7

A0 94~96 4.0 C+ 77~79 2.3

A- 90~93 3.7 C0 74~76 2.0

B+ 87~89 3.3 C- 70~73 1.7

B0 84~86 3.0 F 69 이하 0.0

제 5 장  학위논문 및 학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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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도교수의 선정)
   학위논문 및 과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 학기 시작 전까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주임교수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① 학위논문 및 과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차까지 인트라넷을 통하여 다

음 내용이 포함된 학위논문 및 과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제
    2. 동기 및 기대효과
    3. 내용 및 방법
 ②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및 과제 신청자에 대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해당학기 개

시일로부터 4주차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0.1.19)
제13조 (체제와 규격)
   학위논문 및 과제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규정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 ‘숙명 호스

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학위논문 및 과제 체제 및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0.29)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 본심사로 하며, 심사일정은 제출자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학위논문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학위과제 제출자는 발표를 토대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학위논문 및 과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경영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 (인쇄본 제출)
   학위논문 및 과제의 최종심사에 합격한 자는 합격 후 1개월 내에 인쇄본 5부을 제출하되, 이 중 1부

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제17조 (재심청구)
   학위논문 및 과제 최종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고

자하는 자는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논문 및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본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본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본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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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문화복지팀

1)�학생지도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발전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학생지도를 위한 위원

회 등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지도위원회 : 전체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생회 활동, 과외 활동의 지도방향을 심의하며, 학생처장을 비롯한 

당연직 교무위원과 교수, 실무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2) 평생지도교수 : 학생들은 평생멘토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를 선택하며, 지도교수에게 학교생활 전반 및 

전공, 취업 등에 관하여 수시로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2)�학생그룹

(1) 총학생회 :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우리대학의 창학이념,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학칙 및 숙명의 역사

와 전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문연구 및 전인적인 인격함양에 

힘쓰고, 리더십을 갖춘 21세기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활동의 신장을 위해 

대의원회․운영위원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다.

(2) 졸업준비위원회 :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예정자들의 학위수여식을 대비하여 졸업기념품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를 보는 학생 자치기구이다. 졸업준비위원회 구성은 각 단과대에서 1명씩 대표자를 모집함이 원칙이며, 선정된 졸업준

비위원들은 1년 동안 동료 학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3) 숙명리더십그룹 :   숙명리더십그룹은 우리대학 고유의 학생봉사그룹이다. 각 리더십그룹원들은 그룹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봉사심과 이타심을 배양하고 숙명의 이름을 널리 홍보하

고 있다. 또 전공과 적성에 맞는 리더십그룹 선택과 활동은 재학 중 자기계발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며, 진로선택과 희망직종 진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동아리 : 학생들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도움을 얻고 선후배간의 돈독한 

우정을 쌓는다. 우리 대학은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과 양질의 결과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동아리 공연, 발표회, 출판 

등에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3)�학생활동

(1) 학생단체의 조직은 원칙적으로 총학생회 산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15명 

이상(2개 단과대 ․ 4개 학과 이상)의 회원명단, 회칙, 활동계획서, 동아리 등록원, 지도교수 승낙서를 학생문화복지팀에 

제출, 등록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교 학생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개최 1주일 전까지 소정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학생문화복지팀을 통해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교내에 광고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10매 이내로 준비하여 학생문화복지팀의 검인을 받아 교내 지정게시

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게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게시기간 이후에는 자진 회수한다.

(4) 간행물 또는 인쇄물 배포 시에는 7일 전에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학생문화복지팀을 통해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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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생생활�일반�준수사항

(1) 공지사항 확인 : 학사일정, 학교 소식, 행사, 모집, 공모 등 학생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항시 확인한다.

(2) 복장 : 등교 시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3) 외부활동 : 학생은 불법단체, 유흥업소 등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없으며, 학교수업시간과 

중첩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부직은 가지지 않는다.

(4) 학생생활 : 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전공별로 선택한 평생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2. 학생서비스센터

1)�장학금� :�별표� 1

2)�민원�상담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각종 사항에 대해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준다. 단, 민원신청을 무기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없다.

3)�학사서비스

(1) 휴학(학칙 제25조, 학칙시행세칙 제51조 의거)

     (가) 신청기간: 매학기 개시 전월 14일～학기말고사 시작 전일(매년 6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나) 신청절차

① 미등록 휴학 (휴학 시작일～등록금 전액 반환기간) : 숙명블루리본시스템으로 휴학 처리

대출도서
반납

ð

숙명블루

리본시스템

접속

ð
계좌번호 입력

(학적>기본사항관리)
ð

휴학처리
(학적>휴학처리)

ð
처리결과 확인

(학적>학적변동내역)

② 등록금 공제 휴학 (등록금 전액 반환기간 다음 날～휴학 종료일): 휴학원서 제출

대출도서 반납 ð 휴학원서 작성 ð
휴학 처리

(학생서비스센터)
ð

처리결과 확인
(학적>학적변동내역)

*학기 개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칙 제53조)

(2) 복학/조기복학(학칙 제26조, 학칙시행세칙 제52조 의거)

     (가) 신청기간: 매학기 개시 전월 1일~말일(매년 6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참조)

     (나) 유의사항: 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 가능, 등록금 납부 전 복학신청 가능

 숙명블루리본시스템 접속 ð
복학처리

(학적>복학/조기복학신청)
ð

처리결과 확인
(학적>학적변동내역)

(3) 학적자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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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영문성명 정정: 영문 성명이 변경된 경우 학생서비스센터에 정정 요청을 한다.

     (나) 보호자주소 변경: 본인과 보호자의 주소는 숙명블루리본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관리한다.

     (다) 학적 기본사항 관리: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숙명블루리본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관리한다. 

(4) 자퇴(학칙 제27조, 제53조 의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할 경우 학생서비스센터에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되어 있는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본인, 보호자 날인 후 지도교수/학과장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학기 개시 후 자퇴하면 수업경과 기간에 따른 공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4)�제증명�및�학생증�발급

(1) 증명서 발급

* 발급 증명서 종류: 국/영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총 139종

① 인터넷 발급 

숙명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아이콘 클릭 → 로그인 → 증명서선택 → 결제 → 발급

② 증명서자동발급기 이용

   학생회관 2층 학생서비스센터 입구에 설치된 증명서자동발급기를 통해  증명서 발급 

(2)�학생증�발급

우리 대학의 학생증은 IC칩이 내장된 다기능 카드입니다. 학생증은 신분확인, 도서관출입 및 좌석배정, 도서대출, 디지

털 사물함, 전자출결, 교내시설 이용(PC 실습실, 피아노 연습실, 약대 실험실 등), 금융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숙명인의 필수품으로서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Ÿ 학생증 발급안내

구  분 신규발급 재발급

발급대상 신입, 편입생 재학생, 휴학생

준 비 물 없음 수수료 7,000원

발급기간 학기 초 즉시 발급

배 부 처 학부(과) 사무실 학생서비스센터

* 신규발급은 별도의 절차나 준비물 없이 학기 초에 일괄 배부됨.

(3) ISIC 국제학생증 발급

     (가) 발급 대상: 대학(원) 재(휴)학생 

     (나) 발급 절차: 학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국제학생증 발급 신청(사진 파일 입력) 

                   → 발급수수료(14,000원)를 지참하여 학생서비스센터 방문 → 즉시 발급

5)�편의서비스

(1) 습득물 보관

교내에서 습득된 물품을 보관하며, 습득물이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숙명홈페이지>커뮤니티 숙명>알뜰마당>학생서비스센터 보관습득물 게시판’에서 보관 중인 습득물을 확인

할 수 있다.

(2) 우산대여 

우천시 신분증을 맡긴 후 우산대여가 가능하며, 익일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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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순헌

① 수시 또는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숙명 건학이념을 구
현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이 뛰어난 자 또는 저명
한 국제대회 입상자 및 이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
로 장학위원회가 선정한 자 

② 정시모집 일반전형 최초합격자 중 수능 반영 영역의 
백분위가 평균 99점 이상인 자

- 재학 중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7 이상
- 재학 중 직전 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입학금�및�정규�8개학기�등록금�전액
·�기숙사�입실�시�기숙사비�지급,�기숙사�입실하지�않을�
경우�

� �학업지원비(매�학기�200만원)�지급
·� 복수학위� 경비(왕복항공료�포함)� 지원� (4개학기,� 최대�
1억원까지)

·� 본교�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진학� 시� 입학금� 및�
전�학기�등록금�전액�지원

·�외국�명문�대학원�박사학위과정�진학�시�왕복�항공료,�
4개�학기�등록금�지원�및�추후�본교�교수직�지원�시�
가산점�부여

블루리본

①�수시�또는�정시�모집�합격자�중�숙명�건학이념
을�구현할�수�있는�지도자적�자질이�뛰어난�자�
또는� 저명한� 국제대회� 입상자� 및� 이에� 준하는�
실적이�있는�자로�장학위원회가�선정한�자�

②� 정시모집� 일반전형� 최초합격자� 중� 수능� 반영�
영역의� 백분위가� 평균� 97점� 이상인� 자� 30명�
내외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7�이상
-� 재학� 중� 직전� 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 입학�및�학부�재학�시�입학금�및�정규� 8개학기�등
록금�전액

·�기숙사�입실�시�기숙사비�지급,�기숙사�입실하지�않
을�경우�학업지원비(매�학기�200만원)�지급

·�해외연수�경비(왕복항공료�포함)� 지원(2개�학기,� 최
대�5,000만원까지)

<다음�①�~�③�중�택일>
①�THE�EUROSCHOLAS�PROGRAM�경비�지원
②� 해외대학� 교환학생(최대� 1년)� 지원� 시� 경비� 지원�
(최대�10명�이내)� � �

③�해외�인턴십�프로그램�경비�지원

청송

정시모집� 일반전형� 최초합격자� 중� 수능� 반영� 영역의�
백분위가�평균�96점�이상인�자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7�이상
-�재학�중�직전�학기�사회봉사활동실적�10시간�이상

·�입학금�및�정규�8개학기�등록금�전액
·�해외연수�경비(왕복항공료�포함)�지원
� � (1개�학기�최대�2,500만원까지)

백로

정시모집� 일반전형� 최초합격자� 중� 수능� 반영영역의�
백분위가�평균�95점�이상인�자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7�이상
-� 재학� 중� 직전� 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
상

� ·�입학금�및�정규�4개학기�등록금�전액
� ·� 자매대학� 어학연수(3~4주)� 참가� 경비(왕복항공료� 포
함)�지원� :�최대�1,000만원까지

확대

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글로벌

서비스학부

�글로벌서비스학부�합격자로�입학사정관위원회가�

추천한�자�및�정시모집�수능성적�우수자�중�장학위

원회가�선정한�자

▶�A그룹:3명�내외

▶�B그룹:5명�내외

▶�C그룹:7명�내외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7�이상

▶�A그룹

� -�입학금�및�정규�8개�학기�등록금�전액

� -�기숙사비�또는�도서비�지원.

� -�해외대학�견학경비�지원

� -�정시모집�수능성적�최상위자�1명에�한해�해외연수�경

비(왕복항공료�포함)�지원�(2개�학기,�최대�5,000만원까

지)

� � � �단,�위�해당자는�A그룹�특전�중�'해외대학�견학경비'�

지원�대상에서�제외함.

▶�B그룹�:입학금�및�정규�4개�학기�등록금�전액,�정규�제

5학기부터�매학기�등록금�반액

� -�기숙사비�또는�도서비�지원,

 별표 1. 신입생 장학금 (2011년)

 1) 특선 장학금

 2) 특성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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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성적우수

[Ⅰ]

�수시�또는�정시�모집�합격자�중�계열별�수능�

반영영역의�백분위가�인문계열·예체능계열�평

균�93점,�자연계열�평균�90점�이상인�자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5�이상

·�입학금�및�정규�2개�학기�등록금�전액

·�재학�중�매�학기�등록금�반액

(구)

백로

성적우수

[Ⅱ]

①�정시모집�일반전형�최초합격자�중�모집단위

별�수능�반영영역의�백분위�평균�최우수자�각�

1명

②�약학대학(6년제)�가군,�나군�최초�합격자�기

준�수석�각�1명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5�이상

·�입학금�및�정규�2개�학기�등록금�전액

(구)

성적우

수+

단과대

학장

추천

자연계열

성적우수� � �

� � [Ⅲ]

▶�A그룹�:�정시모집�입학생�중�자연계열�수능

성적�최상위자�1명

▶�B그룹�:�정시모집�입학생�중�자연계열�수능

성적�차상위자�1명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5�이상

·�입학금�및�정규�2개�학기�등록금�전액

·�A그룹�:�해외연수�경비(왕복항공료�포함)�지원(1

개� �학기�최대�2,500만원까지)

성적우수

� � [Ⅳ]

수시�또는�정시�모집�입학생�중�수능�특정�영역

(인문계열은�언어영역,�자연계열은�수리(가)영

역)�백분위성적�만점자�약간�명

·�입학금�면제

(구)수

능영역

별우수

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C그룹�:입학금�및�정규�2개�학기�등록금�전액,�정규�제

3학기부터�매학기�등록금�반액

�

▶� [공통� :입학생�전원]�

� -�글로벌탐방단프로그램�1회�지원

� -�창업자금,�해외교류협력�연수경비�지급�

-------------------------------------

� � ·�2학년�1학기까지의�성적을�기준,�정원의�80%�이내

를�순차적으로�2개� �학기�해외대학�교환학생�경비�지원

� � ·�기숙사�입실�시�기숙사비�지급,�기숙사�입실하지�않을�

경우�도서비� (매�학기�120만원)�지급

� ·�창업자금,�해외교류협력연수경비는�지원서�제출자�중�

심사를�거쳐�차등� �지급함.

� ·�글로벌협력�전공� :� 2학년부터�해외교류협력연수경비�

지원(1회)�

� ·�앙트러프러너십�전공�:�2학년부터�창업자금�지원(1회)�

특성화및

신설전공

육성

� [대상�:�영어영문학부�테슬(TESL)전공,�사회심

리학과,�의약과학과]

▶�A그룹� :�정시모집�해당학과(전공)�최초합격

자�중�수능성적�최상위자�1명

▶�B그룹�:�정시모집�해당학과(전공)�최초합격자�

중�수능성적�차상위자�1명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7�이상

▶A그룹

-�입학금�및�정규�제�1,�5,�6,�7학기(4개�학기)�등록금�

전액

-�해외연수�경비(왕복항공료�포함)�지원(1개�학기,�최대�

2,500만원까지)

▶B그룹

-�입학금�및�정규�제�1,�5학기(2개�학기)�등록금�전액

-�해외연수�경비(왕복항공료�포함)�지원(1개�학기,�최대�

2,500만원까지)

201

1

신설

 
 3) 성적우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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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숙명리더십

�수시모집�학교장추천리더십�전형�최초�합격

자�기준�단과대학별(영어영문학부,�미디어학부�

포함)�수석�1명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5�이상

·�입학금�및�정규�2개�학기�등록금�전액

명재(明材)

�정시모집�입학생�중�각�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고교�소재지�기준)별�수능성적�최

우수자로�장학위원회가�선정한�자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5�이상

·�입학금�및�정규�2개�학기�등록금�전액

� �숙명�

총동문회장

�정시��모집�최종�등록자�중�수능�반영영역�백

분위�총점�상위자�1명
·�입학금�및�제1학기�등록금�전액

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청파

�수시� �또는�정시�합격생으로�기초생활보장수

급자�및�그의�자녀�중�장학위원회가�선정한�자

(지정된�기간�내에�신청한�자�중�선발)

-�재학�중�직전�학기�15학점�이상�

·�입학금�및�정규�2개�학기�등록금�전액

장애우

�수시��또는�정시�입학생으로�장애�1~4등급으

로�등록된�학생�중�장학위원회가�선정한�자(지

정된�기간�내에�신청한�자�중�선발)

-�재학�중�직전�학기�12학점�이상�이상,�평점�

평균�2.7�이상

·�입학금�및�등록금�일부

� -장애�1~2등급:�인문계열�등록금의�1/2(정규�8개�학

기)

� -장애�3~4등급:�인문계열�등록금의�1/3(정규�8개�학

기)

숙명가족 �친자매가�본교�학부에�재학�중인�신입생 ·�신입학�첫�학기에�500,000원�지급

숙명전국

학생미술

실기대회

�숙명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부문별�3위�이내

(은상�이상)입상하고�입학성적이�최우수인�자

(지정기간�내에�신청한�자에�한함)

-�재학�중�직전�학기�평점�평균�3.5�이상

·�입학금�및�정규�2개�학기�등록금�전액

*장학금지원은�매입학년도의�입학생�중�입학성적이� �

최우수인�자�1명에�한해�지급

*2012학년도부터�폐지�예고.

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역량개발
�수시모집��입학사정관전형별�합격자�중�입학사

정관위원회에서�추천한�자�각�1명�내외

·�입학금�및�제1학기�등록금�전액

·�자매대학�어학연수(3~4주)�참가�경비(왕복항공료�포

함)�지원� :�최대�1,000만원까지

 4) 입학사정관 장학금

 5) 일반 장학금

   ※ 신입생장학금의 “이수학점 및 선발기준” 은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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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중 필요 성적기준 ]

구�분 재학�중�필요�성적기준

순헌장학금,�블루리본장학금,�청송장학금,�백로장학금,�글로벌서비스학부장학금,�특성화

및신설전공육성장학금

재학� �중�직전학기�평점평균

3.7�이상

성적우수[Ⅰ]장학금,�성적우수[Ⅱ]장학금,�자연계열성적우수[Ⅲ]장학금,�숙명리더십장학

금,�명재장학금,�숙명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장학금

재학� �중�직전학기�평점평균

3.5�이상

[ 재학 중 이수학점기준 ]

구분 재학�중�이수학점기준

1~6학기
18학점�이상(P/F과목�최대�6학점까지�인정)

단,�국내대학�학점교류생의�경우� �본교에서�12학점�이상(P/F과목�제외)�이수해야�함.

7학기
12학점이상(P/F과목최대�3학점까지�인정)

단,�국내대학�학점교류생의�경우�본교에서� �9학점�이상(P/F과목�제외)�이수해야�함.

[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 선정기준 ]

▷�지급�기준을�충족하는�장학금이�중복될�경우에는�상위�장학금�하나만�지급한다.

▷�해당�장학금�지급�대상자가�타�장학금에�중복�선정되거나�등록하지�않을�경우에도�그�다음�순위로�이월하지�않는다.

▷�장학금�지급대상�인원�산출�비율�적용�시에는�소수점�이하�절삭하며,�1�이하의�소수는�1명으로�한다.

� � � (1.4�→�1명� /� 0.7�→�1명� /� 2.8�→�2명)

▷�장학금�지급대상�선정�시�성적기준�없이�위원회의�심의가�필요한�경우�심의에�따라�해당자가�없을�수도�있다.

장학금명 선발�및�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성적우수

장학금� � �

학부(과)의�학년별�직전학기�성적이�우수하고�직전학기�교내외�봉사활동�실적이�10시간�이상인

재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으로�선발�및�지급기준은�다음과�같이�한다.�단�학석사�연계과정의�

대학원�학점은�인정하나,�성적은�반영치�않으며,�학석사연계과정,�학점교류생은�성적우수�기준�

인원�외로�적용한다.

장학금명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고

단대전체

수석
단대별�1명 등록금�전액

-�진급학년�등록금�기준

-�최소이수학점

� ․ 1~6학기� :� 18학점이상
� � (P/F과목은�최대�6학점까지�인정)

� ․ 7학기� :� 12학점이상
� � (P/F과목은�최대�3학점까지�인정)

-�국내학점교류생

� � (본교에서의�최소이수학점)

� ․ 1~6학기� :� 12학점이상
� � � � � � � � � � � � (P/F과목�제외)

� ․ 7학기� :� 9학점이상
� � � � � � � � � � � � (P/F과목�제외)

학부학년

수석
학부(과)/학년

재학생수의�

20%

등록금의�65%

우수�1 등록금의�50%

우수�2 등록금의�40%

우수�3 등록금의�35%

우수�4 등록금의�25%

우수�5
재학생수의�

20%
등록금의�10%

등록금�전액

또는�일부�

숙명글로벌인재

장학금
글로벌시대를�선도할�차세대�여성�지도자를�육성하기�위하여�지급하는�장학금(복수학위제) 등록금�전액

숙명창조인재 생각하는�힘을�가진�창조적�인재육성�이라는�우리대학�교육목적을�구체적으로�실현하는�4대 등록금�

<별표 2> 재학생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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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선발�및�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장학금
교육목표인�인문적�소양,�창의적�전문지식,�글로벌리더십,�이타적�열정에�합당한�활동을�하는

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숙명리더십글로벌탐방단,�해외사회봉사,�리더십�등)�

또는

연수비용�

일부

�숙명장학금�
학생회�간부,�학내�언론기관�종사자,�기숙사�사생단,�졸업준비위원회�등�학생활동을�통하여

학교�발전에�기여하는�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등록금�전액

또는�일부

ROTC

장학금

[공통]� � *� ROTC장학금�우선지급.�

� � � � � � � � *�학군단�탈퇴시�수혜�장학금�전액�회수.

� � � � � � � � *�등록금�범위�내에서�타�장학금�수혜가능.�

숙명학군단

장학금

대대장후보생 �1명 등록금�100%

장교후보생 �4명 등록금�100%

중대장 �2명 등록금�100%

소대장 �2명 등록금�100%

일반학군후보생 21명 등록금�50%

등록금�전액�

또는�50%

2011

신설
숙명국방

장학금

해외문화탐방�등�해외교류관련�장학금�지원

� (재학�중�전인원�1회�이상�지원)
장학금�일부

기숙사

장학금
기숙사에�입실하는�학군단�학생

기숙사

운영비

(관리비)전액

숙명행복나눔

장학금

Grobal�

Campus

Programs

기초생활수급자,�소녀가장,�한부모가

정,�차상위계층,�기타�가계곤란한�학

생으로�학부성적�평점�평균�3.0이상

인�재학생

-국제언어교육원�수강료�2회지원

-�토플시험비�지원

-� SISS�강좌�수강료�지원

-�WBB�강좌�수강료�지원

등록금 및 
장학금 
일부

2011

신설

International�

Programs

-�어학연수프로그램�지원(홍콩자매대

학�기준)

-�국제화�장기프로그램지원�

(천만원*2학기,생활비,왕복항공료기�

준)1회

고시

�장학금

A 사법� ․ 행정� ․ 외무고시,�공인회계사�및�변리사�2차�시험합격자
2차�합격(합

격일�학기�포

함)�후,�등록

금�전액

B 사법� ․ 행정� ․ 외무고시,�공인회계사�및�변리사�1차�시험합격자
1차�합격(합

격일�학기포

함)후,�2개�

학기�등록금�

전액

C�

장학위원회가�인정하는�특정�전문직�

자격증�취득자(AICPA,�CFA,�보험계

리사)�또는�언론사준비반�

자격증�최종�합격(합격일�학기�포함)

자�및�언론사�준비반�지도교수�추천�

언론사�준비반1명

2개�학기

등록금�반액�

언론사

준비반�

추가

고시반지원

장학금�

사법�․ 행정� ․ 외무고시,�공인회계사�등의�1차�시험합격
자�또는�언론사준비반으로,�해당�지도교수가�추천한�학

생으로�기숙사�입실한�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1차�합격(합격일�학기포함)�자�및�언론

사�준비반�지도교수�추천�언론사�준비

반�1명

�2개�학기

기숙사운영비

(관리비)

언론사

준비반�

추가

외국인학생�성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학생 등록금�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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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선발�및�지급�기준 지급내역 비고

적우수장학금
-�부모�학생�모두�또는�부모�1인과�학생이�국적을�변경하여�외국�국적을�취득하고,�순수�정원�

외�특별전형으로�입학한�자
�또는�일부

세계지역핵심

인재장학금

-�세계�특정지역의�사회,�교육,�문화�분야�지도자�또는�교수가�추천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의�

리더로�성장할�수�있는�자질과�역량을�갖춘�자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특별전형을�통해�입학한�자로�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생�선발과정

을�통�해�선발된�외국인�학생� � �

등록금�전액

�또는�일부

숙명봉사

장학금

학내외�봉사활동이�뛰어난�학생�또는�팀에게�지급하는�장학금

(섬김,�장애학생도우미,�홍보모델,�숙명응원단�등)
등록금�일부

숙명리더십그룹

장학금

학교�발전의�비전을�공유하며�폴라리스,�숙명앰배서더,�숙명통신원,�학사모니터,�숙명통역봉사

단,

숙명지식봉사단�등의�활동을�통하여�학교�발전에�기여하는�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등록금�일부

숙명창업육성

장학금
숙명의�창업정신을�고양하는�벤처동아리�또는�창업을�희망하는�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등록금�일부

국내문화탐방

장학금

문화선도대학으로서�학생들이�한국문화의�우수한�전통을�이해하고,�세계문화로서의�한국예술

문화를�발전시키는�주역으로�성장하는�데�기여하기�위해�지급하는�장학금�
연수비용�일부

숙명공로장학금 본교�교직원�직계�자녀에게�지급하는�장학금 등록금�전액

숙명Honors

장학금
숙명을�빛낸�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학부(과)장이�추천하여,�장학위원회에서�선발함) 등록금�일부

국가유공자

장학금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정한�교육보호대상자에게�지급하는�장학금

해당�기간

등록금�전액

�자기계발

장학금

자기계발에�대한�비전이�명확하고�소신이�투철한�자로�교내�업무지원을�하는�학생에게�지급하

는�장학금
등록금�일부

숙명면학장려

장학금

품행이�방정하고,�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숙명학비지원특별장학금과�통합
등록금�일부

장애우장학금
�장애�1~4등급으로�등록된�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 � ․ 재학�중�직전학기�12학점�이상�이수하고�평점평균�2.7�이상 등록금�일부

공모전장학금 �공모전에서�수상�경력이�있는�학생을�심사하여�지급하는�장학금 등록금�일부

청파기금장학금
금운장학금�등�독지가들의�기탁금을�기금으로�적립하여�학업�성적이�우수하고�가정형편이�어려

운�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등록금�전액�

또는�일부

동문장학금
각�단과대학�및�학과�동문회의�장학금으로�학업성적이�우수하고�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에게

지급하는�장학금

등록금�전액

또는�일부

기탁장학금
말남� ․ 박수선� ․ 김재민� ․ 한순정� ․ 두성� ․ 김자은�장학금�등�독지가로부터�기탁�받은�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우수하고�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등록금�전액�

또는�일부

외부�장학금

우덕재단,�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두을장학재단,�미래에셋박현주재단,�신라문화장학재단,�유한

재단,

정수장학회,�송파재단장학금,�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앨트웰민초장학

금,

덕영재단,�금강장학재단,�서암여성지도자육성장학금,�미래에셋해외교환장학금,

삼일교회장학금�등�100여�개의�외부장학재단으로부터�기탁�받은�장학금으로�학업�성적이�우수

하고

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

등록금�전액�

또는�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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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4조 및 대학원 학칙 제29조에 의한 숙명여자대학교 및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장학금 종류,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①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장

학금의 기부 조건 등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삭제)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감면, 학비(수학)보조금 등을 말한다.  
2. “학비감면”이라 함은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3. “학비보조금”이라 함은 학생의 능력계발이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교비장학금”이라 함은 교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외부장학금”이라 함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교외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을 말한다.
제 4조 (장학위원회) 
① 장학금의 신설, 운영, 장학금 규정 등 장학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따로 둔다. 
②장학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장  장학금의 신청 등

제 5조 (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의 신청기간은 별도로 공고한다.
②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 6조 (장학생 추천) 
①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지도교수 또는 장학부서는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 7조 (선발 기준) 
본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봉사·협동정신이 강한 자 
3.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4. SMU-MATE, TOEFL 시험성적 우수자 
제 8조 (장학생의 확정)  
총장은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된 장학생을 장학생으로 확정한다.
제 9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장학금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현금(계좌)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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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장학금 지급 제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휴학
2. 제적 및 자퇴 
3. 징계처벌을 받은 자
4. (개정)
5.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6. 장학금의 지급 목적과 다르게 활용된 경우 
제 11조 (장학금의 회수)
장학금의 지급 후 제 10조 각 호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이중수혜 받

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 12조 (장학금의 이월)
장학금의 수혜자가 휴학을 하는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차기 복학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
제 13조 (이중수혜) 
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단,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이중수혜

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부장학금은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중 수혜할 수 있다. 

제 3장 장학금의 종류

제 14조 (신입생 장학금) 
대학(학부)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 지급기준, 금액 등은 장

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조 (재학생 장학금)
대학(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 지급기준, 금액 등은 장학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조 (대학원 장학금)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금의 명칭, 지급기준, 금액 등은 장

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조 (외부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국가 기관을 비롯한 교외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 추천을 의뢰하거나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추천

의뢰자의 제시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정한다.
1. 수혜자를 추천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장학단체 등에서 수혜자의 소속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장이 추천하

고, 장학업무 부서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사한다.
3. 장학단체 등에서 소속을 지정하지 않고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장학업무 부서장은 장학생 선발 기준

에 따라 추천 또는 선발한다.

제  4장  기 타

제 18조 (교.직원 자녀 등의 학비감면) 
본 대학교 교원, 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

급기간은 정규 등록학기로 한다. 
제 19조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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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74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77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78년 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장학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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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총학생회

  본 대학교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단체활동을 주도하는 대표단체로서 각종 학․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운영규정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총학생회 구성은 총학생회장 밑에 집행부를 두고 있다. 또한 학생활동의 신장을 위해 

학생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본 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이
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본교의 창학이념,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학칙 및 숙명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문연구 및 전인적인 인격
함양에 힘쓰며, 리더십을 갖춘 21세기 여성리더로서의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과 휴학생 및 정규학기 8학기를 초
과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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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회의 자치활동 및 본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침해받지 않는다.
제5조 (지도위원회) ① 본 회의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② 본 회의 지도위원은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구성) 본 회는 학생총회, 대의원회,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전 학과, 학

부 전공 학생회 및 기타의 학생문화활동 단체로 구성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7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와 본 회 회원에 관련된 중대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9조 (소집) ①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의 요구 또는 본 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학생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안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 학생총회는 본 회원 1/5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11조 (지위) 대의원회는 학생총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12조 (구성) 대의원회는 본교 전 학과, 학부 전공의 학회장 및 부학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의장단) ① 대의원회에는 의장, 부의장, 총무, 서기 각 1명으로 구성되는 의장단을 둔다.
  ② 대의원회 의장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5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2. 본 회 회칙 개정, 발의 확정권
  3. 총학생회장이 제출한 예산, 결산 심의 의결권
  4. 본 회의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권
  5.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불신임결의권
  6. 운영위원의 출석요구권
  7. 감사결과 부정발견 시 그 해당자에 대한 불신임결의권 및 이에 대한 징계청구권
  8. 기타 본 회의 제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권
제16조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의장이 소집

한다.
  ②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1주일 전에 그 안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5

조의 ⑤항, ⑦항은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총학생회장

제18조 (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의 장이 된다.
  ② 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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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기)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0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집행부의 부장을 임명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결산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학생자치활동 및 본 회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 및 관계 기관에 의견

서를 제출한다.
  5.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심의․자문기구이다.
제22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집행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본 회의 제반 사업
  2. 본 회의 예산, 결산
  3. 회칙개정 발의
  4.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
  5. 집행부의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권
  6.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요구
  7. 총학생회의 학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 개진
  8. 기타 본 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24조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정)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6 장  집 행 부

제26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이다.
제27조 (구성) ①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차장 및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총무부: 본회 활동의 총괄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2. 재무회계부: 본회의 예결산 편성 및 재무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3. 기획부: 학생문화활동 진작을 위한 행사 및 업무기획에 관한 제반 업무
  4. 대외교류부: 타학교 및 외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업무
  5. 문화복지부: 학생문화활동 단체 지원, 복지, 장학, 봉사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6. 운영부: 본회의 각종 회의 관리 및 진행에 관한 제반 업무
  7. 인력관리부: 본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봉사단 등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8. 홍보부: 본회의 홍보 및 자료․여론조사 등에 관한 제반 업무
  9. 미디어부: 본회의 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10. 편집부: 학교 문예지 발간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

제 7 장  단과대학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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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0조 (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당해 단과대학에 속하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 (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단과대학의 학생을 대표하며 운영위원이 된다.
제32조 (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33조 (단과대학 학생회칙)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회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조직과 회

칙을 갖는다.
제34조 (학과 및 학부의 전공학생회) ① (구성) 학과 및 학부의 전공 학생회는 소속 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하며 그 활동을 위해 자율적인 조직을 갖는다.
  ② (학과 및 학부의 전공학생회장) 1. 당해 각 학과 및 학부의 전공 학생회를 대표하여 소속 단과대

학 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과대학 학생회의 운영위

원이 된다. 
③ (업무 및 권한) 학과 및 학부의 전공 학생회는 당해 학과의 고유 업무 및 학생회장과 회원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④ (재정) 학과 및 학부의 전공 학생회의 경비는 자체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⑤ (회칙) 학과 및 학부의 전공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학생회칙 및 각 단과대학 회칙에 준

하여 정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35조 (경비) ① 본 회의 경비는 총학생회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총학생회 회비는 총학생회의 요청에 의거 학교 관계부서에서 징수․관리하고 지도위원회의 심의․조

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승인하고 집행한다.
  ③ 총학생회 회비의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기안과 해당부서의 결재 절차에 의해 지출한다.
제36조 (회계년도) ① 본 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본 회의 예산은 1, 2학기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제37조 (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① 편성된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예산확정 후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경정 예

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 (예산의 집행) 예산은 각 집행계획서의 승인 및 결재에 따라 지출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

계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결산) 총학생회비의 결산은 1, 2학기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제 9 장  선   거

제40조 (선거권)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41조 (피선거권) ①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전체학기 평점평균 B-/2.7 이상인 자)
  2. 정규 4학기를 이수하고 5학기, 5학기를 이수하고 6학기를 등록 중인 자(다음 해 재선거는 정규 5

학기를 이수하고 6학기, 6학기를 이수하고 7학기를 등록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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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회원 1/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법령 및 학칙에 의거 징계사항이나 경고사항이 없는 자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각 단과대학 학생회 회원의 1/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학과 및 학부 전공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과 및 학부 전공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제①항 제

1,2,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학생문화활동 그룹의 대표) 기타 학내에서 활동하는 학생문화활동 그룹의 대표는 제①항 

제,1,2,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선거방법) ①본 회의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한다.
  ②선거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선거시기)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과 학생회장, 대의원 및 대의원 

의장의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1학년 대의원의 선거는 3월 중에 실시한다.
제44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의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회 및 선거봉사단 또는 집행국을 둘 수 있다.
제45조 (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잔임기간이 

150일 이상일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기간이 
150일 미만일 때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총학생회장이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경우에는 부학생회장도 불신임받은 것으로 본다. 단, 잔
임기간이 150일 이상일 때에는 불신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150일 미만
일 때에는 불신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및 학부 전공 학생회, 대의원회, 기타 학생문화활동 단체의 회장단의 경우
는 궐위 후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6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회칙개정

제47조 (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1/5인 이상 또는 총학생회장이 발의한다.
제48조 (의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재적 대의원 2/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공포)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회칙은 총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회 회칙은 198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5년 선출되는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1985년  

월  일부터 1987년 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0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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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그룹명 활동내용

1 학사모니터 학사불편사항파악/학사관련 개선사항 제안

2 폴라리스 숙명여대 입학홍보 및 상담

3 숙명옴부즈맨 BLOOM 학내불만사항모니터링, 문화복지뉴스레터 제작/발송

4 숙명니비스응원단 교내외 응원공연봉사, 응원제 개최

5 숙명장학생봉사단 장학기금 마련&홍보, 외부봉사

6 SIWA 봉사단 한인입양아캠프 등 해외봉사 개최

7 숙명의료봉사단 연계병원 내 환자안내/보조

8 숙명지식봉사단 소외계층 교육봉사

9 숙명통역봉사단 교내외 통역봉사

10 숙명환경봉사단 에너지절약, 클린캠퍼스 홍보

11 숙명스포츠봉사단 스포츠를 통한 사회봉사

12 버디리더십그룹U.R.I 교내 외국인학생 지원

13 스타티스 동문 인적자료 확인, 발전기금모금 행사지원

14 숙명앰배서더 숙명여대 홍보대사, 의전활동

15 숙명통신원 월간뉴스레터, 틴스숙명 제작/발송

16 IT's U 숙명IT서비스 모니터링&제안/이용홍보

17 TEDxSookmyung TEDx활동(번역,강연개최,영상관리,홍보)

18 ABLE 리더십교육/행사지원, 리더십레터 제작발송

19 스마티어 도서관이용자대상 봉사, 어린이책읽기 교외봉사

20 숙명문화봉사단 박물관 전시안내&지원

21 숙명한국어교육봉사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22 투윈스 멘토프로그램 지원

23 아이비스 취업프로그램 지원, 뉴스레터 제작

24 청 숙명 토론문화정착지원/토론대회보조

25 숙명문화교류단 글로벌 문화교류 콘텐츠 개발, 협력모델 구축 

26 숙대신보 주간 학보 제작, 여고문학상 개최

27 숙명타임즈 월간 영자학보 제작

28 교육방송국 교내방송제작, 주요행사 생중계

29 SM-net 인터넷 방송국 운영, 주요행사 생중계

30 헤드라인뉴스팀 주간 영어 원어뉴스 제작

31 HUMANITAS 문과대학 리더십그룹

32 숙명과학교육봉사단 이과대학 리더십그룹

33 FROM 생활과학대학 리더십그룹

34 사과나무 사회과학대학 리더십그룹

35 SCOL 법과대학 리더십그룹

36 Future CEOs of Korea 경상대학  리더십그룹

37 나르샤 음악대학 리더십그룹

38 리코리스 엔젤 약학대학 리더십그룹

39 숙명아트앰배서더 미술대학 리더십그룹

4. 숙명 리더십그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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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아리명 활동내용

1 KUSA 숙명 유네스코 학생회

2 맥스 댄스 동아리

3 엉뚱한 사람들 발명 동아리

4 SUA 아프리카 후원 동아리

5 숙명합창단 합창 동아리

6 한기연 종교 동아리

8 숙명엠네스티 국제 인권 동아리

9 민턴럽 배드민턴

10 자본주의연구회 사회과학 학회

11 예수전도단 종교 동아리

12 숙명 마음수련 동아리 종교 동아리

13 글패시월 문학 동아리

14 HANA 북한 인권 동아리

15 FC숙명 축구 동아리

16 묵아랑 서예 동아리

17 아브락시스 볼링 동아리

18 SM-Pair 숙명국제학생회의

19 AIESEC 국제 리더십 학생 협회

20 숙명 로타랙트 국제 로타랙트 숙대 지부

21 SM-UNSA 숙명여대 유엔한국학생협회

22 한국기독학생회 IVF 종교 동아리

23 숙명스키팀 스키 동아리

24 설렘 뮤지컬 동아리

25 부자동아리 선한 부자 되기

26 하늘섬 천문 관측 동아리

27 반극회 연극 동아리

28 죠이 종교 동아리

29 자연과학연구회 자연과학 학회

30 설현애 클래식기타 동아리

31 검도부 검도 동아리

32 숙명여자대학교 불교학생회 종교 동아리

33 뮤지컬/연극 나눔 연합 동아리 컴퍼니 뮤지컬 및 연극 동아리

34 한국 대학생 선교회 종교 동아리

35 형설지공 독서 동아리

36 한국상경학회 경제 전반 지식 공유

37 원숙회 종교 동아리

38 데스티니 락밴드

39 미즈 대중문화감시 동아리

40 설화연 태권도 동아리

5.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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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동아리명 활동내용

41 캠 종교 동아리

42 숙명여자대학교 호우회 토론/봉사 동아리

43 송우 역사 탐방 동아리

44 이쿠스 문화워크캠프 개최

45 RCY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대학부

46 SOLUX 리눅스 동아리

47 SOPHIA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48 Be Soul Ladies 흑인음악 동아리

49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반 토론 동아리

50 숙명여대 피플투피플 자원봉사 동아리

51 설미 아마추어 미술 동아리

53 ESCA 만화 동아리

54 금융경제연구회 금융경제 학회

55 숙미 사진 동아리

56 원화 태껸동아리

57 글라라 종교 동아리

58 SFA 여성학 동아리

59 최후의 발악 배구 동아리

60 CUM 기초학문 교양공동체

61 SC숙명 수영동아리

62 아름터 교육봉사

63 아침 영화 동아리

64 숙풍 풍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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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할부서 외

1. 숙명리더십개발원(SMGLI)

가. 설립목적

  숙명리더십개발원은 평화와 공존의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세계적 여성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리더십개발원은 공공의 목표와 자아실현을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며 자발적

인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진정한 리더십으로 정의하고 리더십 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재학생을 위한 리더십 상담을 실시하고 리더십 교육 훈련 결과물 등을 전시하는 전시공간 및 리더십 

전문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리더십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리더십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숙명리더십개발원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리더십교육 

및 훈련의 선도기관이다.

나. 연혁

  숙명리더십개발원은 2002년 10월 리더십센터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3년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

분야 3개년 연구과제인 ‘21C 여성리더십모델 연구’에 선정되면서 리더십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2004년도에는 연

구를 기반으로 하여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 대학특성화 국고지원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

되면서 리더십센터는 숙명리더십개발원(SMGLI)로 승격이 되었다. 2005년에는 리더십특성화 (세계 최고의 리더십대

학을 지향하는 교육시스템 개혁)확정을 통해 리더십교양학부가 설치되었고, 숙명리더십연구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2006년에는 숙명리더십개발원 부설로 창조적리더십연구센터가 설치되었고, 이후, 글로벌리더십 포럼, 리더십특성화대

학 추진사례 보고회 등 국내 리더십교육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갔다. 2007년에는 S Leadership 이 선포되었고, 

리더십도서관, 리더십전시공간인 S리더십에듀페어 등이 설치되어 리더십연구 및 교육에 박차를 가했다. 2008년도에는 

S리더십 시뮬레이션 교육시스템(LMS)를 오픈하여 유비쿼터스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의 목표와 부합한 온라인강의를 

제공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의 리더십 연구분야 석학 및 리더들을 초청하여 2009 글로벌리더십 컨퍼런스를 대규모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리더십 연구강화 및 홍보를 하였고, 대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였다. 

다. 교육과정

1. 재학생 리더십프로그램

∙리더십교양학부 

「리더십특강」「창조적리더십워크샵」등 교과목 운영을 통해 내․외적 리더십 함양과 리더로서의 소양을 고루 갖추어 

전공학습에 임하도록 한다.

∙숙명리더십캠프 

  연 1회 언론사, 봉사동아리 등의 학내리더십그룹을 중심으로 심화된 리더십교육을 수행, 상호교류 및 리더십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학생이 올바른 리더십 개념을 정립하고, 숙명의 섬김리더십 철학과 비전공유를 통한 

숙명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

∙리더십특강

  숙명인재상 4영역(인문적소양, 창의적 전문지식, 이타적열정, 글로벌리더십)의 각 영역에서 전문성, 신뢰도 및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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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방적인 특강 위주의 수업이 아닌 효과적인 시간분배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상호작용으로 학생들에게 미래설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숙명인재로서의 자부심을 강화시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잠재숙명인 리더십프로그램

∙ 주니어 ROTC 교육시행

민족적 긍지로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시민 육성의 비전을 가진 우리대학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숙명학군단에 관심 

있는 여고생 대상의 리더십캠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관과 안보의식의 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에 기여

하고자 한다.

라. 시설 및 환경

1. 수업 환경

∙리더십도서관

  국내외의 다양한 리더십관련 서적 및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는 리더십 도서관은 숙명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리더십에듀페어 운영

  백주년기념관에 위치한 리더십교육 상설전시공간으로 리더십교양학부생들의 교육 결과물을 전시하고 이를 교내외 

구성원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리더십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부 속 기 관

1. 도 서 관

가. 개황

- 1938년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 / 부속 도서실 발족

- 1948년 숙명여자대학 인가 / 부속 도서관 개칭

- 1955년 종합대학교 승격 / 정식 대학도서관 발족

- 1961년 도서관 3층 건물 신축 준공 (연건평 892평)

- 1984년 도서관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신축 준공 (연건평 3,568평)

- 1988년 도서관 전산화 작업 시작 

- 1995년 도서관 토탈 시스템 (Total System) 구축

- 2000년 세계여성문학관(Wowlic)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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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음악도서실 개실

- 2005년 통합형 전자도서관 시스템 오픈

- 2005년 지하 열람실 신축 (연건평 957평)

- 2006년 도서관 리노베이션 완료 

- 2007년 리더십도서실, 법학전문도서관 오픈

- 2008년 100만권 장서 소장기념식

- 2010년 

 단행본 976,155책, 비도서 13,064종, 전자자료 122종(패키지),인쇄형연속간행물 1,986종

 총면적 17,740㎡(연건평 5,366평), 좌석 2,601석 기타 PC 347대 등 각종 첨단시설 보유

나. 도서관이용

(1) 개관 시간

구  분 위  치 학기 중 방학 중

도 서 관
1층-6층

평  일 : 09:00-22:00

토요일 : 09:00-17:00

평  일 : 09:00-19:00

토요일 : 09:00-13:00

A,B층 24시간 개방 (연중무휴)

법학전문도서관 진리관 102호
평  일 : 09:00-22:00

토요일 : 09:00-17:00

평  일 : 09:00-19:00

토요일 : 09:00-13:00

리더십도서실 백주년기념관 501호
평  일 : 09:00-18:00

    토요일 : 휴  실

평  일 : 09:00-17:00

    토요일 : 휴  실

음악도서실 음대 205호
평  일 : 09:00-20:00

    토요일 : 휴  실

평  일 : 09:00-17:00

    토요일 : 휴  실

※ 일요일 및 법정공휴실은 휴관, 그 외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폐관시간을 조정함.

(2) 이용 방법

 (가) 출 입

  ① 각 정보실은 개가식으로 운영되며, 소지품은 가지고 들어간다.

  ② 도서관에 들어갈 때는 ID카드(학생증 및 도서관 이용증 : 모바일 포함)를 도서관 입구의 출입시스템에 인식시켜

야 하며, 자료를 무단 반출할 때는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 인쇄자료이용

   ① 대출 : 도서관 웹사이트 Catalogs 메뉴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도서상태와 청구기호, 서가번호, 소장위치를 

확인하여 서가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1층 대출․지정도서실과 1,3층에 설치된 무인대출기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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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책수 및 대출기간>

    

구          분 책  수 기  한

학부생 (휴학생 포함)  7책 14일

학부생 (장애우) 20책 30일

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15책 30일

대학원생 (장애우) 20책 60일

교수 (전임강사 이상) 20책 90일

직원 10책 20일

연구원, 조교 7책 14일

시간강사 12책 20일

졸업생 5책 14일

단기과정 수강생, 교직원 가족 5책 7일

졸업생 평생회원 3책 10일

발전기금기탁자, 시간제 등록생 2책 7일

수시입학생 3책 7일

  ② 반납 및 연장

대출한 책은 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는 도서관 웹사이트 대출&예약 메뉴에서 반납 기일 

전에 연장할 수 있다(연체도서와 예약도서는 연장할 수 없음).

  ③ 대출한 책을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가 부가되며, 연체된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자료 대출이 중지된

다. 연체료 및 제재조치의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다) 전자정보(E-Resources) 이용

도서관 웹사이트 E-Resources 메뉴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전자학술지,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교외에서

도 도서관 ID 및 비밀번호로 이용이 가능하다.

(3) 도서관 서비스 안내

 (가) 자료구입 신청

     비소장 자료에 한하여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에 의해 구입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은 [도서관  웹사이트 

→ My Library → 자료구입 신청]에서 하며 처리결과는 홈페이지 또는 e-mail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원문복사서비스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국내외 협력 도서관 및 문헌제공기관에 의뢰하여 복사 받을 수 있는  

    유로서비스이다.

(다) 타기관 도서대출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단행본을 국내외 협력 도서관 및 문헌제공기관에 의뢰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유로서비스이다.

(라) 타교열람의뢰서 발급

    다른 대학도서관이나 기관에는 도서관에서 발급한 ‘타교열람의뢰서’와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타교열  

    람의뢰서 발급은 [도서관 웹사이트 → Services → 타교열람의뢰서 신청]에서 한다.

(마) 이용교육

    도서관 이용과 다양한 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이용교육, 수강과목별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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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도서관 웹사이트 → Services → 이용교육 → 교육일정 /신청]에서 할 수 있다.

(바) 장애우 지원서비스

  장애우의 원활한 자료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대출하여 배달 또는 반납해 주는 서비스다. 신

청은 [도서관 웹사이트 → Services → 장애우 지원]에서 한다.

  (사) 숙명 E정보 온라인 검색대회

도서관 구독 전자정보자원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검색대회를 실시하여 시상하고 있다. 

  (아) 영화와 감성리더

2층 홍은원 영상자료관에서 매 학기 테마를 정하고 관련 영화를 선정하여 주 1편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다. 층별 안내

층 실                명

지하  보존서고 

1층  대출․지정도서실, 세계여성문학관, 고전자료실, 신한 로비, 장서개발팀

2층  SMART Plaza, 이경순 DICA Plaza, 홍은원영상자료관, 교사자료실, 교육․회의실, 시스템실, 관장실

3층  인문과학정보실

4층  사회과학정보실

5층  자연과학․예체능정보실 I, 休 (휴게실)

6층  자연과학․예체능정보실 II

A층  A1～A4 열람실, 휴게실, 디지털사물함

B층  B1～B3 열람실, 보존서고, 사물함

2.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정영양자수박물관

◉ 위치 l 르네상스플라자 1F/B1   ◉ 전화 l 710-9134, 2077-7208~10    

◉ 숙대박물관 홈페이지   http://museum.sookmyung.ac.kr

   정영양자수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cem.ac.kr /  http://www.chungyoungyang.com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예술․고고미술사학․인류학․민속학, 특히 한국의 여성생활사연구와 일반 민속학의 영

역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함을 목적으로 1971년에 6월 10일 정식 개관하였

다. 지금의 박물관은 1995년 故 김경애 동문이 기증해 주신 기금을 기반으로 신축하여 2004년 5월 11일 개관하였다. 

전시실과 수장고, 훈증실, 도서자료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등의 전시․교육․연구 시설 등을 갖추었으며 보존과학실을 

설립하여 유물의 보존 및 복원 처리 연구 등도 수행한다. 또한 박물관은 문화벨트의 중심으로서 수준 높은 전시와 연구, 

전문적인 유물 보존 등을 통하여 본교의 역사와 전통, 긍지를 널리 알리고, 숙명인의 문화리더 육성에 이바지하며, 

서울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문화향수 기회와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영양자수박물관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세계화 경영, 문화 리더 양산을 위한 비전, 국제적인 자수연구가인 정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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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의 후학 양성들을 위한 계획들이 시초가 되어 설립되었고, 최초의 세계자수박물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정영

양자수박물관은 관장 정영양박사의 학문 연구의 근거가 되었던 유물 800여점 을 소장하고 있으며, 고대와 근․현대에 

이르는 전 세계의 자수 작품들을 통해 자수 예술의 세계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정영양 관장은 세계 최초로 자수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학자인 동시에 훌륭한 자수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가로서 한국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리는 자수 

영역에서의 선구자이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은 자수 및 직물 예술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전시관과 수장고, 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등의 전시/교육/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수와 직물을 교육하는 러닝센터를 운영하여 섬유 예술의 연구

와 대중화를 선도하는 전문박물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관 이후 소장 유물의 보존 및 복원처리를 하여 왔고 

전문적인 유물 보존 작업을 위하여 2006년 6월 12일 보존과학실을 정식 오픈하였다. 

가. 숙명여대박물관 소장품

보물 1077호 근사록, 중요민속자료 흥완군 복식, 사절복색자장요람 및 목공, 도자, 복식, 서화류 총 8,000여 점

나. 정영양자수박물관 소장품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복식자수, 종교자수, 생활자수 등 총 800여 점

다. 관람 규정

① 본교 학생 및 외래 관람인은 관람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②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 - 토요일 10:00 ～ 17:00

③ 휴관은 다음과 같다.

     정기휴관 : 일요일 및 공휴일

     임시휴관 : 전시교체 및 유물정리 등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관람자가 진열품의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유물의 디지털 파일이나 필름이 

있는 것은 복사한다.

⑤ 과다한 물품이나 음식물은 진열실 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⑥ 단체관람 및 전시설명 요청 시에는 박물관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다. 

라. 박물관 교육

  (1) 숙명문화봉사단은 박물관에 소속된 문화홍보리더로서 도슨트 및 각종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알려, 

본교의 문화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청소년교육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교육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와 

자료집 발간을 계속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초등학교 3~4학년,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교육을 실시한다. 

  (3) 문화예술시간 - 박물관에서 개설한 3학점짜리 교양과목으로 각 예술분야의 다양한 형태를 접함으로써 기본적인 

문화소양을 익히고 이를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활동을 이해해 본다.

  (4) 특설 교육과정

① 박물관·미술관의 보존처리 이론과 실습(15주)

  한 학기 동안 매주 2회 진행되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박물관 관련 직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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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습은 유물(도토기, 유리, 금속, 텍스타일, 가죽, 페인팅, 사진 및 종이 예술품) 응급처치, 보존처리 기본과정, 

보존처리 심화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물관 전문수업으로 전문적인 보존처리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② 전통자수 과정(16주)

  본 과정은 한국 전통 자수의 고유한 형태, 기법, 문양을 기술적으로 정확히 익히고, 나아가 중국․일본․서양 자수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 자수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한국 자수의 세계화를 위한 디자인 감각을 배양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퀼트 전문가 과정(15주) 

  본 과정은 색채학, 디자인론, 조형론 등의 이론 강의와 퀼트의 다양한 기법과 염색 등의 실기수업을 통해 섬유 예술

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퀼트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퀼트강사 및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퀼터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3. 평생교육원

가. 설립목적

본 평생교육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사회교육정신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적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자아발전과 자립능력을 배양하

고 자기관리를 하여 보다 훌륭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한국인을 배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연혁

1984년 4월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부설로 특설교육원을 개원하고 일반과정을 개설하다(입학생 134명).

1984년 4월 김용숙 박물관장이 초대 박물관 특설교육원장을 겸임하다.

1985년 3월 박숙희 박물관장이 제2대 박물관 특설교육원장을 겸임하다.

1985년 3월 박물관 특설교육원 연구과정을 개설하다.

1987년 3월 평생교육원을 개원하여 박숙희 박물관장이 겸임하다.

1987년 3월 평생교육원 교과과정에 일본어반, 미술감상반, 한국사의 이해반, 한문서예반의 4개 반을 개설하다  

                (입학생 76명).

1988년 3월 박물관 특설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통합 확대 개편하여 교과과정을 전통문화교육과정(박물관특

설                  반, 박물관 특설연구반), 외국어 교육과정(영어반, 일본어반, 일본어C반), 교양교육과정(미술

감상반, 동양철학과 인상학반, 인생과 문학반, 한국사의 이해반), 예능 교육과정 (사진반, 도예반, 실내디자

인 반, 염직반, 한글․한문 서예반, 보석과 금속공예반, 어린이 미술의 이해반)의 4개 과정에서 박물관 

특설반의 15개반을 개설하다(입학생 376명).

1988년 8월 문과대학 영어영문과 정금자 교수가 제2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1988년 9월 평생교육원 예능교육과정에 고전무용반을 개설하다.

1989년 3월 평생교육원 전통문화교육과정에 전통예속반, 예능교육과정에 가곡반을 개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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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월 평생교육원 교양교육과정에 정보화사회와 컴퓨터반을 개설하다.

1990년 3월 외국어 교육과정의 일본어 C반을 일본어 중급반으로 개칭하고 외국어 교육과정에 영어중급반, 중

국 어반과 교양교육과정에 역사반, 건강생활반, 예능교육과정에 사진연구반, 서예연구반, 플로랄 아-

트 반, 고전무용연구반, 야간교육과정(영어반, 일본어반, 중국어반, 교양반)을 개설하다.

1990년 8월 문과대학 교육심리학과 강정구 교수가 제3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1990년 8월 문교부로부터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 교양강좌Ⅰ(국어․국사․영어), 교양강좌Ⅱ(선택5과목)-인문과

학 분야<택1 또는 2>-국민윤리․문학개론․철학개론․문화사․한문, 사회과학 분야<택1 또는 2>-법학개론․
경제학개론․경영학개론․심리학개론․교육학개론․사회학개론, 자연과학분야<택1 또는 2>-자연과학개

론․일반수학․전산개론․과학사)를 신고 수리되다.

1991년 3월 평생교육원 교양교육과정에 상담심리반, 전통요리반을 예능교육과정에 동양화반을 개설하다.

1991년 9월 교육부로부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과목(국어․국사․영어․교육학․심리학) 면제과정 지정받다.

1992년 8월 미술대학 회화과 이인실교수가 제4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1993년 3월 전통문화교육과정을 박물관특설교육과정으로 명칭변경하고, 외국어교육과정을 교양교육과정에 통

합하고, 야갼교육과정을 폐지하고, 박물관특설교육과정에 역사연구과를 개설하다.

1993년 10월 보사부로부터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인가 받다.

1994년 3월 보육교사 양성과정 4개반 개설하다(신입생 400명).

1994년 8월 미술대학 회화과 이인실 교수가 제5대 평생교육원원장으로 연임되다.

1994년 9월 산업대학원 공개강좌인 미용산업최고경영자과정을 위탁받아 제1기 50명 신입생으로 본과정을 개설

하다.

교육대학원 공개강좌인 몬테소리교사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제1기 57명 신입생으로 본과정을 2개반 

개설하다.

1995년 5월 교양교육과정에 수지침과 제과과를 개설하다.

토탈차밍리듬과를 개설하다.

1995년 10월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의 위탁으로 삼성화재Elite Lady’s Academy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하다(입학

생 125명).

1996년 3월 예능교육과정의 아동미술을 유아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하다.

유아교육과정의 아동미술실기교육과를 개설하다.

경영대학원 공개강좌인 미용산업최고경영자과정이 한학기과정에서 1년 과정으로 학제변경되다.

1996년 8월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인복교수가 제6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1997년 1월 일본 야마노미용예술단기대학과 자매교 맺다.

1997년 3월 교양교육과정에 문예창작과를 개설하고 제과과를 조리과로 명칭 변경하다.

예능교육과정에 골프과를 개설하다.

1997년 4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이촌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다.

1997년 9월 영국 비달사순과 자매교 맺다.

1997년 9월 교양교육과정에 생활풍수지리과를 개설하다.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독서지도자양성교육과 및 방과후아동지도사 양성교육과를 개설하다.

1998년 3월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유아교육개론, 아동복지, 유아교육

과정, 유아발달 4개 과목을 개설하다. 

1998년 3월 한 학기 이수과정인 취업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귀금속디자인과를 개설하고, 아동미술실기지도

교 육과, 독서지도자양성교육과 및 방과후아동지도사양성교육과를 취업전문교육과정에도 개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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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대학시범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다.

1998년 8월 문과대학 교육학과 한정신교수가 제7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1998년 9월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대학시범교육훈련과정에 섬유디자인과정, 공방창업도자장신구디자인과정, 소

프트웨어공학과정을 개설하다.

1998년 9월 예능교육과정에 종이접기과를 개설하다.

유아교육과정과 취업전문교육과정을 전문교육과정으로 명칭변경하고 한학기 이수과정으로 하다. 

전문교육과정에 미술치료초급과를 개설하다.

1998년 9/22 숙명여자대학교 미용실을 개원하다.

1998년 10월 ’98정보통신분야 여성정보화지원사업기관으로 선정되다.

1998년 11월 동문컴퓨터과정을 개설하다.

1999년 5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이촌어린이집을 재 수탁받아 운영하다.

2000년 8월 문과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이옥련교수가 제8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2001년 2월 학점은행제과정 피부미용과 전공으로 15개과목 인가 받다.

2001년 3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박물관 특설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 예능 교육과정, 전문 교육과정, 특설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교육과정, 전문․자격증 준비 교육과정으로 정비하다.

2001년 4월 SMU-IT교육원을 개원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으로 일본취업전제 IT연수기관으로(자바과정 

90명) 지정되다.

2001년 5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이촌어린이집을 재 수탁받아 운영하다.

2001년 5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청파어린이집을 신규 수탁받아 운영하다.

2001년 10/4 숙명여자대학교․르 꼬르동 블루 투자협력 조인식하다. 

2001년 12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재 수탁받아 운영하던 구립 이촌어린이집을 수탁 해지하다.

2001년 12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솔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다.

2002년 3월 전문․자격증 준비 교육과정을 전문교육과정과 자격증준비 교육과정으로 분리하다. 

2002년 8월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전공 서영숙교수가 제9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2003년 3월 학점은행제과정 중요무형문화재 전통무용전공 8과목, e비즈니스전공 8과목. 아동학전공 8과목, 교

양 4과목 인가받다.

2003년 3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문화․예술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양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하고 1년 교육과

정을 한학기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다.

2003년 8월 미술대학 공예과 김재영교수가 제10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2003년 9월 건강(대체요법)교육과정을 신설하다.

2004년 3월 학점은행제과정 피부미용학전공 5과목, 중요무형문화재 전통무용전공 11과목, 아동학전공 8과목, 

교양 7과목 인가받다.

2004년 6월 원격 평생교육시설 인가(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획득하다.

2004년 9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백송어린이집을 신규 수탁받아 운영하다.

2004년 12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솔어린이집을 재 수탁받아 운영하다.

2005년 1월 평생교육원지 ‘에듀에버’ 창간호 발간하다.

2005년 3월 전문교육과정 4강좌, 자격증준비교육과정 3강좌, 문화예술교양 교육과정 3강좌, 박물관 특설교육과

정 4강좌, 미용과정 1강좌, 사이버교육과정 1강좌, 건강교육과정 1강좌, 총 17개 강좌를 신규로 개

설하여 총 127개 강좌 개설하다.

2005년 5월 용산구청 위탁 ‘용산여성평생학습아카데미’ 4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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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미술대학 공예과 김재영교수가 제11대 평생교육원장에 연임되다.

2005년 9월 전문교육과정 3강좌, 자격증준비교육과정 3강좌, 총 6강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총 131개 강좌를 개

설하다. 

학점은행제과정 공중위생학 외 7과목 재평가 인정받다.

2006년 3월 전문교육과정 4강좌, 자격증준비교육과정 6강좌, 문화예술교양 교육과정 2강좌, 피부미용과정 1강

좌, 13개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총 130개 강좌 개설하다. 

학점은행제 과정 사회복지사 교과목 사회복지법제 외 13과목 신규평가 인정받고, 18과목은 재평가 

인정받다.

2006년  6월 제2회 ‘용산여성평생학습아카데미’ 개설하여 3강좌를 운영하다.

2006년  9월 전문교육과정 12강좌, 자격증준비교육과정 6강좌, 자격증심화과정 2강좌, 문화예술교양 교육과정 

2강좌, 미용/피부미용과정 5강좌, 건강교육과정 3강좌, 총 30개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총 157개 

강좌 개설하다. 

학점은행제 과정 사회복지사 교과목 사회복지조사론 외 17과목 신규평가 인정받다.

2007년  1월 전문교육과정 색채심리 외 7강좌, 자격증준비교육과정 가족상담사(2급), 사이버교육과정 공인중개

사자격증 준비교육과정 등 모두 10개 강좌를 신규 개설 하여 총 162개 강좌 개설하다. 

학점은행제 과정 몬테소리교육I 외 8과목 재평가 인정받다.

2007년  4월 제3회 ‘용산여성평생학습아카데미’ 를 개설하여 4강좌를 운영하다.

2007년  5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청파어린이집 운영을 재수탁받다.

2007년  8월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노혜숙교수가 제12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학점은행제과정에 전문학사 식공간연출전공 신설하다.

2007년  9월 전문교육과정 30강좌, 자격증준비교육과정 21강좌, 문화건강교양교육과정 13강좌, 미용산업/피부

미용교육과정 17강좌, 학점은행제과정 52강좌, 보육교사양성과정 10강좌, 총143개 강좌를 개설하다.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백송어린이집 운영을 재수탁 받다.

2007년 12월 용산구청으로부터 구립 솔어린이집 운영을 재수탁 받다.

2008년  3월 전문교육과정 23강좌, 자격증준비교육과정 40강좌, 문화건강교양교육과정 13개강좌, 미용산업/피

부미용교육과정 16강좌, 학점은행제 45강좌를 개설하다.

보육교사양성과정 3개반을 개설하다.

제4회 ‘용산여성평생학습아카데미’ 를 개설하여 5강좌를 운영하다.

2008년  4월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위탁 ‘코레일서비스리더아카데미’를 처음으로 개설하다.

2008년  7월 여름계절학기로 전문교육과정 1강좌, 자격증준비교육과정 6강좌, 학점은행제 2강좌를 개설하다.

2008년  9월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김현숙교수가 제13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전문교육과정 24강좌, 자격증준비교육과정 34강좌, 문화건강교양교육과정 12개강좌, 미용산업/피

부미용교육과정 13강좌, 학점은행제 41강좌를 개설하다.

제2회 ‘코레일서비스리더아카데미’를 개설하다.

2008년 10월 용산구청 위탁 ‘용산구민을 위한 건강아카데미’를 운영하다.

2008년 12월 겨울계절학기로 전문교육과정 1강좌, 학점은행제 1강좌를 개설하다.

학점은행제 과정에 경영학, 식품조리학, 디지털아트학, 화훼조형학 전공을 신설하다.

2009년  3월 용산구청 위탁 ‘용산자격아카데미’를 운영하다.

2009년  9월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유종숙교수가 제14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김포시 위탁 ‘김포평생학습아카데미’교육과정 개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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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위탁 ‘강남평생학습아카데미’교육과정 개설하다.

2010년  4월 소상공인진흥원 위탁 ‘소상공인평생학습아카데미’교육과정을 운영하다.

2010년  9월 문과대학 교육학부 송기창교수가 제15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다.

2011년  1월 7개 교육과정 148강좌 개설.

다. 교육과정

1) 전문교육과정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자신의 직업능력을 계발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강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수요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강좌, 현대인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좌,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다.

2) 자격증준비교육과정

이 과정은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함양시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자격증의 

종류와 과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준비과정과 국내 유수의 민간협회에서 발급하

는 민간자격증 준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3) 문화․건강․교양교육과정

사회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4) 미용산업/피부미용교육과정

사회교육대학원 위탁교육과정으로 미용(일반, 피부)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4년제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최고경영자과정 및 각 분야별 전공강좌를 개설하여 15년 동안 약 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미용산업계의 리더로서 활동 중이다. 1997년 이래 영국의 비달사순, 일본의 야마노대학과 

자매협정을 맺어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5) 보육교사 양성과정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인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우리 보육교사 교육원은 영유아교육법에 의해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육교사양성과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6) 대외협력교육과정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대외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7) 학사학위과정(학점은행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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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기술자격증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제도이다. 우리 평생교육원에

서는 아동학, 미용학, 경영학, 식품조리학, 디지털아트, 화훼조형학, 식공간연출(전문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자격과정과 보육교사자격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4. 연 수 원

가. 설립목표

  2000년대 한국 여성고등교육을 선도해 나갈 본 대학교는 장기발전수립 과정 중 교육환경의 개선 및 교육지원 시설

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아래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에 133,442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연수원을 건립하였다.

나. 교육 및 숙박시설현황

구� �분 수�량 수용인원 활� � � � � �용 비� �고

대강당(김옥렬홀) �1 470석

강연,�학술발표회�등

기자재�:�VIDEO,�TV,�LCD프로젝터,�슬라이드,�OHP,�CCTV�

등

계단식

세미나실A

세미나실B

세미나실C

세미나실D

�1

�1

�1

�1

200석

� 80석

� 80석

� 40석

평면식

이동식칸막이로

1실�2개로�분리

사용가능

관리시설 �5 사무실,�진행사무실3실,�안내실

숙박시설 38 8인1실�기준,�공동세면장�각층2실 2,�3층

생활관(임숙재홀) �1 예절실,�가사실,�거실,�침실4실,�교수실,�세면․샤워실 2층

식� �당 �1 200석 자율배식 1층

기� �타 운동장,�휴게실,�공동체훈련코스

다. 기능

① 정숙, 현명, 정대를 지향하는 참다운 숙명정신의 수련장

② 미래 한국사회 및 세계 사회에 기여할 여성 전문인력 양성의 터전

라. 활용방안

① 숙명정신의 수련장으로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각 학과 M.T. 및 동아리 모임의 장

 ․교직원 수련장

② 숙명학풍 진작을 위한

 ․숙명리더십(4S 

 ․각 학과 학회의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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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학술단체 및 타 대학의 학술모임

 ․각 단과대학 실험, 실습, 실기 발표회장

5. 기숙사

가. 연혁

  본 기숙사는 학교설립과 동시에 청화료라는 이름의 아담한 목조 2층 건물로 개관되었다. 그 후 1969년 8월에 현대식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청화료는 숙관으로, 새 건물은 명관으로 명명하였다. 1974년 4월 목조건물이었던 숙관은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1976년 2월에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2006년까지 운영되었다. 2007년 초 기숙사 신축 공사가 시작되

었고 2008년 9월부터 명재관이라는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다. 개교 이래 약 5000여명의 학생들을 

길러낸 기숙사는 유서 깊은 숙명인의 보금자리로서 지방학생들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공동생활을 통해 상호

협조하며 건전한 생활인으로서의 자질형성에 힘쓰고 있다.

나. 설립목표

  기숙사의 설립목표는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 제외, 단 인천, 경기지역 중 읍․면․리 지역 

가능)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와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치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

는데 있다.

다. 규모 및 시설현황

  (1) 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279개실, 총 550명 수용 가능 

  (2) 시설 :

   ① 지상 2층~8층 : 사생실, 휴게실, 물품보관실, 아뜨리움

     ▶ 사생실 : 2인 1실 275개실, 장애인전용 3개실 샤워부스가 설치된 화장실이 각 방에 배치, 인터넷 전화, 개별 

침대, 개별 옷장, 개별 책상, 잠금장치가 있는 붙박이장

     ▶ 휴게실 : 각 층에 공동 냉장고, 공동 컴퓨터 3대, 전자레인지, 정수기, 텔레비전, DVD, 테이블과 의자, 네스팟 

설치(무선인터넷 가능) 3, 4, 7층에 공동 프린터 설치(각 층 휴게실 컴퓨터에서 프린트 가능)

                - 장당 50원

     ▶ 물품보관실 : 3개 층에 학생들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실

     ▶ 아뜨리움 : 기숙사 건물 내부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뜰과 같은 공간 소형공연장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무대 

 설치

   ② 지상 1층 : 기숙사 편의 시설, 주차장

     ▶ 직원 : 사무실, 사감실, 경비실, 용원실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세탁실, 다림질실 및 작업실, 체력단련실

                  - 식당: 신세계푸드에서 운영

                  - 매점 :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자판기와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간이 테이블 및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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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실 : 세탁기 6대, 건조기 6대, 탈수기 2대, 손빨래용 세정대 마련 세탁기와 건조기 이용료는 

      각 500원(티머니 카드 사용)

                  - 다림질실 및 작업실 : 다림질용 테이블과 기타 작업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 세탁 중 대기 

가능       한 텔레비전과 소파

                  - 체력단련실 : 여성 맞춤 기구 설치

                  - 주차장 : 학교 주차장과 동일하게 운영

  (3) 제공 물품

   - 방수 패드 및 침대 시트

   - 주출입구와 각방 출입 가능한 카드키

라. 주요 행사

  (1)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간식 배부(연 4회)  

  (2) 5월 바비큐 파티 - 전체 사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바비큐 파티 및 행사 진행

  (3) 11월 오픈하우스 - 전체 사생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즐기는 기숙사 축제

  (4) 매달 생일 떡 배부 - 해당 달에 생일을 맞이한 사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

6. 국제언어교육원

가. 연혁

국제언어교육원(LinguaExpress)은 1967년 9월 우리 대학 대학원관 2층에 어학실습실로 발족되어 우리대학 재학생을 

위한 교양영어 및 제 2외국어 언어교육실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1999년 국제언어교육센터(ICLE)로 확대 

개편되어 자체적인 어학강좌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게 되었다. 2000년 7월 사회교육관으로 소재를 옮기며 국제언어

교육원(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Language Eduacation, LinguaExpress)으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는 우리대학의 학습목표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어학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많은 어학인재를 양성, 배출해왔다.  LinguaExpress는 ‘언어를 마스터하는 빠른 길을 제공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국제언어교육원에서는 숙명인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KSL(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어프로그램과 

영어 및 제 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의 다양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등록상담 및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국제언어교육원 홈페이지(www.lingua-express.com) 또는 전화 02) 

710-9165/ 9164/ 9623/ 9818로 문의가 가능하다.  

        

나. 교육목표

  ①  창의적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는 우리대학의 교육목표에 발맞추어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어학인

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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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강자가 실질적으로 실용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③ 재학생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열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어학강좌 안내

어학강좌는 외국어과정과 한국어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과정으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영어강좌와 

제 2외국어강좌(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영어과정으로는 영어종합과정, 영어회화과정, 졸업인증시험 대체과정, 영어능력시험 준비과정, 시사영어과정, 스크린

영어과정, 교직원영어교실, 주니어영어교실, 어머니영어교실 등이 있으며, 제 2 외국어과정으로는 일어, 중국어, 프랑

스어 회화 및 문법, 능력인증시험대비반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과정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과정과 전문 한국어강사를 배출하는 한국어교육 전문가과정, 각종 신개념 국어

능력시험(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다.

1) 외국어 과정

   가) 영어과정

   (1) 영어종합과정: IEC Program

       Writing & Presentation과  Debate & Discussion으로 구성하여 언어의 4요소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총 망라하는 언어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부 GEP수업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IEC Program은 국제

언어교육원 자체강좌로 상설운영하며, 분기별로 는 해외 우수대학 수료증과정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2) 영어회화과정: 영어회화

          (가) 국내학생반: 원어민교수 인터뷰를 통해 수준별(Level I-VI) 분반수업  

          (나) 국제학생반: English Foundation Course for International Students(EFIS)

      (3) 영어작문과정

         (가) Academic Writing(중고급)

             취업 및 학습을 위한 중고급 수준의 영작문반으로 교재와 신문기사를 통해 적절히 발췌한 hot issue를 

주제로 영작을 한다. 짧게는 1문단 에세이로부터 길게는 2~3페이지 정도의 academic writing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문법과 표현연습도 함께 학습한다.

         (나) Writing for Fun(초중급)

             작문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Korea Herald, New York Times,  AP News, Dear 

Abby와 같은 다양한 기사를 통해 writing에 필요한 표현과 문법을 공부하면서 미국식 공식 또는 비공식적 영작을 연습

한다. 주로  1페이지 정도의 서신 작성으로부터 5페이지 분량의 작문을 훈련하게 된다.

      (4) 졸업인증시험 대체과정 

          (가) MATE대체강좌(학부)

              학부과정 졸업자격을 위한 MATE 영어졸업자격시험의 대체 강좌로, 강좌 수료 후 MATE영어졸업자

격이 주어진다. 단, 특정 등급의 MATE 성적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영어졸업자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대체강좌는 수료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자 또는 MATE 시험을 각 2회 이상 응시해서 

결과를 받았으나 졸업인증에 필요한 MATE 시험 레벨을 획득하지 못한 마지막 학기에 있는 졸업예정자들만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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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나) 대학원독해(석박사 외국어시험 대체)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졸업자격을 위한 영어시험대체과정으로 독해 위주의 수업이 진

행된다. 본 과정은 우리대학교 대학원 학위 자격을 얻기 위한 강좌로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진다.

      (5) 영어능력시험 대비과정

          (가) TOEIC/ TOEIC마라톤특강: 정규 TOEIC시험 하루 전 4시간 집중특강)

          (나) TOEFL/ PTE Academic/ G-MATE준비반/ GRE

      (6) 시사영어과정: Current Issues

          AFN이나 CNN 뉴스, 영자신문, 시사영어저널 등을 학습자료로 활용하여 How News에

          관한 영어대화를 위한 어휘력을 향상하고 풍부한 소재로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훈

          련한다.  

      (7) 스크린영어과정: 미드로영어홀릭

         스크린을 통해 방영되는 미국드라마를 교재로 생생한 미국식 영어회화를 학습하고 영미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자연스런 대화를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Gossip Girl, Lost, Heros, Desperate Housewife 등의 

미국드라마를 학습자료로 활용한다.  

    
      (8) 취업영어: 취업시즌을 앞두고 인터뷰영어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중점적으로 노하우를 갖춘 유능한 강사가 

지도하여 취업에 철저히 대비토록 한다.   

  
      (9) 특별과정 

          (가) 신입생 예비대학 외국어강좌(학점과정)

              입학 전 신입생을 위한 영어 및 제 2외국어 집중과정으로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대학생 프로그램이다. 1, 2월 중에 개설되며             

     성공적으로 수료 시 교양영어/외국어 2학점을 부여한다.   

          (나) 교직원영어교실: 숙명 교직원을 위한 회화강좌 

          (다) 주니어영어교실: 인근지역 초∙중등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강좌   

          (라) 어머니영어교실: 인근 지역 주부들을 위한 강좌  

      (10) 영어발음클리닉

          예약에 의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Open 강좌  

   나) 제 2 외국어과정

      (1) 일어: 신 JLPT준비반/ 신 JLPT 실전반/ 기초문법반/ 회화반 

      (2) 중국어: 신 HSK준비반/ 신 HSK 실전반/ 회화반

      (3) 프랑스어: 회화반/ 유학준비반   

      (4) 독일어: 회화반/ 유학준비반

      (5) 스페인어: 회화반/ 여행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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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맞춤식 외국어강좌: 7명 이상의 그룹을 지어 오면 원하는 일정, 교재로 맞춤식 수업.   

 
  

2) 한국어 과정

  가)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본 과정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국

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좌이다. 본 과정의 특징은 다양한 교수법을 근간으로 하여 통합적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개발한다는 점과 한국 사회 및 한국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수강생들은 

레벨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구사 수준에 맞는 반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한국 전통 놀이, 역할극, 게임, 영화, 

드라마, 문학 작품, 발표, 토론 등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며, 한국 요리 실습, 전통 공예품 만들기, 

농촌 체험 등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활동의 기회가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나) 한국어교육 전문가과정

본 과정은 외국인들에게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한국어의 여러 영역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어 줌은 물론이고 특별히 '한국의 어문화'에 능통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과정은 현장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 현장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문화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한국어능력시험 대비과정

       본 과정은 진학 및 입시는 물론 취업 및 승진과 자기 점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개념 국어능력시험(KBS한국

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대비 과정이다. 본 과정의 특성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창의적 언어능력과 우리 언어문화에 대한 교양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문법, 이해, 표현, 창안, 국어문

화 능력 등 영역별로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특히 출제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성한 강의를 통해 

종합적인 국어사용 능력과 자기개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 TOPIK 대비과정

       본 과정은 외국인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과정이다. 외국인들이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TOPIK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대학 입학과 졸업의 자격에 TOPIK 

시험 성적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TOPIK 시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정은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어학 연수생 혹은 국내체류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과정은 TOPIK 시험 대비를 

위한 핵심 전략 지도 및 기출문제 풀이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마) 단기 한국어 연수과정

     여름ㆍ겨울 방학 동안에는 해외 동포 및 대학 단체 등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단기 한국어 연수’과정을 개설

하고 있다. 본 과정은 2~3 주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며, 이 외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활동과 한국 명소 관광, 한국 가정 홈스테이 등을 통하여 외국인들이 단기간 내에 한국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라. 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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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강의실

다수의 소, 중, 대형 강의실에는 컴퓨터, 엠프, 빔프로젝트, TV 등의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Lab 수업을 지원

한다.

 (나) Multimedia Library

PC, Video, Audio 실습 기기를 갖추어 수강생들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 LinguaExpress Cafe

사회교육관 1층에 마련된 LinguaExpress Cafe는 학생들에게 여유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7. 취업경력개발원

  취업경력개발원은  숙명인의 희망분야 사회진출과 경력개발을 통하여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사명감

을 바탕으로 한 핵심역량과 성숙한 인품을 지닌 인재육성을 지향합니다.

1) 진로지도 프로그램

  (1) 직업심리검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적성과 흥미 등의 심리적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심리검사는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직업심리검사 방법 : http://smcareer.sookmyung.ac.kr 홈페이지 접속 -> Step to Career -> Step 1 자기

탐색 또는 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접속 -> 취업상담/지원 ->직업심리검사 실시하기)

  (2) 일대일 전문진로상담

     숙명인들의 진로설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미래 직업 선택을 돕고자, 전문진로상

담위원과의 일대일 맞춤상담을 진행합니다. 

    (일대일 전문진로상담 신청 방법 : http://smcareer.sookmyung.ac.kr 홈페이지 접속 -> 상담 신청)   

2) 경력개발 프로그램

  (1) 숙명 멘토프로그램

     대기업 임원급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동문 및 교내 교수가 멘토로 활동하며, 희망 분야의 사회진출과 경력개발

을 포함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외부 자문위원과 동문 멘토프로그램은 수료증을 수여하

고, 교수 멘토프로그램은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교과목명: 멘토프로그램 Ⅰ, Ⅱ - 교양선택 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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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턴십 프로그램 

     재학 중 직업세계 체험을 목적으로 기업 및 기타 조직에서 현장지식과 실무를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습기

간에 따라 학점이 부여됩니다. 기업체에 서 수개월 이상 장기실습을 하게 되므로  전공과목을 심화 적용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통해 역량 있는 여성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명: 기업실무인턴십 Ⅰ- 교양선택 1학

점, 기업실무인턴십Ⅱ- 교양선택 3학점, 산학협동교육 - 전공선택 15학점)

3) 직업교육 프로그램

  (1) 전문직 아카데미 워크샵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문과 교수, 전문가의 참여 하에 일정기간 특수 분야의 직종교육을 실시하고,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 온라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취업영어대비법, 기업별 취업입사전략, 성공적인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에 필요한 스킬을 동영상으로 교육하

여, 어디에서나 쉽게 취업성공전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특강

      숙명인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 확산을 위해 취업 분야별 직종설명회, CEO특강  등 다양한 특강

을 실시함으로써 숙명인의 경력개발과 취업성공을 지원합니다.

  (2) 채용설명회 / 캠퍼스리쿠르팅

      직․간접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는 기업 채용설명회와 캠퍼스리쿠르팅을 개최함으로써 숙명인에게  보다 구체적인 

취업정보 및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취업클리닉

      취업서류작성, 면접대비법, 모의면접 등 취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제로 진행하여        숙명인의 

희망분야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4) 취업선배와의 간담회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취업정보를 사전에 수집함으로써 취업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전공별 취업준비반

      취업준비반 지도교수님과 함께 학부(과)별로 해당 전공에 맞는 전공차원의 취업, 진로지도 프        로그램을 

통해 희망분야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취업캠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비롯하여 취업목표 설정방법, 취업서류 작성, 면접요령 및        이미지메이

킹에 이르기까지 취업의 필수역량을 집중 교육합니다.

  (7) 취업/아르바이트 상담 및 추천

      취업지원관의 전문 취업 상담 및 추천을 진행하고, 재학 시절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경력개발을        위한 

아르바이트도 연계합니다.

  (8) 취업정보검색실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관련 자료, 기업정보서적, 취업경력개발원 행사 비디오, 각종 영상자료        등을 

비치하고 열람, 대여합니다. 

  (9) 취업경력개발 온라인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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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구분/학점 개       요 비고

직업과
진로탐색

교선일반
2학점

자기분석,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환경 분석 등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장기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목표를 설정. 실천하게 함으로써 저
학년부터 진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 희망분야 사회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대상：1, 2학년
․평가：P/F

성공취업실전
교선일반
2학점

취업에 필요한 입사서류작성법, 면접스킬향상법, 모의면접 실시 등 취
업 준비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며 해당년도의 취업시
장 동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함

․대상：3, 4학년
․평가：P/F
․외부전문가 및
  인사담당자 등 참여

시장경제
NIE특강

교선일반
3학점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CEO의 삶을 통해 기업과 경영활동을 이
해하고, 직업 현장을 간접 체험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
도록 지원함

․대상：전학년
․평가：P/F
․기업CEO 강연

e-커머스창업
교양일반
3학점

e-커머스(인터넷 쇼핑몰) 창업 절차와 시스템운영관리에 관한 정규 수
업 및 e-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CEO 2인을 초청하여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함

․전학년
․평가：P/F

진로설계실습
교선일반
1학점

본교와의 협약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취업경력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일정 과정을 수료할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함

․평가：P/F

직업과
경력개발

교선일반
3학점

개인 및 조직의 역량 강화, 직업선택 시 갖추어야할 각종 요건, 전략 
연구와 사회 각 분야 저명한 인사들의 직업관과 현황을 들어봄으로써 
직무능력강화 및 경력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로서 스스로 개인역량을 
극대화할수 있는 참여형 교과목

․대상：전학년
․평가：절대평가
․안승준 겸임교수 외
CEO 등의 강의로 진행

취업설계
교선일반
2학점

21세기 지식창조화 시대에 기업현장 및 사회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
도록 기업의 인재상, 모의경영실습, 필수 직무역량인 프리젠테이션 기
법, 목표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습득함으로 탁월하고 실무능력이 뛰어
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대상：전학년
․평가：P/F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총 30시간

     - 인/적성검사를 통한 진로설정

     - 인턴십, 멘토프로그램, 채용정보 제공

     - 취업뉴스, 면접후기 등 취업정보 제공

     - 취업경력개발 각종 프로그램 안내

     - 진로/취업상담 예약 신청

     - 취업/경력개발 도서 예약 신청

5) 취업경력개발 교과목

   취업경력개발원에서는 기업 및 사회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있고, 성숙한 성품을 지닌 숙명     인을 양성하

기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학사 후 과정 

  (1) 교내외인턴과정

     미취업 졸업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교내에서 인턴 업무를 하면서 직업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생들의 경력형성 및 취업능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2) 맞춤형 진로준비과정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무        료로 제공하

며 성공적인 취업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_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606 -

7) 학생봉사단

  (1) 아이비스 (IVY Sookmyung)

      취업경력개발원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재학생 봉사단으로 취업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

어를 제공하고, 취업레터 발송, 취업특강 등을 지원합니다.

  (2) 투윈스 (2Win.Sookmyung)

      숙명 멘토프로그램의 멘티들로 구성된 학생봉사단으로 멘토링워크샵, 멘토링레터 발송 등 멘토        프로그램

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합니다.

8. 한국문화교류원
(Korean Cultural Institute)

가. 설립목적

한국문화교류원(KCI)은 한국 문화의 국제적 소통과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문화의 세계화, 세계문화의 한국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2009년 5월 설립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하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이다. 세계적 명문 여성 사학을 지향하는 숙명여자대학교는 한국문화교류원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확대 추진, 선도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한다. KCI는 수평적

(Horizontal), 소통적(Dialogical), 호혜적(Reciprocal) 커뮤니케이션에 입각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교류, 재창조하는 

활동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상호 이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KCI는 숙명여자대학교의 풍부한 한국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국문화 국제교류와 관련된 체계적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교류전문가 육성 및 해외파견 등 한국문화 교류 전문기관으로서의 특별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

한다.  

나. 주요활동

 1. 해외숙명문화원

문화선도대학 숙명여자대학교의 핵심 국제화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숙명여자대학교 해외 문화 분원인 숙명문화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2009년 9월 베트남 광닝성, 2009년 12월 중국 운남대학과 숙명문화원 설립 협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숙명문화원은 한국문화를 외국 현지에서 교육하는 일을 수행함과 아울러, 우리 대학 자체

의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 서비스의 명실상부한 국제화를 의미한다. 또한, 해외 

지역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간 문화교류 리더를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2010년 2월 

베트남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들을 초청하여‘한국문화 체험캠프’를 실시하였다. KCI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및 다른 지역으로도 숙명문화원 설립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2. 한국문화콘텐츠 온라인서비스

한국문화에 대한 각종 콘텐츠 및 교육․연구 자료를 세계와 공유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축된 디지털 정보는 

학술 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한국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로서 한국문

화 교류의 기초 자원이자 동시에 사이버 허브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의 환경에 발맞추어‘한국문화와

의 첫 만남I’과‘세계 속의 한국 문화’정규 교양강의를 OCW(Open Course Ware)로 온라인에서 제공함으로써 학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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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파급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3. KF Global e-school

체계적이고 유익한 한국 관련 강좌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외 파트너 기관 학생들에게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실시간 화상 강좌 및 세미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외 교육․연구기관간의 호혜적 교육 네트워

크를 구축하며 비교사적 관점과 글로벌 보편 이슈 속에서 지역(한국)이슈를 다룰 수 있는‘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

고자 한다. 현재 KCI에서는 베트남, 중국, 일본 등과 KF Global e-school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다문화가정 문화교육지원사업

KCI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에게 문화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다문화가정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2010년 9월

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우리대학 음대재학생들이 악기교육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음악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2011년 8월까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악기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방학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캠프, 음악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하며 우리대학 음대재학생들이 악기교육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5.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

한국문화교류원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세계 속의 한국 문화

(Korean Culture in Global Society)’는 학부 정규 과정으로 2010년 1학기에 신설되어 현재 교양핵심 과목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양필수 과목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교내 

방문 유학생이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특강을 열어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문화교류원은 체계적인 한국문화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교재 출판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문화에 

대한 각종 콘텐츠 및 교육․연구 자료를 구축하여 학술 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한국문화 교류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6. 학생 리더십 그룹 - 숙명문화교류단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전공을 살린 역량 개발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배양하고 차세대 문화교류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5월 창단하여, 2010년 11월 리더십그룹으로 등록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태권도 동

영상 교육 콘텐츠와 같이 한국문화 교류 및 교육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작하고, 외국인 학생들과 상호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숙명문화교류단의 이러한 활동들은 향후 해

외숙명문화원 파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시범 운영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7. 온라인 한국어 튜터링 봉사활동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의 한국어 학습을 온라인 첨삭지도 활동

을 통해 도와주는 우리 대학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의 한국어 

튜터링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운영한 첫 학기의 결과는 가히 성공적이었으며, 이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해

당 국가 및 대상을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8. 숙명여대 아시아문화센터

 KCI는 일방적 문화 전파가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 교류를 지향한다. 해외 숙명문화원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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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소개하는 국내 거점을 숙명여자대학교에 설치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 3월 24일 숙명여대-운남대학 한․중
문화교류연구센터를 우리 대학 내 설립하였으며 앞으로 한·중 문화연구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숙명여대-운남대학 한․중문화교류연구센터는 양국 간의 문화 및 학술 교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문화 교류의 허브로

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다. 연락처

    주소 : (140-742) 서울 용산구 효창원길 52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105호

    전화 : (02) 2077-7487

    팩스 : (02) 2077-7486

    홈페이지 : http://kci.sookmyung.ac.kr

8. 교양교육원

가. 설립목적
 교양교육원은 기초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고양하고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09년 12월 설립되었다.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양 과목을 담당할 4개의 센터를 교양교육원 아래 두고 운영함으로써 숙명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양교육센터는 우리 대학 교양교육기관 간의 분산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통합하여 

지원, 조정하는 곳으로 교양교육과정을 기획, 개발, 진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역량개발센터는 숙명인의 역량을 체계

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리더십역량개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숙명역량지표인 SM-CLA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재학 기간 중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의사소통센터는 글쓰기와 읽기, 발표와 토론 등 기본적인 의사소

통능력을 강화하는 과목과 함께 인문적 소양을 배양시키기 위한 인문학 독서 토론 과목을 담당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

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일반영어센터는 기존의 일반영어실과 영어교육평가실의 기능을 통합한 조직으로 재학생의 

영어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 영어 과목과 MATE 시험을 관리한다.

나. 센터소개
(1)교양교육센터

 2009년 학년도까지 각 기관 (학과 및 전공, 교양과정 관련부서, 본부)에서 진행하던 교양교육과정 및 수업 관리 업무

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로서, 교양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시대 변화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양교과목을 개발하고, 전체 교양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주요업무

-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및 체계 마련

- 교양과목 및 교양프로그램의 개발

- 교양과목 담당 우수강사 확보

- 교양과목의 운영 방법 개발

- 교양과목의 운영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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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필수

교양핵심 일반

교양
교직 합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6영역 7영역

7 16 16 8 11 12 13 9 289 23 404

- 교양과목 개설 및 강의시간표 작성

-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 

- 교양교육과정 전산시스템 운영 및 보수

� � (나)� 교양교과목�편제�현황

2011.1현재

(2)� 역량개발센터

 역량개발센터는 숙명여대만의 차별화된 숙명인재핵심역량모델을 기반으로 숙명인재에게 기대되는 인지적 능력, 흥

미, 성격 및 행동 등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센터에서는 숙명여대만의 차별화된 역량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별 맞춤화된 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십역량개발’ 과목을 운영하

며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숙명인이 자신의 흥미, 강/약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취업, 

진학과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진행하며 나아가 숙명인의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을 구축한다.

(가)�주요업무

- 교양필수과목 <리더십역량개발> 운영

- 역량관련 진단도구개발

- 숙명인재 핵심역량모델 구축

- 역량개발 지원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역량개발 프로젝트 수행

- 역량개발 관련 교과목 및 교재의 개발 및 운영

- 역량개발을 위한 교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3)� 의사소통센터

  수준 높은 의사소통능력과 리더십을 기르고자 2002년 3월에 설립되었다. ‘작문능력개발센터’로 출범했다가 같은 해 

7월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하여 다루기 위해 2007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12월에 교양교육원이 신설되면서 교양교육원 소속의 센터가 되었다. 핵심 교과

목으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 즉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양필수과목인 

‘글쓰기와읽기’, ‘발표와토론’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학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양필수과목인 ‘인문학독서토론’ 

강의를 2011년부터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이와 관련된 교내외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공직적성평가(PSAT)가 요

구하는 언어논리력, 자료해석력, 상황판단력 등을 교육하는 교양선택과목 ‘언어와독해’, ‘자료해석과수리추리’ 강좌를 

아울러 개설하였으며, ‘비판과논술’, ‘대화와협상’ 등의 다양한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 안팎에서 

언어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 연구, 저술, 봉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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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활동과�주요�사업

  본 센터는 우리학교 교양 필수 과목의 강의를 전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숙명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숙명토론대회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떠오른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대회다.

 치밀한 사고와 예리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언어능력과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발표와 토론’강좌와 연계하여 

개최한다.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상위 입상팀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고 해외 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2)�교보·숙명�전국�독서토론대회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전국 고등학생/대학생 대상 독서토론대회를 실시한다. 토론 주제와 관련된 지정 도서가 선정되

고, 토론 참가자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숙명독서토론방식에 따라 주장에 합당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형식이다.

3)�정기초청강연회� ‘나의�삶�나의�글’

  지도자의 삶을 살고 탁월한 저술 업적이 있는 명사를 초청하여 그의 말을 직접 듣는 강연회이다. ‘글쓰기와 읽기’ 

강좌의 특강에 해당하며 한 학기에 1~2회 개최한다. 2003년 4월 김남조 시인의 강연을 시작으로 하여 2010년 10월 

제17회까지, 한국일보 이사 장명수, 소설가 오정희, 명지대 석좌교수 이인호, 소설가 이호철, 서울대 교수 정옥자, 한국

과학기술원 교수 윤정로, 연세대 교수 조한혜정, 서강대 교수 장영희, 서양미술가 황주리,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인선, 

수원대 교수 이주향, 고전평론가 고미숙,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 연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열었

다.

4)�출판

  본 센터가 전담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교양 필수 과목 ‘글쓰기와 읽기’, ‘발표와 토론’의 교재를 개발하여 출간한다. 

  ‘글쓰기와 읽기’의 교재인 『글』은 2002년 8월에 출판되어 2003년 2월에 제1차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2005년 

2월에는 제2차 전면 개정 신판 『세상을 바꾸는 글읽기와 쓰기』를 출간하였다. 『말』은 2002년 8월에 첫 출판되었고 

2003년 2월에 제 1차 개정을 거쳐 2006년 2월에 전면 개정 신판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을 출간하였다. 2011

년 3월에 『글쓰기와읽기』,『발표와토론』개정판이 출간된다.

5)�의사소통상담소�운영

  본 센터는 숙명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의사소통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숙명인 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과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일대일로 상담해 주고 있다. 센터 소속 교수들이 상담을 담당한

다. 

6)�학술대회

  의사소통능력과 그 교육에 대해 본 센터에서 축적한 연구실적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발표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7)�중등교사�연수�

  현재 의사소통 교육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본 센터의 교육 역량을 교사 대상의 연수를 통해 알리고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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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등학교 교육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5년에 실시한 ‘중등교사 토론식 수업의 운영원리와 방법’부터, 2009년에 실시한 ‘토론식 수업과 논술’. 2010년 

‘’교과수업에 활용가능한 독서토론‘까지 약 1,000여명의 중등 교사가 본 센터에서 실시한 연수를 이수하였다.

8)�동아리� ‘청(聽)’의�봉사�활동

  청(聽)은 숙명토론대회의 상위 입상자로 구성된 토론 봉사 동아리이다. 이름 그대로 ‘들음’을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

으며 이런 원칙 아래 마음으로 깊이 듣고 이해하는 주체가 되어, 숙명의 부드러운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알리기 위한 

단체이다. 토론 수업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내의 토론 관련 행사에 봉사하고 있다.

(4)일반영어센터

일반영어센터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양필수과목인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강의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주제의 영어 교양선택과목을 운영하며, 교내에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

을 위한 다양한 영어 관련 대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영어만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English Lounge와 영작문 수정

을 받을 수 있는 Write Spot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우리 대학이 개발한 영어 말하기 쓰기 평가도구인 MATE를 활용

하여, 2001년 입학생부터 졸업인증을 위한 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신입생부터는 교양필수 영어과목의 

기말고사로 시행하고 있다. 

(가) 영어 대회

1)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1학기 과목인 ‘영어토론과발표’ 강좌와 연계하여 개최하며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

한다.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2) 영어 에세이 대회

2학기 과목인 ‘영어쓰기와읽기’ 강좌와 연계하여 개최하며, 학생들은 두개의 주어진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어 

에세이를 작성한다.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나) English Lounge

본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을 위하여 순헌관 1층 로비에 English Lounge와 Write Spot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주중 9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English Lounge에는 소파, TV, 컴퓨터, 잡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편하게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Write Spot: 일반영어센터의 외국인 전임강사들이 학생들의 영작문에 대해 일대일로 상담을 해준다. 단순히 오류

를 수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학생들의 에세이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2) Speaking Spot: 우리학교에 방문하는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이 만나 영어회화를 연습할 수 있다. 단순히 영어회

화를 연습한다기보다는 평소에 만나기 어려웠던 외국인 교환학생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고 동년배 외국인들의 문화나 

인식, 의견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다.

(다)�출판

본 센터가 전담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영어교양 필수 과목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의 교재를 개발하여 출간

한다. 두 과목의 교재 모두 일반영어센터 외국인 전임교원들이 매 학기 개정 작업을 실시하며,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니즈를 잘 반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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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nglish Club 

한 학기 동안 일반영어센터 전임강사와 10명의 학생이 일주일에 두 시간 모임을 통해 영어 회화 스터디, 영어로 취미 

공유 혹은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클럽별로  북클럽, 시네마클럽, 시사토론클럽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 

(마) MATE(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 소개

우리 대학은 국제언어로서 영어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1997년에 기존의 듣기와 읽기 영역만을 단편적으로 테스트하는 국내 영어평가 제도와 차원을 달리하는 

영어 '말하기'와 '쓰기'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MATE를 개발하였다. MATE는 실질적인 영어의사소통능력 전반을 측정

하는 멀티미디어 방식의 평가 도구로서 수험자가 주어진 컴퓨터상에서 소리, 영상, 문자로 제시되는 과제를 헤드셋(말

하기의 경우)과 컴퓨터 자판(쓰기의 경우)을 사용하여 답안을 입력하는 ‘멀티미디어 방식’의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도

구이다. MATE의 모든 과제(문항)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으로 제시되며, 여기에 적합한 언어 기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의사소통 본연의 목적을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수험자들은 MATE를 통해 단순한 판정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어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다.

MATE는 2006년 2월에 교육부로부터 말하기 쓰기 두 과목 모두 민간자격국가공인취득을 취득하였고, 2010년 11월에 

재공인을 취득하였다.

또한 MATE 시험 개발을 통해 축적해 온 전문적인 영어평가 시스템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2009년 11월 대한상공회의

소,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정한 ‘국가영어능

력평가시험 개발·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순헌관 지하 1층에

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상설시험장이 개설되어 국가영어시험시행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1) MATE 안내

MATE 정기시험은 짝수 달 첫째 주 토요일에 실시되는데, MATE Speaking은 오전 9시, MATE Writing은 오전 10시

이다. 접수는 시험 2주일 전부터 MATE 홈페이지(www.mate.or.kr)에서 신청하고, 응시료를 입금하면 된다.

재학생이 재학 중 1회 무료로 시험 볼 수 있는 MATE 졸업자격시험의 일정은 MAT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

면 된다. 정기시험과 달리, 신청하면 Speaking과 Writing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2001년 입학생부터 MATE를 졸업인증을 위한 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신입생부터는 교

양필수 영어과목의 기말고사를 MATE의 축소 버전인 G-MATE로 시행하고 있다. 

2) MATE전용시험관

사회교육관 지하1층 113호에 있는 MATE시험 시행을 위해 100대의 컴퓨터 및 헤드셋 등 멀티미디어 시설이 갖춰져 

있다.

3) 홈페이지

MATE 홈페이지는 www.mate.or.kr이며, 온라인으로 시험신청, 응시,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ATE 준비를 

위한 모의테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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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군사교육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가. 개황

∙ 2010년 9월        여대최초 숙명여대 국방부 학군단 설립인가 

∙ 2010년 11월 30일   학군사관 51기 30명 선발 

∙ 2010년 12월 10일   제217(숙명여대)학생군사교육단 창설

나. 목적

 학군사관(ROTC)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

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코자 함

다. 학군사관 후보생(ROTC) 모집

(1) 지원자격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이하인 여자

∙ 숙명여자대학교 2학년 재학 여학생

∙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년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로서, 2012년 3월에 

   3학년으로 정상 진학이 가능해야함.

∙ 선발 후 2년간 휴학 없이 진학 후 졸업 예정자 

  (2) 지원시기 : 추후 공지

∙ 지원접수방법 : 인터넷 지원접수(학생중앙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후 학군단 서류 제출

  (3)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인터넷 출력 → 세부사항 기록 후 제출(수기 및 전산작성 가능)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유효기간: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제적 및 말소 포함, 동사무소에서 본인 앞으로 발급 받기) 각 2부

   ※ 부모 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 대학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확인용 성적증명서

∙ 컬러사진(반명함판 3.5 × 4.5cm 탈모상반신) 3매 : 지원서용, 신원진술서용, 수험표용

∙ 신원진술서 1부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워드 또는 수기 작성 제출

∙ 면접평가관련 서류 : 면접관에게 제출할 각종 서류

   ※ 자기자신을 최대한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면접시작 전까지는 제출해야 유효함

   ※ 원본 + 사본을 제출하면, 학군단에서 원본 대조후 원본은 되돌려 줌

  (4)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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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필기고사 대학성적 면접평가 체력검정

1,000 400 100 300 200

∙ 1차 선발 : 필기고사 + 대학 성적으로 정원의 200% 선발

∙ 2차 선발 : 면접 / 체력검정 / 신체검사 실시, 종합성적 순으로 정원의 120% 선발

∙ 최종선발 : 신원조회 합격자 중 종합성적 순으로 최종 선발

    ※ 종합성적 = 필기고사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5) 배점기준

∙ 필기고사는 군 간부에게 필요한 자질과 군 적성을 평가(지적능력검사,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 체력검정은 1.2Km달리기(합・불),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종으로 등급별 점수제

∙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 합격 / 불합격제

  (6) 다양한 혜택

∙ 학군사관후보생 전원 장학금 지급(숙명학군단장학금)

∙ 학군사관후보생 전원 1회 이상 해외문화탐방 기회 제공(숙명국방장학금)

∙ 학군사관후보생 전원 전용 기숙사(구국관) 제공. 기숙사비 지원(기숙사장학금)

∙ 숙명여대 내 전용 강의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제공

∙ 1인 1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군, 정계, 재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임관 후 우리대학 특수대학원 지원 시 장학금 지급

∙ 전역 후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임관 후 장교 급여(연봉 2,200여 만원)를 받으면서 의무복무를 하고, 본인 희망 시 복무연장 및 장기 지원 가능

∙ 국내․외 민간 대학원 석․박사 위탁기회 부여(장기 복무자)

∙ 17만 ROTC 동문회에 자동 소속(인적 네트워크 구성)

라. 층별 안내

층 실         명

3층  단장실(304호), 훈육관실(307호), 행정실(305호)

4층
 군사학 교관실 1(412호), 군사학 교관실 2(404호), 대대자치위원실(411호),

 3학년 자치위원실(407호), 4학년 자치위원실(408호)

마. 연락처

  ∙ 주소 : (140-742)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305호

  ∙ 전화 : (02) 2077-7911, 2077-7919

  ∙ 팩스 : (02) 2077-7915

  ∙ 홈페이지 : Http://rotc.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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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설 기 관

1.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
(Le Cordon Bleu-Sookmyung Academy)

◉위치_사회교육관 7층    ◉전화_02-710-9940    ◉홈페이지_www.cordonbleu.co.kr

가. 연혁

  르 꼬르동 블루-숙명아카데미는 1895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설립되어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의 한국 학교이다. 

숙명여자대학교와 미래 외식산업 분야를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공유한 르 꼬르동 블루는 

2001년 10월 4일 투자 협력 조인식을 갖고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2002년 9월 30일 개원했다. 

본 아카데미는 국내에 처음 설립되었고 일본에 이어 아시아 지역의 두 번째이다.

나. 특성

(1) 교육과정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110 여 년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요리 학원들과는 달리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단기간에 최고의 요리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프랑스 요리에 대한 최고의 지식과 더불어 어떤 종류의 요리에든 자신

의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창의성, 독창성, 예술적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요리, 

제과 관련 분야의 경력은 무관하다. 

본원의 정규과정(Classic cycle)에는 요리, 제과, 제빵이 있으며 각 과정마다 기초, 초급, 중급, 상급 등 단계별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전문 요리사 뿐만 아니라, 파티 플래너, 푸드 스타일리스트등 외식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강좌로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에서는 특별히 제과와 제빵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

하는데, 이는 제과와 제빵의 전문화를 위한 것으로 일본의 동경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개설되어 있다. 

  한 반은 10~1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며 10주 또는 20주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1회 수업은 시범 수업

(Demonstration) 3시간과 실습 수업(Practice)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 수업은 교육 경험이 풍부한 조리장들이 조리 순서에 따라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며 학생들 앞에서 요리를 완성

시키며 진행된다. 학생들은 조리장의 시범 수업과정을 직접 보면서 훌륭한 조리기술을 배울 수 있다. 시범 수업이 끝나

면 시식 시간이 이어진다. 시식은 학생들의 미각을 세련되게 하기 위한 ‘혀의 트레이닝’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동시에 조리장과 학생이 활발하게 의견교환을 할 수 있기에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 이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학생

들은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몸 전체로 느끼게 된다. 실습 수업은 조리장과 실습조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은 시범 수업에서 소개된 요리 중 하나를 실제로 조리한다. 이러한 실습을 통해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향상을 

이루는 동시에 요리의 맛과 재료의 조화, 음식 담는 법 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2) 강사진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의 조리장들은 르 꼬르동 블루 인터내셔널에서 직접 파견된 프랑스인 조리장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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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지난 100여 년에 걸쳐 명망있는 수많은 조리장들이 르 꼬르동 블루에서 교육을 담당해 왔는데, 이들은 완벽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호텔, 레스토랑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요리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처럼 이론과 실기를 갖춘 조리장들이 학생들의 수업을 완벽

하게 책임진다.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통역 담당자를 두고 

있다.

(3) 졸업 후 진로

  학생들은 전과정을 수료하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그랑 디플롬(Le Grand Diplôme)을 받게 되며, 한 과정의 모든 

단계를 마치면 과정별 디플롬(Diplôme)을 수여 받게 된다. 디플롬 소지자에 한하여 특급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

(Internship program)을 제공한다. 인턴십을 통해 실력을 인정 받아 해당 호텔에 취업한 경우도 있으며, 아카데미 측에 

취업 의뢰가 있으면 자격 요건이 맞는 졸업생을 찾아 추천한다. 졸업 후에는 호텔, 리조트, F&B산업 등의 외식,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며, 현재 졸업생들은 전문 요리사 뿐만 아니라, 외식 잡지 기자, 파티 플래너, 강사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에서 받은 교육은 다른 분교들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각국의 르 꼬르동 블루 요리 학교로의 편입이 가능하다.

다. 조직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는 숙명여자대학교 부설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적 구조는 원장(김현숙 교

수), 강사진(프랑스인 쉐프 4명, 통역 4명, 조교 7명), 행정직원 (8명) 및 스튜어딩(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관 6층과 7층에 위치해 있으며 요리를 배우는 데 최상의 환경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학생들 

각자에게는 수업에 필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조리기구와 완벽하게 갖추어진 실습장이 제공된다. 시범 수업 강의실은 

경사진 거울, 비디오 기기 등 조리장의 솜씨를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특별설비를 갖추고, 학생들이 개인실습을 하며 

각자의 창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 주요 연구 업적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는 2002년 개원 이후, 정기적으로 요리 및 제과 관련 세미나와 특급 호텔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며 르 꼬르동 블루의 요리 예술의 전문성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국내 음식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

다. 

  2003년 6월에는 미육류협회(USMEF)에서 주최하는 요리 경연대회(Culinary camp)를 본 아카데미에서 개최했다. 

2004년부터는 전국 고등학교 프랑스어 시낭송 대회 수상 학생들에게도 르 꼬르동 블루 요리 강의를 제공, 프랑스 대사

관 행사 참여를 통해 프랑스의 선진 요리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ACADECO(제과, 제빵 대회) 수상자, 울산과학대학 호텔 조리학과 

학생을 포함하여 기업체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르 꼬르동 블루 인터내셔널은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수

산물 유통공사와 함께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발간한 김치요리책자 제작에도 참여하여 한국전통음식의 세계화에도 기

여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신문사 등 언론매체에 요리 자문과 칼럼 기고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SBS 드라마 ‘마녀유희’, SBS 드라마 ‘떼루아’ 등에서 배우 트레이닝을 포함하여 요리 자문 및 장소 협찬 등의 

공동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2008년 국제 대회인 청년 요리사 대회(Jeunes Commis Rôtisseurs)를 미식가 

협회(La Chaîne des Rôtisseurs), 소펙사(Sopexa)와 함께 개최했다. 2009년에는 르 꼬르동 블루의 동문이자 미국의 

전설적인 요리사로 평가 받고 있는 줄리아 차일드를 다룬 영화 ‘줄리 & 줄리아’ 한국 개봉에 맞추어 시사회 진행 등 



- 617 -

영화 홍보 프로모션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언어 교육 문화원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와 함께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갈라 디너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요리 예술의 전문성을 보전하고 전수하며 삶의 질 승화에 

헌신하고자 한다. 

마. 앞으로의 전망 및 계획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는 최고의 전문지식교육과 철저한 실기교육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요리 전문가를 양

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외식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1,200여 명이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 정규 과정을 수강했으며 단순히 요리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요리를 통해 생활예술정신을 실현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외식 산업계에 적합한 우수 인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 보건진료소

가. 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건강상담, 질병치료, 건강교육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구성원 및 주요업무

부� �서 구성원 주요�업무 업무�시간

보�건�소�장�실 소장 업무총괄

월∼금

09：00-17：30

(점심시간�12:00∼13:00)

일반진료실

의사 진료,�상담,�건강관리

간호사� 진료�보조,�처치,�질병예방관리

약사� 조제,�투약,�구급약품�지원

보건진료소･의료공제회
사무실

간사� 일반�행정,�의료공제회�업무

다. 진료안내

일반진료실(문의전화: 710-9146, 9147).

   - 진료 및 상담, 투약, 예방접종, 정양실 운영, 구급약품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접수 후 의사의 진료에 따른 투약과 처치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으로 의뢰가 가능하다.

라. 주요업무

(1) 진료 및 상담: 일반진료실에서는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진료가 이루

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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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편입생 신체검사:매년 2월 중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내과검진, 구강검진, B형간염항원항체 및 빈혈검사, 뇨검사, 

흉부X선검사, 청력, 혈압측정, 신체계측 등을 실시한다.

(3) 재학생 무료건강검진: 매년 9월에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빈혈, 혈당, 지질검사, 흉부X선검사를 통해 질병관리 및 

예방 업무를 실시한다.

(4) 예방접종

  ∙B형간염: B형간염항원항체검사와 함께 연중 접종이 가능하다. 

  ∙A형간염: 20~30대 발병률 증가로 예방접종 권장 

  ∙풍진: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연중 접종이 가능하다.

  ∙독감: 매년 가을(10월경)에 홍보 후 실시한다.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인 HPV 감염예방으로 자궁경부암의 약 70%를 예방할 수 있으며 연중 접종이  

   가능하다.

(5) 전염성질환 관리 

  ∙B형간염: 신․편입생 신체검사, 무료건강검진으로 발견된 보균자를 정기검진과 상담을 통하여 관리한다.

  ∙결핵: 흉부X선검사로 발견된 환자를 상담과 외부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관리한다.

(6) 구충사업: 연 1회(5월경) 구충제 무료 배부와 연중 판매로 기생충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7) 구급약품지원: 학교에서 인정한 교내․외 행사에 대하여 구급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소정의 신청양식  

을 행사 2일 전까지 일반진료실로 제출한다.

(8) 보건교육: 보건교육자료전시회,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9) 지역사회 의료봉사 

〈 의료공제회 〉

가. 목적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리대학 보건진료소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외부의료기관 의료비의 일부를 의료공

제급여로 지원하여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급여절차

  의료기관 진료 → 신청서류 접수 → 심사 → 지급

다. 신청서류 

(1)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2) 병원영수증 및 처방전이 첨부된 약국영수증 

(3) 의료공제급여 신청서

※ 의료공제급여 신청서와 진료확인서 서식은 의료공제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보건진료소 홈페이지

(http://health.sookmyung.ac.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라. 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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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2) 의료공제회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유의사항 

(1) 당해학기 진료비에 한하며 최종 진료일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동일 질환의 경우 한 학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바. 급여기준

구�분 급여율� (%) 급여한도액�(원) 비� � � � � �고

통�원 �60 200,000
1.�진료비�30,000원(10,000원�이내의�진단서비�포함)�까지는�100%를�지급한다.

2.�공상의�경우는�학부(과)장�또는�부서장의�공상확인서를�신청�서류와�함께�제출하

여야�한다.�

입�원 �60 300,000

공�상 100 500,000

3. 숙대신보사

가. 연혁 및 소개

  숙대신보는 1955년 10월 25일 창간하여 대학신문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해 왔다. 창간 당시의 월보는 그 

동안 격주간, 순간으로 발전했고, 1964년 141호부터는 주보로 발간되었으며, 1970년부터 월2회 8면 특집호로 증면 

발간해왔고, 1978년부터 월1회씩 8면을 발행하다가, 1988년 10월부터 매주 8면을 발행(연2회 특집 신문 발행)하여 

명실 공히 최고의 대학신문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 호마다 숙명인과 국내 유수 필자가 엮어 내는 논문․시평․문예창

작물 등을 게재하며, 변화하는 시대와 대학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획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학내외에

서의 학생활동․학교행정․교수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숙명여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부대사업으로 1972년부터 공모해온 대학문학상은 대학문단을 활성화하고, 역량 있는 신인을 발굴하여 한국문단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 부활된 여고문학상은 여고생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는 

광고공모전을 신설하여 광고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발굴과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숙대신보(http://smnews.sookmyung.ac.kr)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0년 4월 3일에 

지령 1000호가 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특집호 발행과 기념식을 가졌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추고 제 2창학 이념에 부응

하는 정론 직필의 숙대신보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신문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며,  

2009년 3월 1일에 발행된  1871호부터는 대판 신문에서 베를리너판으로 바꾸고 1면, 3면, 10면, 12면을 칼라로 제작 

인쇄하고 있다. 2009년 12월에 숙대신보 1190호가 발간되었다. 

  한편, 1973년 11월부터는 자매지 숙명타임즈를 창간하여 재학생의 영어학습에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학내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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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주고 있다. 숙명타임즈는 1995년부터 월간 잡지형으로 전환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본

교의 해외홍보 활동자료로서 소중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한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숙명타임즈

(http://smtimes.sookmyung.ac.kr)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에 지령 276호가 발간되었다.

  2006년 11월부터는 학생기자단들의 전문성 및 기자정신 함양을 위한, <숙명 신문기자 아카데미 워크샾>을 실시하여 

현직 기자 및 언론인들을 통한 기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숙대신보사 기자단들의 실력이 크게 증진되

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기자단들은 숙명의 리더로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전반에 크게 영향력을 떨칠 주역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창간 이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교내 여론형성을 주도해 온 숙대신보사는 오늘날 청년세대 

대부분이 정보를 얻는 신문매체보다는 방송이나 인터넷에 더 익숙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영상매체의 힘과는 별도로 

인쇄매체의 파급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기관으로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나. 조직

  총장이 사장 및 발행인을 겸하고 있으며, 주간교수 겸 편집인 1명이 있다. 교수 8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숙대신보사 운영에 관한 제반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사설위원은 숙대신보 10명, 숙명타임즈 8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기자단은 숙대신보, 숙명타임즈에 편집장 기자 각 1명이 있고, 부장기자와 정기자로 구성된다.

다. 주요업무 추진내용

1. 숙대신보 및 숙명타임즈 발행

 (1) 숙대신보

   - 총 12면(칼라4면) 발행, 특집호(창학, 창간 특집호) 16면 발행

   - 학기 중 주간 발행, 연간 총 20회 발행

 (2) 숙명타임즈: 학기 중 월간 발행, 연간 총 8회 발행

2. 숙대신보사 주관 행사

 (1) 여고문학상 

  1) 목적 : 신세대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재능 있는 여고생 인재 발굴

  2) 일시 : 매년 5월 초

  3) 대상 : 전국고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4) 부문 : 시 / 수필 / 콩트 3부문으로 백일장 진행

  5) 심사 : 본교 및 타 대학 국문과 교수로 심사위원 구성

  6) 시상 : 캠퍼스 투어 및 학교 소개 행사와 함께 시상식 개최

 (2) 대학문학상

  1) 목적 : 대학생의 글쓰기 활동 진작을 통한 한국문단의 활성화 증진

  2) 일시 : 매년 8월 말

  3) 대상 : 전문대 이상의 대학생 (군 복무중인 학생 및 휴학생 가능)

  4) 부문 : 소설 / 시 / 평론 3부문

  5) 심사 : 본교 및 타 대학 국문과 교수로 심사위원 구성

  6) 시상 : 숙대신보사 창간기념 행사와 함께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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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고공모전

  1) 목적 : 숙명인들의 신선하고 흥미로운 숙명PR 아이디어 창출 

  2) 일시 : 매년 9월-10월

  3) 대상 :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 (4명 이하의 팀)

  4) 부문 : 숙명여대 PR 광고, 숙대신보 PR 광고

  5) 시상 : 숙대신보사 창간기념 행사와 함께 시상식 개최

 (4) 창간기념식 (숙대신보 55주년, 숙명타임즈 38주년)

  1) 일시 : 매년 10월 말

  2) 내용 : 기념식(대학문학상, 광고공모전 시상식 병행) 및 다과회

  3) 참석자 : 총장, 각부처장, 전․현직 주간교수, 운영위원, 사설위원, 부문별 심사위원, 수상자, 전현직 숙대신보  

             및 숙명타임즈 기자, 현직 언론인 동문들 등

3. 숙대신보사 기자단 교육

 (1) 목적 : 기자정신이나 소양 및 학교신문 기자로서의 자세 등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더불어 기사의 주제, 내용, 취재, 

기사작성, 편집, 사진 등에 대하여 세부교육을 실시한다. 언론전공 교수, 전 현직 기자 및 전문직 언론인 등을 강사로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한다.

 (2) 대상 : 숙대신보와 숙명타임즈 기자단 

 (3) 일정 : 학기당 총 8회(학기 중 4회, 방학 중 4회) 실시

4. 숙대신보사 간담회 및 회의

 (1) 학생처 (학생문화복지팀)-숙대신보사 간담회

 (2) 주간교수-숙대신보 기자단 간담회

 (3) 주간교수-숙명타임즈 기자단 간담회

 (4) 기자단 교육아이템 협의회의

 (5) 교육프로그램 개발 회의

 (6) 운영위원회의 : 연간 2-4회

 (7) 부서업무회의 : 주 1회

5. 기자단 하계 및 동계트레이닝

 (1) 숙대신보

  1) 일시 : 매년 여름방학(하계 트레이닝) 및 겨울방학(동계트레이닝)

   2) 내용 : 정 기자 선출, 매 학기 신문 평가회의, 장기 편집회의, 레이아웃 회의, 부서별 브리핑, 부서별 교육, 카메라  

           교육 및 총괄적 작업 교육, 수습보 제작, 부장단 및 기자 트레이닝

 (2) 숙명타임즈

  1) 일시 : 매년 여름방학(하계 트레이닝) 및 겨울방학(동계트레이닝)

  2) 내용 : 정 기자 선출, 장기 편집회의, 영․국자 신문 브리핑 및 세미나, 카메라 교육, 영작 스터디, 부서별 교육,  

           부장단 트레이닝, 수습기자 세미나, 수습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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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미디어센터

◉위치_창학 B130    ◉전화_710-9160    ◉홈페이지_http://smvmc.sookmyung.ac.kr

1. 소개

영상미디어센터는 숙명여대 부설기관으로 도준호(미디어학부)교수님께서 센터장으로 계시며, 이하 직원과 행정조교가 

방송국 운영 및 교육을 돕고 있다. 1967년에 방송실로 창설되어 1970년 3월 숙명여대 교육방송국으로 개국, 1997년 

5월에 유선 TV방송국을 개국하였다. 2001년 11월, (주)SBS 서울방송 윤세영 회장의 기증으로 최첨단 디지털 방송장비

를 갖추어 제 2창학 캠퍼스에 ‘서암 TV 스튜디오’를 오픈하며 제 2개국을 맞았다. 2006년 9월에는 세계대학 최초로 

IPTV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아 디지털 숙명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2007년 4월에는 교내 

영상, 언론 관련부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IPTV 컨텐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방송국에서 영상미디어센터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포함한 학내 곳곳에 설치된 PDP/LCD를 통해 운영하는 IPTV와 순헌관 전광판, 

르네상스플라자 전광판을 통하여 뉴스, 공지, 교양, 교육, 홍보 등 다수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규방송을 비롯한 학교뉴스 및 행사 실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교내에 부감카메라

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숙명 캠퍼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입학식, 졸업식, 눈송이축제 등 교내 

대규모 행사의 경우 IPTV, 전광판, 인터넷방송을 통한 생중계를 제공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제작 시스템을 2011년 

디지털 방송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Final Cut Pro 기반으로 영상 제작 작업이 

가능한 NLE편집실를 구축하였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언론 리더십그룹, IPTV 프로그램 제작인턴, 단과대학 IPTV 리포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D그래픽 제작/PD/아나운서/기자교육을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1인 제작 VJ시스템이 가능한 방송

요원 양성을 지원한다.

언론 리더십그룹의 요원은 매 학기 초 공개시험에 의하여 본교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일정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 

방송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SBS 교육방송국>은 비디오/오디오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기 중 매주 월요일~금요일

에 정규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방송국 최초로 보이는 라디오를 실시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매주 2회 교양 프로그램

을 제작, 송출하고 있다. 매년 5월에 방송제를, 11월에는 디지털 영상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내 여론 

선도 및 방송 기술 발전을 꾀하고 있다.

<SM-net>은 1999년 5월에 개국한 국내대학 최초의 인터넷 방송국으로, 미디어학부 학생들이 최첨단 디지털 실습 

장비를 이용해 방송컨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SM-net의 컨텐츠는 국원들이 직접 제작한 뉴스, 드라마, 다큐 

등과 정보방송학 전공의 실습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물 등으로 구성된다.

<헤드라인뉴스>는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이바지 하고, 방송을 통한 교내외 뉴스의 신속한 보도로 학생들의 교양을 

증진시키고 정서함양 및 건전한 학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어능력이 중요시되는 현 시대에 

발맞추고자 2008년 11월 국내대학 최초 영어방송국으로 개국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모든 프로그램

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교내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와, 교양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다. 

<IPTV 프로그램 제작인턴>은 교내 공지사항, 취업소식, 숙명뉴스, 교양 및 교육 프로그램을 IPTV 환경에 맞게 제작, 

송출하고 있으며 교양 및 교육 관련 콘텐츠는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중앙청사(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통일부)에 공급 

중이다. 

<단과대학 리더십그룹 리포터>는 IPTV 시스템 도입 후 전공-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

라 각 단과대학의 리포터가 학과소개 및 학생, 교수님의 활동소식을 취재하여 IPTV를 통해 숙명인 모두가 공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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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의 “미디어숙명>숙명 인터넷 생방송>IPTV 생방송보기”로 접속하면 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제작한 다양한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다.

5. 가정경영실습관

가. 연혁 및 목적

  (1) 1966년 1월 준공하여 숙인당(淑仁堂)이라 칭하며 1997년 9월 신축 교수회관 8층으로 이전        개관 하였다.

  (2) 가정경영실습관(淑仁堂)은 가정 및 가족 문화에 관련된 실험 실습의 장소로 생활문화관리 실습, 인간관계 훈련, 

전통예절 및 생활예절 관련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가치관의 정립을 추구하며 전인적인 

자기성장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교양과목인 “생활문화와 국제매너실습”이 1.2학기 모두 개설되며 실습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전통문화교육과 기업 및 타 기관으로 부터 위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교육

관련 숙박을 위한 대여도 실시한다.

나. 운영조직

  구성 : 관장 1인, 교육담당 1인, 행정담당 1인. 

다. 주요업무 

(1) 교양 과목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실습” 운영

    ① 수강대상 : 교양 선택으로 본 과목을 수강 하고자하는 학부 재학생

    ② 학점취득 : 수강  후 과제물과  역할수행, 생활태도, 인간관계, 가정경영 행동 등을 종합해서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며 3학점 이수를 한다.

    ③ 입주기간 및 절차

       2주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으며 수강신청 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15～20명을 한 

기로 하여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입주하며 소정의 실습생활비를 납부한다.

(2) 숙인당 일반교육 프로그램

    ① 외국인 전통 교육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다도, 절하기, 한복 입기 등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하계 

계절학기 및 방학 중 각종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② 타 기관 대상 위탁교육

가정경영실습관은 교내 뿐 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나 타 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특별 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시설 대여

     가정경영실습관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및 방학 중 교내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에 시설 대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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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 및 환경

  수련교수회관 8층에 위치한 본 가정경영실습관은 총 173평으로 20인 내외가 사용가능하며 학생 방 및 욕실, 거실, 

주방, 식당, 예절 실, 인터넷 실, 테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가정 및 교육시설로서 침대 및 각종 생활 가전소품, 세탁기계 류, 주방가전, 오디오, 컴퓨터 및 프로젝터 등이 

구비되어 있다.

6. 학생생활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는 대학생들이 자아정체감 확립과 관련하여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성숙

한 문제해결력과 적응력을 갖게 함으로써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있다. 본교 학생은 누구나 

상담소에 찾아와 상담 및 심리평가 등을 받을 수 있다.

가. 연혁 및 목적

  학생생활상담소는 1962년 9월 학생생활상의실로 창설되어 1966년 4월 학생생활지도연구소로, 1996년 8월 학생생

활상담소로 개정되었다.

나. 기구

(1) 상담 및 심리검사부 : 학생 개개인의 문제에 따른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만남을 통해 자아성장을 도우며, 이에 

필요한 각종 표준화검사를 실시한 후 심리평가 해석 및 상담을 한다.

(2) 교육부 : 많은 학생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기 위해 매학기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

며 상담원 교육을 위한 상담수련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3) 연구부 : 학생지도․상담을 위한 제반연구와 이에 관련된 연구물을 간행한다.

다. 주요업무영역 및 개요

(1) 개인상담 : 전문상담가와 면대면 상담을 통하여 학교생활 및 진로문제, 개인 및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다.

(2) 집단상담 : 상담자와 학생들이 자기 성장을 돕는 모임(자기표현, 인간관계, 진로탐색, 학습전략, 스트레스 대처 방

안 등)을 통해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만남을 갖고, 깊이 있는 자기이해와 더불어 집단원간의 참만

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 심리평가 : 자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심리검사(지능검사․성격검사․적성검사,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해석해 주고 있다.

(4) 연구 : 학생지도․상담을 위한 제반 연구와 이에 관련된 연구물이 학생생활상담소 홈페이지에 학생생활연구 웹진 

32까지 탑재되어 있고 매달 사례연구협의회와 매학기 특강,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5) 교육 : 상담수련과정으로 인턴 상담원, 레지던트 상담원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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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실이용 : 각 대학 학생생활연구지, 소식지, 정기간행물 등이 준비되어 있다. 

(7) 졸업생 및 지역사회연계활동 : 본교를 졸업한 동문이나 그의 가족 및 일반인을 위한 심리평가 및 전문상담을 실시

하고 있다.

7. 공동기기실

가. 공동기기실 설립배경

우리 대학은 과학관에 200여 평의 면적을 확보한 후, 3개 단과대 및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가의 공동 활용 가치

가 높은 실험기자재 및 장비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동기기실을 설립하였다.

나. 목적

공동기기실은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주요 실험기기의 중복설치를 피하고 그것의 활용을 극대화하

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다. 주요업무

(1)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지원

(2) 공동기기 관리 및 운용

(3) 공동기기 구입 및 보수

(4) 방사성 동위원소실 관리 및 운용

(5) 기타 공동기기실 설치 목적과 관련된 제반 업무

라. 지원대상

(1)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및 조교, 대학원생

(2) 본 대학교 자연계분야 연구소의 연구원 및 연구조원

(3) 본 대학교 자연계 학과 전공과목 실험실습 담당교수 요청에 의한 해당학과 학부학생

(4) 본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하는 타 대학교수 및 연구자

8. 문신미술관

가. 문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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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文信, 1923-1995)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대칭과 비대칭의 어우러짐 즉, 대칭

의 모습이지만 실제의 생명체처럼 좌우, 전후가 약간씩 다른 추상의 형태를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흑단, 브론즈, 

스테인레스 스틸 등을 재료로 한 작품들로 그 형상들은 원시시대의 갑각류에서 우주인의 얼굴까지 다양한 생명체를 

연상케 한다.

  그는 1923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마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16세에 일본 동경 미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광복과 

함께 귀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 전쟁 당시 종군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종전 후 

한국 모던아트의 대표적 단체인 <모던아트협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1961년 그는 추상 회화와 조각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간 후 작품 활동을 재개했다. 1970년에 이르러 프랑스 뽀르-바카레스 국제조각 심포지엄

에 출품한 ‘태양의 사자’를 통해 세계적인 조각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고, 이후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란 등 세계 곳곳

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1980년 고향 마산에 영구 귀국하였으며, 그 후 “프랑스 혁명 200주년 24인 초대전”, “유럽순회

회고전”, “문신예술회고전” 등의 다수의 전시와 함께 프랑스 예술문학 영주장, 대한민국 문화부분 세종문화상을 수상

하였다.

나.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설립배경

  숙명여자대학교는 문화선도대학을 목표로 하고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文信)의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1999년 6월 9

일 문신미술연구소를 개소한 후, 르네상스 플라자를 신축하면서 새로이 공간을 마련하였다. 지하 1층․2층․3층에 걸쳐 

650여 평의 공간에 문신미술관 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등이 건축되었고 2003년 10월에 문신미술관 준공식을 하였다. 

2004년 5월 10일 문신미술관이 개관하였다. 아울러 2005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미술관으로 등록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예술문화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2008년에는 81명의 문화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문신미술

연구소와 자료실Ⅰ․Ⅱ, 자료열람용 홈페이지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문신 예술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을 시

작으로 타 장르의 예술과 함께 새로운 융합예술을 시도하고 있다.

다. 소장품

  문신의 조각, 드로잉, 석고원형, 유화, 도자기, 판화포스터, 유품, 공구, 자료 사진 등과 현대사진작가 기증 작품 등 

총 2,5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라. 활동

① 기획전시

     1999 야외 조각 상설전, 스케치전

     2000 문신주얼리전, 조각․드로잉 상설전

     2001 드로잉, 조각, 주얼리 상설전, 최성숙 아트상품전, 라인주얼리

     2002 포스터전, 조각상설전

     2003 중형조각전, 드로잉전, 소조각전, 공구 및 석고 조각전, 대형조각전

     2004 개관기념 ‘문신 드로잉과 조각’, 거울:사진에서 보여진 우리 여성, 끝말잇기

     2005 소년에서 거장으로, 문신 채화, 문신아틀리에, 문신판화

     2006 창학100주년 기념 아트상품전, 석고조각, 눈이야기, Painting and Sculpture

     2007 ‘한국미의 원형-아름다운 탄생’, ‘영원한 코리아, 문신-위대한 열풍’, 문신 드로잉과 조각

     2008 Remember2007, 보석&드로잉, 올림픽1988-빛에서 빛으로, 에로스 드로잉,

문신예술여정 60년, 구상드로잉, 고독과 우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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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 문신예술 보도․사진․영상, 문신미공개 도자 특별전, 다수의 드로잉 특별전,

문신일대기 사진전<만남과 약속 1․2>, <비상1․2>, The Great Festival in Sook myung,

                문신예술 숙명 10년의 발자취(1999~2009)특별전, 시메트리의 환상

     2010 Remember2009, 거장의 운명, 시메트리 생명창조, 거장의 유럽시대

② 공모전시

     2004 권연정, 임선영 - 총 2 전시

     2005 이지영, 현경미, 아수, 이익재, 구상모, 신소영, 이승준, 이상봉, 문성민 포함 총 12회

     2006 권순학, 김혜란, 김은선, 장사한, 손혜진, 이상은, 김윤주, 최영주, 윤진영 포함 총 11회

     2007 공기평, 이일우, 박춘호, 민영욱, 이성희, 윤인아, 배병규, 다니엘 경 포함 총 10회

     2008 이민경, 박진호․칼리아이든, 노세환, 최지환, 유관석, 김기영, 아수, 김미련 포함 총 13회

     2009 최정은, 김철환, 문혜린, Andree, 이선영, 임경수, 민병일, 김성대, 금영숙 포함 총 18회

     2010 박윤정, 김윤정, 안우동, 형다미, 강지웅, 박중현, 최희재, 황재원, 이동엽, 포함 총 23회

③ 특별전시

     2006 '박영숙과 카메라, 사진 속의 여성들 사진 밖의 여성들', 인도텍스타일,

‘天·鶴’전, 남아있는 풍경_ 노원희 1991년 이후

     2007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도시공간 네트워크

sibiu-The capital of european culture, 브란코 파비츠-행운 초인

     2008 한․일 자수전

     2009 Daniel Carranza 개인전

     2010 의류과 국제 교류전, 미술대학교 졸업전시, 마이클 갈로빅 초대전(박물관주관)

  ④ 행사

     1999 새천년 기념 가두행사 - 해조, 志전시

     2007 ‘바덴바덴 앙상블’ 연주회 - 마산, 숙대, 장흥

     2008 <문신토탈아트시메트리관> 설치, ‘문신미술연구소’오픈 및 ‘홈페이지’개설

‘앙상블 시메트리’ - 국립극장 해오름, 315아트센터, 시인의 향기’ 낭독회

‘문신미술관․문화저널21 협약식’

     2009 문신(文 信)가곡의 밤, 문신예술 기념 음악회, 시인의 향기, 문신(文信)예술의 밤 등

     2010 문신(文 信)가곡의 밤, 문신예술 기념 음악회, 시인의 향기, 문신(文信)예술의 밤 등

⑤ 해외 전시 및 행사

     2000 문신주얼리, 홍콩컨벤션센터

     2001 대한민국 국정 홍보처 해외홍보관-문신 조각관

북경 해외 홍보처 조각관

     2004-6 ‘한국현대예술특별전(2004-2006)’, 미국 뉴욕, UN 대표부 주최 

     2005 ‘제 3회 발렌시아 비엔날레’, 스페인 발렌시아

     2006 독일 바덴바덴 월드컵 기념 초대전시 <MoonShin in Baden-B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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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 바덴바덴> 연주회 - 독일 바덴바덴

     2007 ‘문신영상음악페스티벌’ - 독일 바덴바덴   

⑥ 심포지엄

     2005 국제학술행사-‘미술관 교육과 보존’

     2007 국제학술심포지엄-‘문신과 예술세계’

     2008 문신 저술상 수상 기념 심포지엄

     2009      국가브랜드 방안마련 심포지엄, 저술상 심포지엄

     2010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마. 미술관 구성 및 조직 

  4개의 전시 공간 (은하수갤러리, 문갤러리, 무지개갤러리, 빛갤러리)과 수장고, 영상실, 스튜디오, 관장실, 사무실, 

자료실1․2가 있다. 각 전시공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은하수 갤러리는 문신의 대표적인 조각을 볼 수 있는 전시공간으

로 중형 및 대형 석고조각 작품이 전시된다. 문 갤러리에서는 조각의 근본이 되는 문신의 드로잉과 이와 연계되는 조각 

작품, 관련 영상이 전시된다. 무지개 갤러리에서는 문신의 활동상을 담은 일대기 사진들과 특별기획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빛 갤러리에서는 우리시대정신을 이야기하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가 있다. 조직으로는 관장 1인, 학예사 1인, 조

교 2인으로 구성되었고, 보조업무로 인턴들이 시간별로 근무한다.

바. 연락처

  주소  (140-742) 서울 용산구 효창원길 52,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전화  (02) 2077-7052, 710-9280 사무실, (02)710-9251 관장실

  팩스  (02) 2077-7051

  홈페이지 www.moonshin.or.kr, www.moonshinart.com

9.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하는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Yongsan-g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With Sookmyung.Women's University) 

(1) 설립목적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하는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치료, 교육 및 문화사업,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건강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네트워크 활동 통해 지역의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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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 및 목표

비� �전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 가족 잠재력 향상

목� �표

․ 행복한 가족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 양성평등한 가족친화문화조성 및 가족사랑, 이웃사랑 실천을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

․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통한 건강가정의 유지․지원

․ 민, 관, 학 연계구축을 통한 가족단위 통합적인 One-stop Service

(3) 주요사업

 가) 사업의 방향

  ① 보편성 : 요보호가족 중심 지원 ⇒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② 평등성 : 권위적 가족관계 ⇒ 평등학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향상

  ③ 사회성 : 개별 가족의 부담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④ 통합성 : 단편적․개별적 정책 ⇒ 통합적 기획․조정기능 강화

  ⑤ 포괄성 : 예방, 돌봄 및 치료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⑥ 전문성 : 건강가정사업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

  ⑦ 예  방 : 교육 및 문화운동을 통한 가족문제의 예방기능 수행

  ⑧ 연  계 : 센터상호간 또는 센터 및 관련기관과의 합리적인 수평적․수직적 연계관계 수립

  ⑨ 조  정 :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의 조정역할, 사례관리자 역할

 나) 주요사업 소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돌봄지원
서비스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가족문제
해결사업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다) 세부사업 안내

  ① 가족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보미사업(돌보미 양성교육, 보수교육, 센터 프로그램과의 연계(이용자 가정을 위한 교육․문화 및 상담 

등)),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녀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봉사단, 센터 내 자생적으로 형성된 자조모임과 돌

봄의 요구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육아망 구축 및 관리

  ② 가족상담사업(가족문제해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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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전․후 상담 : 이혼의사가 있거나 이혼이 결정된 가족에 대한 상담

   ○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 가족생활지원 종합상담(가족생활관련 종합 정보 제공)

  ③ 가족교육사업(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 사업)

   ○ 부부교육 : 예비부부를 위한 부부생활 준비교육, 부부관계 증진교육, 노후생활설계교육 등

   ○ 부모자녀교육 :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 부모역할준비교육,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등

   ○ 남성교육 : 아버지참여를 통한 가족관계 향상교육,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등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 생활교육, 조손가족을 위한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실직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등

   ○ 가정경영 아카데미 : 전 생애주기별 가족 및 모든 가족유형이 참여하는 교육으로 건강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

생활의 여러 영역을 총망라하여 가정생활의 전체틀과 생활의 방향을 인식하고 가정의 사회적 역할까지 인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개론적인 교육

  ④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다양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 한부모 가족캠프, 다양한 가족과 가족봉사단간 결연 프로그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결혼이민자가족 전통문화 체험교실 등

   ○ 다문화분위기 확산사업 : 다문화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결혼이민자가족 캠프 등

   ○ 가족친화적 사회(기업)문화 조성사업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인 대상 홍보캠페인, 가족․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가족친화기업 사례 발굴 

및 가정의 날 포상, 가정과 직장 연계 프로그램 등

   ○ 가족단위 자원봉사문화 조성사업, 가족문화캠페인 사업

  ⑤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사업

   ○ 다양한 가정 내 인적자원의 잠재력 개발 및 성장을 위한 정보제공

   ○ 다양한 가정 내 물적자원의 개발 및 합리적․효율적․조직적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 자원개발

   ○ 가정기능회복, 가정기능강화, 가정의 자원화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제공

   ○ 홍보, 사이버 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 민간․공적전달체계와의 협업체계 구성 등

  ⑥ 맞춤형서비스지원 사업

   ○ 자녀학습, 질병으로 인한 건강 및 가사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계층 가족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 제공

   ○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장애인 가족 등

  ⑦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육아휴게소 운영

   ○ 양육자 부재시 아동이 아픈 경우, 부모님의 급한 업무로 인한 긴급 돌봄 공백시 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성 유지

   ○ 일률적인 시간에 얽매인 정형적 보육서비스가 아닌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유동적․융통적인 서비

스 지원을 통한 이용 가정의 욕구 충족(예: 비정기적 교육 참여, 양육자의 구직 활동 장려, 자녀양육 스트레스 해소, 

여가활용 등)

  ⑧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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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 가족의 생활적응 및 가정건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결혼이민자역량강화 교육, 문화정서지원, 자조집단 운영,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교육 등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 제공

(4) 앞으로의 전망 및 계획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하는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교내 부설기관으로서 건강 가정 및 행복한 가정생활유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국비 

지원, 서울시와 용산구 지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

획이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전국 확산에도 힘쓸 생각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선도적 모델도 제공할 

것이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숙명의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과 내적 외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국의 건강

가정지원센터와 학계의 건강가정 사업과 연구 분야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본 

센터는 학생들에게 섬김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기관으로 (숙명여대 사회봉사교과목 실습 등록기관) 사회봉

사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숙명인과 지역의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구현을 위해 가정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학계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과 홍보를 하면서 가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우며 

보다 나은 가족복지 서비스와 국가의 가족정책에 자료제공 및 숙명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섬김 리더십을 실천할 것이다.

  주소  (140-893)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28-10번지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전화  (02) 797-9184 ~ 6 , 삼각지 상담실 (02) 794-9184 ~ 5

  팩스  (02) 797-9189

  홈페이지 http://yongsan.familynet.or.kr

나.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하는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Geumcheon-g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With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 설립목적

  숙명여자대학교와 함께하는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가족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예방, 해결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전 및 목표

비� �전 나비효과의 근원,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목� �표 2015년 금천구 20년, 향기 나는 가족 20%확산

  G.Effect는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건강가정기반 구축

(Ground),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여 그 속에서 공존하는 다문화 창출(Global), 세대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는 세대통합(Generation),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계층과 함께 호흡하는 

성장(Growth), 이 4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금천구 모든 가정과 사회를 통합하는 기대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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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건강가정
기반구축

Global
다문화창출

Growth
함께하는 성장

Gener
-ation
세대통합

G.Effect

(3) 주요사업 

 가) 가족상담사업

  - 가족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생활영역과 관련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

하고, 관련영역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혼 전․후 상담

  ○ 가족관계상담

  ○ 예비결혼상담

  ○ 가족관련정보제공상담

  ○ 부모 및 부부상담

  ○ 아동미술치료

  ○ 노인상담

  ○ 군상담 및 군가족 상담

  ○ 청소년 진로관련상담

  ○ 집단상담 : 이혼 후 한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위한 집단상담

  ○ 자조모임 : 위기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기타 가족관련 상담

 나) 가족교육사업

  - 생애주기에 따라 각 시기별 가족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가족교육을 실시합니다.

  ○ 가정경영 아카데미 :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부관계 증진, 가족문화와 자원관리 등  

  ○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교육 

  ○ 부부교육 

  ○ 부모자녀교육 

  ○ 아버지 교육 :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 생활교육, 조손가족을 위한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생활교육 등

  ○ 기타 생활교육

 다)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다양한 가족과 함께 건전한 가족여가 및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합니다.

  ○ 가족봉사단 활동

  ○ 가족사랑 가족문화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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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의 달 행사 : 1080 서울숲, 별별가족문화축제 등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 군인가족, 어린이집 및 유치원, 회사 및 기업대상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실시

  ○ 가족단위 캠프 : 다양한 가족을 위한 캠프(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군인가족 등)

 라)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 형성

  ○ 금천구민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홍보지 발행

  ○ 홈페이지 및 사이버 정보망 구축 

  ○ 메일 및 문자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 사후관리

  ○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가족기능의 강화, 가족문제의 예방, 가족공동체 문화조성 등의 정보 제공

 마) 다양한가족 지원사업

  ○ 다양한 가족을 위한 교육 : 다문화가족 여성 한국어 교실, 다문화가족 여성 요리교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활동 

등

  ○ 다문화 가족 자녀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 :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무상으로 지원

하여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뮤지컬 공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고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줌.

 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맞벌이 부부, 보육시설 이용 외 시간 보육, 갑작스러운 경우(시간 외 근무,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등 가사활동 제외한 보육관련 서비스) 제공

  ○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함.

 사) 동네 품앗이 육아망 지원사업

  ○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증답의례를 통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며 자녀들에게 풍부하고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자 함.

  ○ 몇 가구 모임을 만든 뒤 부모가 직접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비형식적인 특성 가짐.

(4) 앞으로의 전망 및 계획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주목

하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고 강화하며, 나아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과 역할관계를 중시하고 가족의 전체성이나 체계성이 고려된 건강가정사업을 통해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금천구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소  (153-856)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41번지 3층

전화  (02) 803 - 7747,1  아이돌보미 (02) 803 - 7748

팩스  (02) 803 - 7746

홈페이지 http://geumchfc.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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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평등상담소

 성평등상담소는 숙명여자대학교 내 모든 구성원 즉, 학생, 직원, 교․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성희롱·성폭력처리위원회에 보고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성 관련된 심리상담 및 교육, 기타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성인지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상담소에서는 원치 않은 어떤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교육, 심리상담, 각종 특강, 문화 활동 등을 실시하여 숙명여자대학교 구성원의 성적자율권과 성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돕고 있다.

 2009년부터는 성매매방지교육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영상 및 교육자료 제작도 병행하고 있다.

가. 연혁 및 목적

  2001년 1월 성폭력 예방 및 처리특별위원회 산하 성폭력 상담실로 창설되어 2003년 1월 개소하였고, 2005년 6월 

27일 부설기관 성평등 상담소로 독립되었다.

나. 주요업무영역 및 개요

(1) 개인상담활동 : 성지식, 성정체감, 이성교제 등에 관한 고민, 교내 구성원간, 데이트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신청 받아 개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비밀을 보장해준다.

(2) 집단상담활동 : 매 학기 성교육, 이성 관계, 성정체감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집단프로그램 공지, 홍보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집단 상담을 하고 있다.

(3) 성희롱예방교육 : 숙명인 전 구성원(교수, 강사, 직원, 재학생)에게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4)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접수 및 사건처리 : 성희롱, 성폭력 피해 당사자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접수가 되면, 조건부신고나 공식신고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사건처리를 진행한다.

(5) 섹슈얼리티주간 행사 및 특강 : 섹슈얼리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숙명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도모

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실질적인 성지식과 관련된 섹슈얼리티주간 행사와 연2회 전문가를 모시고 초청강연회를 열고 

있다.

(6) 각종 간행물 : 성평등상담소를 홍보하고, 교․강사, 직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들을 제시하는 리플릿을 제작·배

포하며, ⌜성희롱예방교육자료 및 성매매예방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에 탑재해 숙명인들이 자

유롭고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연구활동 : 숙명인의 성의식 조사 및 성관련 연구를 하여 숙명인의 현 실태와 요구도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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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

가. 목적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GHRD)는 숙명여자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의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 네트워크와 교육 노하우의 접목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우수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본 센터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개발한 해외 현지 적응 및 경력관리 전문 교육을 실시한 인턴

들을 파견함은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인턴 전체에 대한 소양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아클란 주정부

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과 동시에 해외연수의 기회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학생 해외연수 봉사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파견인력의 현지화 교육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발판으로, 국내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해외 파견 인력

에 대한 차별화 된 맞춤형 이문화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특히, 본 센터는 인도 Center for 

Research in R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CRRI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도 이문화 교육의 핵심역량을 

확보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저개발국으로 제휴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센터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주니어 

조기경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글로벌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인·적성 분석 시스

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다문화 체험학습 등을 통해 미래 글로벌시민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게 

될 우리 아이들의 기본소양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 모듈은 또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위한 교원직무연수 교육을 통해 교사의 커리어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또한 본 센터는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계층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주요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가지

는 분야별 전문 교육 자원들을 기반으로 각 기관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다.

나. 주요활동

1. 연구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국내외 우수한 인적자원의 발굴과 교육,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

○ 주요 프로그램 

 - 해외인턴 경력관리 프로그램 

 - 해외 인턴십 이문화 교육 프로그램 

 - 글로벌 시민양성 프로그램 

 - 해외 파견인력 교육 프로그램

 -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 대학생 글로벌 잡스쿨 프로그램

 - 대학생 전공특성화 해외연수단 프로그램

 - 고교생 글로벌 봉사 체험단 프로그램 

 - 이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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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연수 프로그램

 - 아동, 성인 인․적성 검사 Tool 및 부모-자녀 맞춤 양육 상담 프로그램 

 - 인․적성 맞춤 Kids 성장 프로그램

 - 맞춤형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2. 학술 활동

  본 센터는 국내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경력 개발이라는 주제로 해외 취업 및 직종별 경력 관리 학술 활동을 펼치

고 있다.

○ 주요 학술 활동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5년도 해외취업 연수기관 평가 연구 용역’

 -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산업 인적자원 경력개발 연구 용역’

 - 법무부 ‘소년원생의 재범방지와 사회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2006.4)

 - 포스코 건설 ‘성장시장 해외 파견인력 교육 및 관리방안 개발’ 연구용역(2007. 12)

 - KT '온라인 리스크 대응 전략 구축 용역‘ (2008.4)

 - SK M&C 'HUNET 프로젝트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2008.11)

 - 교과부 ‘유치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전문인력풀 활용자료 개발’ 용역 (2008.11)

   - 포스코경영연구소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를 통한 C 인지체게 연구(2009. 5)

3. 교육 훈련

  본 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파견 인력에 대한 해외 현지 적응 및 경력관리 전문 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공교육 

현장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적성 파악은 물론,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성 맞춤 경력개발 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

○ 해외 파견 인력 사전 교육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봉사형 인턴십 1기 소양교육 (2005.4)

 - 한국산업인력공단 미국인턴 대상 소양교육 (2005.8)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봉사형 인턴십 2기 소양교육 (2005.11)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두바이 인턴 교육 (2006.5)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파견 국가브랜드 홍보 한국음식 지도자 연수과정 교육 (2009. 9 - 2010. 2)

 - 대한체육회, 스포츠외교 전문가과정 운영(2010. 1~)

○ 직무능력 향상 및 다문화 교육

 - 2005 글로벌 엘리트 영어 교사 양성 연수 (2006.1)

 - 글로벌 시대의 국제이해 교육방향 세미나 개최 (2006.2)

 - 숙명여대 교직원 자녀 대상 글로벌 시민교육 캠프 진행 (2006.2)

 - 숙명 글로벌 잡스쿨 1기 (2006.5)

 - 숙명 글로벌 잡스쿨 2기 (2006.10) 

 - 제 7차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공동개최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6.10)

 - 2006 글로벌 엘리트 영어교사 양성과정 (2007.1)

 - 2007 초등교사 다문화 교육능력 향상과정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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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귀국학생 지도교사 문화체험 국제이해교육 연수 (2007.12)

 - 2007 글로벌 엘리트 영어교사 양성과정 (2008.1)

 - 2007 초등교사 영어드라마 연수과정 (2008.1)

 - 2008 초등 귀국학생 지도교서 국제이해교육 연수 (2008.12)

 - 2008 초등 외국인 자녀 지도교서 국제이해교육 연수 (2008.12)

 - 2008 초등교사 다문화 교육능력 향상과정(2009.1)

 - 2009 한-유네스코 펠로우십 프로그램 진행(2009.7)

 - 2009 초등교사 다문화 교육능력 향상과정(2009.7)

 - 2009 초등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2009.8)

 - 2009 중등교사 다문화 교육능력 향상과정(2009.8)

 - 2009 하반기 초등교사 다문화 교육능력 향상과정(2010.1)

 - 2009 하반기 다문화 이해교육 관리자 직무연수(2010.1) 

○ 경력 개발 교육

 - 대통령 비서실 커뮤니케이션 교육 (2005.12)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교육 (2006.5 - 2006.1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앙트러프러너십 멘토링 지원사업 교육 (2009.9-2009.12)

○ 인재 육성 교육

 -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 캠프(2009.11~2010.2)

 -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 캠프(2010, 1~2)

4. 사회 공헌 프로그램

  본 센터는 기업 및 정부의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소외계층 아동들이 인․적성 맞춤 교육

과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진로를 설정하고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기업과 함께 본 센터가 스페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 여성 재소자 가족 지원 캠프

 - 법무부 ‘엄마 사랑해요’ 복지캠프 개최 (2006.3)

○ 소외계층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 S․Kids 캠프 프로그램 캠프 진행-전국 15개 1318 해피존 참가 (2007.2)

 - S․Kids 캠프 프로그램 1318 해피존 교사교육 제 1회-센터장, 실무교사 (2007.4)

 - S․Kids 캠프 프로그램 1318 해피존 교사교육 제 2회-실무교사 (2008.1)

 - S․Kids 캠프 프로그램 1318 해피존 교사교육 제 2회-센터장 (2008.2)

 - S․Kids 캠프 프로그램 1318 해피존 교사교육 제 3회-센터장, 실무교사 (2008.7)

 - S․Kids 캠프 프로그램 1318 해피존 교사교육 제 4회-실무교사 (2008.9)

 - S․Kids 캠프 프로그램 1318 해피존 교사교육 제 4회-센터장 (2008.10)

   - 서울시 (대리)조부모 위탁가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2009.03-2009.11)

5. 해외 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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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봉사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잠재 시장 개척과 한국의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미취업 상태의 대졸 인력을 시장 성장단계에 있는 저개발국에 파견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아클란 주정부 및 연변 과학 기술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생 해외연수 봉사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대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주요 해외 인력 파견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봉사형 인턴십 1기 파견 - 13개 국가 50명 (2005.5~2005.6)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봉사형 인턴십 2기 파견 - 필리핀 20명 (2005.11)

 - 대학생 해외연수 봉사단(SM-PhiVo) 1기 파견 - 필리핀 50명 (2005.12)

 - 대학생 해외연수 봉사단 (SM-Phivo, SM-Chivo) 2기 파견 - 필리핀, 중국 총 27명 (2006.6-7) 

 - 글로벌 잡스쿨 해외 인턴 1기 파견 - 인도, 중국, 영국, 일본 총 19명(2006.7-8)

 - 대학생 해외연수 봉사단(SM-PhiVo) 3기 파견 - 필리핀 16명 (2007.1)

 - 글로벌 잡스쿨 해외 인턴 2기 파견 - 필리핀 4명 (2007.1-2)

 - 대학생 해외연수 봉사단(SM-PhiVo) 4기 파견 - 필리핀 10명 (2007.6)

 - 주니어 해외연수 봉사단 1기 - 필리핀 4명 (2007.6)

다. 연구지 

  본 센터는 주요 활동인 해외 취업, 이문화 교육, 경력 교육 등에 관련된 교재와 취업 가이드를 발행하고 있다.

○ 해외 취업

 - 해외 취업 가이드 (2006.1)

○ 해외 파견 인력 소양 교육 교재

 - 산업인력공단 해외 봉사형 인턴십 1기 소양 교육 교재 (2005.4)

 - 산업인력공단 미국인턴 대상 인턴십 소양 교육 교재 (2005.8)

 - 산업인력공단 해외 봉사형 인턴십 2기 소양 교육 교재 (2005.11)

○ 이문화 교육 교재

 - 2005 글로벌 엘리트 영어교사 양성과정 교재 (2006.1)

 - 글로벌 시대의 국제이해 교육방향 (2006.2)

 - 2006 글로벌 엘리트 영어교사 양성 과정 교재 (2007.1)

 - 2007 초등교사 다문화 교육능력 향상과정 교재 (2007.7)

 - 2007 귀국학생 지도교사 문화체험 국제이해교육 연수 교재 (2007.12)

 - 2007 글로벌 엘리트 영어교사 양성과정 교재 (2008.1)

 - 2008 초등 귀국학생 지도교서 국제이해교육 연수 교재 (2008.12)

 - 2008 초등 외국인 자녀 지도교서 국제이해교육 연수 교재 (2008.12)

 - 2008 초등교사 다문화 교육능력 향상과정 교재 (2009.1)

 - 2009 하반기 초등교사 다문화 교육능력 향상과정 교재 (2010.1)

 - 2009 하반기 다문화 이해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교재 (2010.1) 

라. 국내외 기관 협력

  본 센터는 국내 정부 기관의 교육, 연수 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공신력 있는 해외 정부 및 연구소와의 전략적 제휴

를 통해 글로벌 인적자원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 국내 기관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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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인턴십 의무교육기관 선정(2005.7)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수기관 평가 기관 선정(2005.7)

 - 경기도 교원 직무연수 연수기관 선정(2005.11)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연구용역기관 선정(2005.12)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우수훈련과정 선정(2006.3)

○ 국내외 기관과의 MOU 체결

 - 필리핀 AKLAN Northwestern Visayan Colleges, Center for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5. 8)

 - 필리핀 AKLAN Kalibo, Tanglan 시정부 (2005. 8)

 - (재)한구게임산업개발원 (2005.12)

 - 인도 Center for Research in R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2005. 8)

 -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6.3)

 - (주)하나유스 (2007.10)

12. 한국음식연구원
(Korean Food Institute)

가. 목적 

한국음식연구원은 한국전통음식의 체계적인 연구와 한국전통음식의 전수를 위한 활동을 하며, 한국전통음식의 과학화

ㆍ산업화ㆍ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왕조 마지막 주방 상궁으로 계시던 한희순 상궁(1889-1972, 조선 왕조 무형문화재 제 38호, 궁중음식 1대 기능 

보유자)가 1955~1972년까지 매주 학교에 출강하여 직접 조리실습지도를 해주고 이를 전수받은 역대 교수들로부터 

한국전통음식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전통음식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교 위상을 높이고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을 수행한다.

나. 주요활동

1. 한국전통음식의 과학화를 위한 학술연구

  - 한국전통음식의 고증과 발굴 및 모형제작

  - 한국전통식생활문화연구

  - 한국전통식품의 생리활성 및 기능성 연구

  - 한국전통음식 관련 연구서적 및 요리서적 발간

2. 한국전통음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정규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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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 Ⅰ, Ⅱ  

   - 한국전통음식 개론과정, 한국전통음식 전문가 과정 Ⅰ, Ⅱ

   - 아동요리교육 지도자 과정 Ⅰ, Ⅱ

   - 식생활지도자 과정

   - 티컨설트 과정 

   - 전통 떡과정

   - 약선음식과정

   - 메뉴개발과정  

   - 폐백음식 지도자 과정

   - 동화로 배우는 어린이 요리교실

   

 ○ 단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신비의 건강 여행 ‘인삼, 매실, 버섯요리’ 만들기, 밑반찬ㆍ김치ㆍ장아찌ㆍ젓갈 만들

기, 우리의 정겨운 명절 음식 만들기, 외국인을 위한 우리음식 만들기(영어 강좌), 빛깔 고운 떡 만들기, 민속주 전문가 

과정, 아름다운 케이크와 쿠키 만들기, 사랑을 가득 담은 샌드위치ㆍ도시락세트 만들기

 ○ 맞춤교육 프로그램 : 자체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체, 학교,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맞춤교육(위탁교육) 운영. 

음식 문화, 요리, 차문화, 테이블 세팅, 푸드 스타일링 등 식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여 제공.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 내실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한국음식연구원의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음식문화를 체험 및 배움의 기회 제공.

3. 한국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활동

 ○ 한국전통음식 전시 및 시식회 개최

   - 궁중음식(수랏상, 연회식) 전시 및 시식회

   - 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회  

   - 전통 민속주 전시 및 시음회

   - 폐백 및 이바지 음식 전시 및 시식회

   - 의례음식 전시 및 시식회

   - 외국인을 위한 우리 음식 전시 및 시식회

4.한국전통음식의 산업화를 위한 산업

 ○ 케이터링 및 통신판매 사업

   - 교내외 각종 행사용 케이터링 출장연회

   - 폐백ㆍ이바지 음식상담 및 주문판매

   - 선물용 한과 주문판매

   - 밑반찬 및 각종나물류 저장 식품류 등 판매

   - 전문음식점 메뉴개발 및 상담  

5. 한국전통음식의 세계화 사업운영

 ○ 한국음식 해외 전시 및 시식회 

 ○ 한국음식소개 및 보급(외국인을 위한 한국전통음식 특강실시)

   - 외국인을 위한 Korean Cooking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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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업 무 내 용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의 평가 및 확정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위원회별 업무 내용>

   - 김치, 비빔밥 투어 등 한국음식 투어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관광코스 프로그램

     (2hour tour, half day tour, home stay 등)

   - 한국 음식 영어 교재 제작, 영어 VTR 제작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7. 연락처

   주소 : (140-742) 서울 용산구 효창원길 5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

   전화 : (02) 710-9767, 2077-7471~7

   팩스 : (02) 2077-7140

   홈페이지 : www.smkf.com  

13. 공학교육인증센터

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정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

수자임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공학교육인증시스템, 

SASIS,에서 찾아 볼 수 있다(abeek.sookmyung.ac.kr/ABEEK/).

2) 공학교육인증센터 설립 배경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컴퓨터과학전공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가입한 워싱턴 어코드에 따라 본 전공

을 졸업한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컴퓨터과학 심화)을 2006년 3월 입학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대학의 지원조직으로 교무처의 교무지원팀, 학

사지원팀, 정보통신처, 교수학습센터 및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등이 있으며 이들 조직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았으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요구되어 2007년 2월 공학교육인증센터를 신

설하여 현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2010년 2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3) 위원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주요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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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업 무 내 용

 졸업 심사 판정

 전입생 판정

 학생 상담 및 관찰 업무

 교과과정의 평가 및 확정

 교수진의 평가 및 확정

 교육환경의 평가 및 확정

 발전계획의 평가 및 개선

교과과정 위원회

 교과목 CQI 분석

 구성원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과정 편성 및 조정

 교과과정 이수체계도 구성

 편입생 학점인정 및 선수과목 지정

평가 위원회

 프로그램 교육목표 평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학생별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

 전입생 선발 기준안 수립

 교육환경 평가 

학생지원위원회

 신입생 평가 

 재학생 평가 

 학생상담지원 및 결과분석

 학생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전입생 성적 및 상담자료 분석

 전입생 추가교육 지원

교육환경위원회

 프로그램의 예산 배정 요청 및 운영

 공간 수요 파악 및 확보

 강의실, 실험실습실, 기자재 관리 및 수요 예측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 시설 요청 및 관리

 시설관리인 지원 및 관리

 적정 교수진 파악 및 확보를 위한 분석

산업체자문위원회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론 및 기술 분석

 산업 현장에서 요구에 따른 현 프로그램 개선점 제안

 인턴십 등의 산학 공동 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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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앙트러프러너십센터
(Sookmyung Entrepreneurship Center)

가. 연혁 및 설립목적

2010년 3월 설립된 앙트러프러너십센터는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창업의 활성화를 범사회적 패러다임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의 창업을 주도, 여성 인적자원 개발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학문적 ‧ 실무적 교육 컨설

팅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에 특화된 창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활동

앙트러프러너십센터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인력을 대상으로 앙트러프러너십 단기강좌 운영

2. 창업 관련 유명 해외대학과 학술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사업 촉진 

3. 교내외 창업네트워크 지원 

4. 국내외 가업 승계자녀 육성 발굴 지원 

5. 재학생 혹은 졸업생의 사업자 등록증 취득 지원

2010년 앙트러프러너십센터는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창업의 활성화 및 여성 특화 창업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 2011년 01월, ‘해외 앙트러프러너십 프로그램 비교연구’ 연구 용역 수행

○ 2010년 12월, 교내 창업수요조사 실시

○ 2010년 12월, ‘비즈쿨-대학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 2010년 11월, ‘YES리더스 기업가정신 컨퍼런스’ 공동주관

○ 2010년 11월, 창업진흥원 ‘창업정책포럼’ 후원

○ 2010년 11월, ‘여성과 사회적기업 컨퍼런스’ 개최

○ 2010년 10월, ‘제1회 숙명 창업경진대회’ 개최

○ 2010년 09월~12월, ‘대학생 창업지원사업’ 운영   

○ 2010년 09월~12월, ‘시니어 창업스쿨’ 교육 운영

○ 2010년 07월~11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 운영

○ 2010년 04월, 창업보육센터 설립 

○ 2010년 03월~12월, YES리더스 기업가 정신 특강 개최 (총 16회, 1,317명 참여)

○ 2010년 03월, ‘대학 창업전담인력 지원사업’ 수행

○ 2010년 01월, 숙명 앙트러프러너십센터 설립

다. 연락처

   주소 : (140-742) 서울 용산구 효창원길 52,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5층

   전화 : (02) 2077-7576~7

   팩스 : (02) 2077-7574

   홈페이지 : www.e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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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설 연 구 기 관

1. 아시아여성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가. 목적

아시아여성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부설연구기관으로 여성관련 연구소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60년 9월 1일

에 설립되었다. 창립 반세기를 향해가는 본 연구소는 

  (1)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성의 지위향상을 촉진하고 

  (2) 미래의 여성지도자 교육과 개발을 도모하며 

  (3) 여성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고무시키고 

  (4)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과 서구 사회 간 여성문제를 비교․연구하며 

  (5)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따른 여성의 역할과 지위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성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문제에 관련된 서적간행, 연구 자료의 조사 및 수집, 심포지엄, 학술세미나 개최 

및 전 세계 여성관련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여성연구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

구와 활동의 범위를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넓힘으로써 다양한 사회․문화 간의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유수 대학과 여성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를 공고히 하는 외에도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여성간의 학술교류 체제구축 및 공동연구, 학술행사를 기획, 수행하고 있다. 

나. 주요 활동

(1) 연구논문집 및 여성관련 연구서적 간행 

   본 연구소는 국문학술지 『아시아여성연구』(학진등재지)와 영문학술지 Asian Women (SSCI, 학진등재지)을 발

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여성관련 연구서 기획 시리즈와 번역서를 꾸준히 간행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 아시아여성연구(1961~)

아시아여성연구는 1961년 창간호가 간행된 이래 매년 발간되는 정기적인 학술논문집으로 제 학문 분야별 여성 관련 

현안 및 문제, 여성주의 및 여성학 연구 등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내용의 논문을 7～10편씩 싣고 있다. 2003년에 한국학

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007년에 등재지로 격상되었으며 년 2회 발간되고 있다. 

  - Asian Women(1995~)

Asian Women은 1995년에 창간된 여성관련 영문저널로 국내외 유수한 여성관련 학자를 집필진으로 하여 범세계적으

로 여성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깊이 있게 연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sian Women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연 4회로 발간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국제전문학술지로의 입지를 확립하였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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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국어로 쓰는 ‘나의 한국살이’ 체험 사례집 - 한국에서 쓰는 희망노트(2010) 

  - 모국어로 쓰는 ‘나의 한국살이’ 체험 사례집 - 나의 삶 나의 도전, 한국에서 우뚝 서기(2009)

  - 친밀성의 거래(2009)

  -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이론편 / 사례편(2009)

  - 일기장에 그려진 한국에서의 나날(2008)

  - 서울은 눈물을 믿지 않는다(2007)

  - 아시아 여성의 정치참여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2006) 

  - 숨겨진 서사 - 1990년대 중국 대중문화 읽기(2006) 

  - 한국사회와 여성교육(2005) 

  - 한국여성 근․현대 100년사 시리즈(전 9권 2003-2005)

   ․한국여성정치․사회사 1,2,3권

   ․한국여성문화사 1,2,3권

   ․한국여성인물사 1,2,3권

    본서는 학진 기초학문지원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의 근․현대사 100년을 정리, 해석하고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기 위하여 여성을 역사의 주체로 놓고 그 존재의 의미를 강조, 분석하면서 여성의 정치․사회사, 문화사, 인물사를 

정립하였다. 

  - 세계의 여성리더(2004)

근․현대 세계 각국의 정치가와 사회운동가, 학자와 문화예술가로 활동한 여성 리더 10인의 생애와 리더십 특성을 통하

여 여성 리더의 자질과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의 모습에 대해 기술한 리더십 연구서이다. 

  - 중국여성연구(1989)

중국 현대화 과정에 따른 여성지위 및 의식변화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서

이다. 이 책은 지역 간의 여성문제를 비교․고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여성연구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 한국근대여성연구(1987)

본 연구서는 개화기 이후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따른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을 여러 측면에서 재조명한 연구서이다.

  - 여성학(1981)

여성학은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학 강의를 위해 간행된 것으로 

운동사, 정치, 경제, 교육, 법, 문학 등 여러 측면에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 이조여성연구(1976)

이조여성연구는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분석하여 한국여성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귀중한 연구서

이다.

  - Studies on Korean Women Series(Ⅰ) - Women of the Yi Dynasty(1986)

1976년에 간행된 이조여성연구를 영역한 것으로 한국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외 연구자들에게 조선시대 한국여

성의 사회적 지위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 Studies on Korean Women Series(Ⅱ) - Korean Women and Culture(1998)

여성과 문화는 신화 및 설화 등 상징세계와 전통적 경험세계, 그리고 의례생활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삶을 고찰하고 

나아가 20세기 초 근대화라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여성의 위상을 문화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 Studies on Korean Women Series(Ⅲ) - The Activities of Women’s Organizations in korea 

한국여성단체의 조직 및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주최가 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각 단체의 이념, 조직 활동 및 성격을 분석하고, 각 여성단체가 여성지위에 향상을 미친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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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학술활동

   본 연구소는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국내, 국제 학술대회, 강연회 및 여성학 특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학술연구와 실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외국대학 부설여성연구소와 공동연구 및 발표 등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2010 아시아여성연구소 50주년기념 공동 국제학술대회 : 현대 아시아여성의 지위변천과 21C과제 

  - 2010 한국여성학회 : "페미니즘, 경계와 정체성을 질문하다"

  - 2010 아시아여성강좌 : 인순이이야기 (가수 인순이)

  - 2010 STOP 성매매 영상 상영회 

  - 2009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워크숍 :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하여: “왜 여성 친화적인가?” 

  - 2009 한․중 국제학술대회 : 고령화 사회 여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후생활

  - 2009 대학 내 여성연구소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 2008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 노인여성의 일자리창출 실무자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워크숍

  - 2008 아시아여성강좌 : 긍정의 힘 (방송인 김미화)

  - 2008 정기학술대회 : 한국사회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여성

  - 2008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교육 워크숍

  - 2007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3단계 지원과제 학술대회 : 한국․독일의 성 평등 정책

  - 2007 정기학술대회 : 한국사회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과제

  - 2007 한국여성학회 개최 : 여성학의 쟁점과 젠더 질서의 재편

  - 2007 아시아여성강좌 : 베트남 여성의 현재와 미래 (Ngo Thi Tuan Dung - 베트남 사회과학원 젠더가족연구소

장)

  - 2006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3단계 지원과제 학술대회 :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 비교연구

  - 2006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 서울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복지 네트워크 워크숍

  - 2006 창학 100주년 기념 박영숙 사진전 및 기념학술 포럼 : 여성주의 문화실천 - 박영숙의 ‘미친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2006 정기학술대회 :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 2006 일본재단지원 한일학술대회 : 미군정기 한․일 양국의 젠더구조 비교

  - 2006 아시아여성강좌 : 여성과 국제기구 (박동은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2005 정기학술대회 : 장애여성의 문화와 복지

  - 2005 숙명 창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  : Women in Higher Education: Achievements of  

    100 Years and Vision

  - 2005 한국여성 근․현대 100년사 학술 사진전시회 : 여성의 삶, 여성의 시선

  - 2005 한국여성 근․현대사 : 정치․사회사, 문화사, 인물사 학술대회 : 해방, 분단, 산업화 그리고 여성

  - 2005 아시아여성강좌 : 지금 있는 곳에 꽃 피워라 (SBS 윤영미 아나운서)

  - 2005 아시아여성강좌 : 전쟁과 인권 (이진숙 - MBC 국제부 부장) 

  - 2004 정기학술대회 : 페미니즘과 정치사상

  - 2004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2단계 지원과제 학술회의 : 한국과 아시아 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복지정책

  - 2004 아시아여성강좌 : 꿈을 가진 그대에게 미래가 있다 (대법관 김영란)

  - 2004 아시아여성강좌 : 여성, 노동, 민주화 (전순옥 - 노동사회학 박사, 참여성노동복지터 소장)

 - 2003 정기학술대회 : 문화와 여성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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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정기학술대회 : 여성과 인권 

 - 2001 Gender Issues & NGO’s Activities

 - 2000 여성국제교류협력 전문가회의

 - 2000 통일한국의 여성문화 통합방안

 - 2000 여성 2000 심포지엄: Beijing+5 UN특별총회 보고회

 - 2000 아시아여성강좌 :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여성리더십 (김성주 - 성주인터내셔널 대표) 

 - 2000 아시아여성강좌 : 여성인권의 현재―미성년 매매춘 실태와 대책 (김강자 종암경찰서장)

 - 2000 21세기 환경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3) 주요 연구 

   여성관련 문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1년 ~ 2년에 걸쳐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소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연구보고서(1990년 이후~ )

  - 중 고령 여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구(2010)

  - 노인여성 일자리 창출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2008)

  -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2008)

  -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 비교연구(2007) 

  - 한국과 아시아 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복지 정책(2005)

  - 한국 여성 근․현대사: 정치․사회사, 문화사, 인물사(2003~2005)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 복지정책 연구: 한국과 아시아 국가 사례(2003)

  - 여교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확산방안 연구(2001)

  - 아․태 지역 개도국의 아동노동 실태와 근절방안 연구 (2001)

  - Enhancing Gender Equality in Asia-Pacific Media and Communication(1999~2000)

  - 한국여성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연구(1999~2000)

  - 통일을 위한 남북한 여성문화의 비교 및 통합방안(1998~1999)

  - 한국가정주부의 사회참여 활동 방안에 관한 연구(1996~1998)

  - 여성의 정치적 권리인식에 따른 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1997)

  - 한국대학교육에서의 성차별 연구(1996)

  - 한국과 중국의 여성의식 비교(1995)

  - 여성의 정치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Ⅱ)

  - 학령 전 아동의 정치사회화를 중심으로 - (1994)

  - 여성의 정치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Ⅰ)

  - 유치원, 국민학교 교사 및 학부모 중심 - (1993) 

  - 한국의 소외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1991)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주요 수행 연구과제 

   ① 중점연구소 3단계 지원과제(2005. 10~2007. 9)

한국, 스웨덴, 독일의 여성정책 비교연구 -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분야



- 648 -

   ②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 사업 

    - 한국 여성 근·현대사 : 정치·사회사, 문화사, 인물사 

   ③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 중점 연구소 지원 과제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복지 정책 : 한국과 아시아 국가사례  

(4) 국제학술교류 

   아시아여성연구에 관한 지역적인 비교․고찰을 위해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해외에 소개하고 외국의 여성연구현

황을 알아본다. 특히 본 연구소의 주된 활동 중의 하나인 아시아 여성에 관한 지역연구를 위해 1993년 12월 북경대학

교 중외부녀문제연구중심과 자매결연을 맺어 1993년, 1994년 2차에 걸쳐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학술심포지엄을 

북경과 한국에서 개최한 바 있다. 1995년에는 한국과 중국의 여성의식 비교, 1996년에는 ‘한․중 여성의 미래’라는 주제

로 각각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편 대만의 문화대학, 중국 남경사범대학, 미국 Seton Hall Univ, Western Michigan Univ, American Univ, 

Stanford Univ, USC, Mercer Univ, 캐나다의 York Univ. 러시아의 St. Petersburg Univ 등의 세계 각지의 자매결연 

대학들과 학술교류와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2009 일본 시라유리여자대학 교수진 방문

   - 2009 중국 천진사범대학 부녀연구중심 교수진 방문 

   - 2009, 2008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소 방문 

   - 2008 Edith Cowan University, Francis LOBO 교수 방문 

   - 2007 북경대학 중외부녀문제 연구전문가 방문 

   - 2003 19차 IPSA(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세계대회 참관 - 남아프리카 더반

(5) UNESCO Chair 업무 수행

   1997년 11월 제29차 UN 정기총회에서 본 연구소가 “Enhancing Gender Equality in Asia-Pacific Media and 

Communication” 이라는 주제로 UNESCO Chair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래로 아태여성정보센터와 번갈아 격년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2008  “Gender Sensitivity and Diversity in e-Learning” 

   - 2006 “WORLD WIDE WOMEN - The Currents and Prospects of Women’s Movement in the Cyber 

World”

   - 2004  “Girls Caught in the web - the Internet, Sexual Violence and Girl's Rights”

   - 2002  “Women’s rights, Cyber rights”

(6) 여성관련 교양과목 강의 주관 

  ① 여성학  ② Sexuality 연구    ③ 여성과 리더십  ④ 여성심리와 남성 심리  ⑤ 여성과 일 

  ⑥ 남성연구 ⑦ 다문화사회와 여성 ⑧ 여성과 대중문화 ⑨ 여성HRD의 이해 

(7) 여성정보서비스 제공(http://asianfem.sookmyung.ac.kr) 

대학 내 부설기관으로 있는 여성연구소로는 최초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정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연구 활동 및 성과를 근거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서구 지역 등의 관련기관과 연구 성과를 공유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였던 국제학술교류, 여성학특강, 세계최고여성지도자 초

청강좌, 여성과 리더십, 성의 역사, 미디어탐구, 페미니즘 미술, 남성학, 아시아여성리포트, 여성정치지도자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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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성관련 사이트 소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 주요 프로젝트 

  ① 외환은행나눔재단 지원사업

    2010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함께하는 연극 활동지원 문화 사업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쓰는 "나의한국살이" 체험담공모사업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쓰는 "나의한국살이" 체험담공모사업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쓰는 "나의한국살이" 체험담공모사업 

  ② 서울시 지원사업

    2010 서울시 여성유망직종발굴사업 : 중 고령 여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구

    2010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서울시 중소기업의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교육 "여성이 행복한 기업: 여행기업"

    2009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여성인적자원 활략을 위한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2008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사업 :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만드는 '살맛나는 서울 살이'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체적 서울 살이 지원 문화사업 

    2006 서울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 복지 네트워크 

    2005 서울지역 소외계층(장애여성)여성의 문화활동과 문화욕구 실태조사 및 문화활동 공간 운영자 연수

    2003 서울지역 소규모 주민자치조직 실태조사 및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③ 용산구 지원사업

    2010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대학생 튜터링

    2008 용산구여성발전지원기금사업-노인여성 일자리 창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개최 

  ④ 최고여성지도자 아카데미

  ⑤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여고생 캠프: 여성부 지원(2001-2002)

  ⑥ 기타

    여성부 지원 연변조선족 자치주 부녀연합회 한국연수(2000-2002)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B/L 교육과정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7) 

다. 여성학 자료실 운영 

본 연구소는 여성의식을 향상시키고 여성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간행물을 발간․보급하는 이외에도 여성관련 정

보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실과 시청각실을 갖추고 있다. 자료실에는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여성관련 간행물과 단행본, 

여성관련 시청각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본 자료실은 교수 및 여성학 수강생을 비롯한 재학생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신

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다문화통합연구소
(Sookmyung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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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다문화통합연구소 정기학술대회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 

가. 연혁 

다문화통합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부설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의 새로운 연구 의제와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연구기

능 및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자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통일문제연구소(1982년 4월 설립)와 사회교육과학연구소(1996년 

11월 설립), 지역학연구소(1996년 5월)를 통합하여 2008년에 년 3월에 새롭게 설립되었다. 

나. 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현 사회의 새로운 문화양식인 다문화와 연관된 제반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인접학문 사이

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현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다문화적 흐름을 고찰, 연구성과를 토대로 다문화사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다문화 관련 담론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통합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1. 전지구적인 이주, 이민, 다문화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 및 정책연구

2. 다문화 사회의 통합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 연구

3. 인간안보 및 인권에 대한 이론 및 정책 연구

4. 동아시아 안보 및 세계평화에 대한 이론 및 정책 연구

5. 남북한 관계,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이론 및 정책 연구

6.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

7. 위의 주제에 대한 교육, 학생활동의 육성과 지도

다. 주요연구분야

  ○ 다문화사회 통합 연구

   * 목적 : 세계화, 국제분쟁, 인구학적 변화, 국가성의 유동화로 인한 지구적 인구이동과 그 결과 초래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이다. 

    - 다문화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 다문화 교육커리큘럼 국제 비교 분석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의 다문화 교육 교재 및 교과과정 

비교 분석)

  ○ 인권연구

   * 목적 :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인권침해의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비판하고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인권 프로그램의 다차원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특히 인권 프로그램은 인권 

관련 이론적 연구를 진척시키고, 다양한 이슈와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

징이다.

    주된 활동내용은 인권이론 연구, 청소년 인권 교실 운영, 일반인 대상 인권 프로그램 운영, 정책 제안, 대학생 인권 

활동지도 및 지원 등이 있다. 

   - 인권 교실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운영 :

   중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교재 활용 / 청소년 인권교실

라. 학술세미나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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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법무부 ABT(Active Brain Tower)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과정> 교육

2010. 7 다문화통합연구소 ․한일정치사상학회 공동주관 국제 학술대회
<좋은 삶과 공공성>

2010. 5 다문화통합연구소 ․ 한국다문화학회 학술대회
<한국다문화정책의 추진현황과 개선 방향 탐색>

2010. 3 한․일 다문화 세미나  <언어교육과 사회통합>
2010. 2 한국다문화학회 - IOM이민정책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2009. 11 다문화통합연구소 ․한국캐나다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다문화사회에서의 시민권과 다양성: 캐나다의 경험과 한국적 함의>

2009. 10 법무부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과정 교육

2009. 6 다문화통합연구소 ․한국다문화학회 학술대회
<노동, 문화와 교육의 지구적 이동> 

2008. 12 다문화통합연구소 ․한국다문화학회 워크샵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사회통합 국제 비교>

2008. 12 법무부 ABT(Active Brain Tower)대학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과정> 교육

2008. 11 다문화통합연구소 ․한국캐나다학회 ․경희대 인류사회재건 연구원
캐나다 연구센터 국제학술대회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2008. 5 다문화통합연구소 ․ 한국다문화학회 공동 세미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마. 발간물

○ 다문화사회연구

   - <다문화사회연구>는 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국문학술저널로 2008년 8월 창간        호를 시작으로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를 준비 중 이다.

   - <다문화사회연구>의 주제는 전 지구적인 이주, 다민족 ․다문화사회, 사회적 다양성, 난민, 인간안보, 인권, 사회통

합, 민족 ․민족주의, 문화, 정체성, 시민권 및 이러한 이슈들과 연관된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주제로 한 연구, 사례연구

이다.

   -  <다문화사회연구>는 인문․사회분야의 통섭적인 연구를 지향하며, 이론적․경험적 연구논문, 논문 리뷰, 연구노트, 

서평 등을 중심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슈들에 대한 전 세계 전 지역의 정책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한다.

   - <다문화사회연구>는 인쇄본과 온라인으로 일 년에 두 번 출간되며, 2011년 2월에 제 4권      1호가 발간되었다.  

 ○ OMNES

   -  OMNES는 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영문 학술저널이며,  ‘모두 (everybody)' 를 뜻하는 라틴어이다.  

   - OMNES는 국제 이주, 인간안보, 다문화사회, 문화 다양성, 사회통합 등 관련 주제를 다루고자 하며, OMNES의 

주요내용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논문, 논문리뷰, 연구노트와 서평으로 구성되어있다.

   - OMNES는 2010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장차  SSCI등재를 준비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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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 생활과학연구소

가. 목적

  본 연구소는 소득 수준의 향상과 세계화․정보화 추세가 뚜렷한 현대사회에서 생활의 과학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건전한 생활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연구활동

  효율적인 생활자원 관리방안, 현대사회의 가정문제, 아동복지, 복식문화, 의류사업, 체력증진, 성인병 예방, 식생활의 

과학화와 관련된 문제를 학제적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문적 성취를 도모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를 수혜하여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산학협동체계를 운영하여 연구결과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 학술활동

  각 학과 학부 및 대학원 학생, 강사 교수들의 폭넓은 정보 교환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분야별 워크샵, 초청 

강연회, 학술강연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각 학과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 출판활동 및 자료실운영

  매년 논문집 출판과 가정대학 석․박사학위논문 초록집을 펴내는 등 출판활동을 수행 중이며, 타 대학 생활과학대학 

관련 연구소의 논문집과 간행물의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비치해 놓고 연구자 및 학생들의 연구 및 학습편의를 위해 

개방하고 있다.

4. 약학연구소

가. 연혁

  본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 약학의 발전과 산학협동을 위해 설립된 부설연구소로서 1965년 1월 11일 

창설 되었다. 약학에 관한 연구 활동, 정기간행물의 발간, 연구 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국제학회의 유치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약학연구소를 주축으로 하여 공동연구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학협동을 활발하게 진행하

여 효율적인 연구의 실시를 증진하며, 심포지움과 세미나의 실시를 통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동향 파악 및 더욱 활발

한 연구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교수의 연구 활동 및 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대학의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약학에 대한 흥미와 연구하는 분위기를 고취시

켜 학문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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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 11     약학연구소 발족  

1965. 1. 19~1966.  7. 15 초대 소장 허  금 교수

1966. 7. 16~1970.  2. 28  제 2, 3대  소장 노일협 교수

1970. 3.  1~1972.  8. 31  제 4대 소장 정동규 교수

1972. 9.  1~1974.  8. 31 제 5대 소장 노일협 교수

1974. 9.  1~1978.  8. 31  제 6, 7대 소장 용재익 교수

1978. 9.  1~1982.  3. 30 제 8, 9대  소장 노일협 교수

1982. 4.  1~1982.  8. 31  제 10대 소장 박수선 교수

1982. 9.  1~1984.  8. 31  제 11대 소장 김태희 교수

1984. 9.  1~1987. 10. 31 제 12, 13대 소장 노일협 교수

1987.11.  1~1990.  3. 31  제 14대 소장 이숙연 교수

1990. 4.  1~1998.  2. 28 제 15~18대 소장 황규자 교수

1998. 3.  1~2002.  2. 28 제 19, 20대 소장 김희두 교수

2002. 3.  1~2005.  2. 28 제 21, 22대 소장 표명윤 교수

2005. 3.  1~2007. 2.28 제 23대 소장 오승열 교수

2007. 3.  1~2010. 2.28   제 24, 25대 소장 강영숙 교수

나. 특성: 주력 분야, 학문적 성과, 학계 기여도

  의약품의 신약개발에 관한 연구는 약학대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 분야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제약회사와의 

산학협동연구와 외부재단의 연구지원금으로 이루어진 공동 연구는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지난 10 

여 년 간 본 연구소의 연구비 수혜 현황과 연구업적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

서 성공적인 신약개발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향장품 연구 중심 연구소로의 특성화를 장기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장품 연구 중심으로의 특성화는 우리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융합화, 개방화의 특성

화 전략에 부합하면서 약학 연구 분야의 축적된 지식 및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부분적으로 치료적 개념이 포함된 화장품으로서 고기능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건강산업이다. 본 연

구소에서는 신 원료물질 개발, 활성평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연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더욱이 화장품

은 이미지 산업으로서 우리대학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와 잘 부합되어 추후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데 있어 시너지효과

를 창출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주)애경과 향장연구의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코리아나 화장품, 생명공학연구원, (주)엘리

드 피부임상연구소 등과 연구 네트웤의 형성 및 추후 지속적 연구 협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화장품 회사 씨에

이치디메딕스(주)와 산학협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연구 과제로서 ‘석류피추출물의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하였다. 또한 향장품 연구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본연구소에서는 연구 

결과의 발표의 장으로 1980년대부터 연구논문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다. 조직

  1965년 1월 11일 약학연구소가 발족되었고, 초대 소장으로 허 금 교수가 추대되었다. 그 이후 노일협, 정동규, 용재

익, 박수선, 김태희, 이숙연, 황규자, 김희두, 표명윤 , 오승열, 강영숙 교수가 차례로 소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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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정보 논문발간

특별연구비 지원
연구장려상 지원
외부연구비 지원

연구소발전기금모금

세미나 개최
국제심포지움 개최

공동연구구축
산학협동연구

약학논문집발간
연구장려상수상

  기구는 소장의 총괄 하에 간사, 감사, 연구 위원, 연구원 및 연구 조교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조직은 4개 부서로 구성

되어 ① 약학에 관한 연구 활동, ② 정기간행물의 발행, ③ 연구 발표 및 강연회 개최, ④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 및 

연구원의 해외파견, ⑤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라. 연구 활동과 주요사업

  현재 17명의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50여명의 대학원생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천만장학회의 지원으로 4년

간에 걸친 항암성 백금착제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연구소 중심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각 부에서는 보건

복지부가 주도하는 신약개발 연구, 과기처의 G7 project 등에 참여하였으며 제약회사의 산학협동 과제도 진행하고 있

다. 매년 연구 업적을 약학연구소 논문집을 통해 발표하고 있고, 국내외 유명학자들을 초빙하여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소의 연구 위원에게는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연구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특별연구비를 14인의 연구위원들에게 지급하여 모든 연구위원들이 

연구결과를 1인당 1편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여 총 16편을 학진 등재지 이상의 잡지에 게재하였다.산학협동 연구의 

최근 몇 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2009년 국립특성연구원과 약품의 시판후 안전관리를 위한 risk benefit 분석기반연구 

및 2008년 7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유망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소에서는 “In vitro 사람 혈액-

뇌 관문 모델과  in vivo 뇌 배출 모델에서 염증성 물질이 P-glycoprotein의 발현 및 약물 배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의 

과제명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전 연구로는 2002년 동아제약(주) 연구소와 ‘세포손상시 흰쥐에서 BEI법을 이용한 타우린의 뇌배출 기전 연구’의 

과제명으로 산학연구가 이루어졌고, 2003년에 ‘석류피의 항균력 시험’의 연구를 CHD medics와 산학연구를 체결하였

으며, (주)매크로바이오푸드에서 ‘몸짱쿠키의 임상적 효능(체중감량) 시험’과 2007년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와 ‘돼지고

기 성분분석-타우린’, (주) 정훈기공과 라벨르S를 이용한 VC-PMG의 피부 투과 연구 등 2건, 나눔메디칼, BCM코리

아 등에서 피부 투과연구 등을 시행하였다. 이외 한국과학재단과 고려대 산학협력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위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정보 교환을 위한 노력으로 창학 90주년 기념 “생리활성 물질의 개발에 관한 국제 심포지

움”을 미국, 독일, 일본인 등 3명의 연사와 국내 학자 5명의 연사를 초청하여 숙대 숙연당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08년

에는 ProMax, 메드로메디칼비젼, 무한기업, Oryx, 이스트레이시스템 등에서 각기 다른 조합자극기와 이온도입기를 

이용한 VC2-PMG의 피부투과 연구 6건이 수행되었다. 이외 국내외 석학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발표장으로 매월 

1회 이상 약학연구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984년 7월에 약학연구소 창간호가 창간된 이래 약학연구소 논문집은 

년 1-2 회 발행하였고, 2006년부터는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 25호지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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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날짜 학  술  회  의  명 연    사

2010.� 4.� 1
A� Synopsis� on�Hair� Transplantation

모발의식�개론�

Dr.Phillip� J.� Baek

(Life�University�부총장)

2010.� 6.� 3
BDNF� enhances� neocortical� synaptic� transmission�mediated�

by�GluR2�deficient�AMPARs� in� rats

Ph.D.�신�지은

� (Stanford�University)

2010.� 12.� 2
Stitchingα-Helical� Peptides:�A� Promising�Approach� to�

Next-Generation� Therapeutics

Ph.D.�김�영우

�Havard�university� project�manager�

2010.� 12.� 10
Slc6a13/Ezrin�as�a�Functional�Unit�for�Hypotaurine�Uptake�at�

the� Placental� Barrier

Ph.D.�Masatoshi� Tomi

(Keio�University�조교수)

2010.� 12.� 10
A�Rational�Application�of�Quantitative� Targeted�Absolute�

Proteomics� for� Blood-Brain� Barrier� Research

Yasuo�Uchida

(Tohoku�University)

 마. 주요 연구 업적

(1) 세미나, 강연회, 학술회의 개최

(2) 발간물: 정기간행물(학술지 등) /부정기 간행물(단행본, 자료집)
1984년 7월에 약학연구소 논문집을 창간한 이래로 2011년 1월 현재까지 25호의 논문집이 발간되었으며 2003년에 

약학대학 창학 50주년 기념학술대회 프로시딩과 약학학술제 프로시딩의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3) 연구수행 실적 및 현황
    (1) 다양한 다변량 거리측정법에 따른 군집분석에 의한 황금 원산지 구분, 조정환
    (2) 이온토포레시스를 이용한 Celecoxib 전구약물의 피부투과, 오승열
    (3) 단클론항체 표지된 항암제 봉입 리포좀의 제조 및 물성연구, 구민지 ․김진석
    (4) Porphyrin-4'-bromoacetophenone Conjugates의 설계, 합성 및 DNA 절단 활성, 김효진 ․전라옥 
    (5) RANKL 유도성 파골세포 분화에 있어서 LTB4의 역할 규명, 이정민․임미정
    (6) 뇌졸중환자를 중심한 산화적 손상지표의 양상, 강윤경 ․양미희 
    (7) 새로운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Subfamily 1 Antagonist인 ATC-463의 항염증효과:
       마우스 귀 부종 실험 및 초산 유래 연축 실험, 양지원 ․안혜나 ․송윤선

(4) 연구시설 및 현황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기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기자재로서는 핵자기 공명장치(NMR), Infrared 
spectrometer, Gas Chromatograph, HPLC를 비롯한 각종 고가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항온항습시설이 된 동물실, 
동위원소실, 저온실 및 청정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G2B코드명 물품명 모델명 위치내역
핵자기공명분석기 FT-NMR Spectrometer UNITYINOVA 400M 약학관101

실험실용액체섬광계수기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BECKMAN LS 6500 약학관103
감마선계수기 Gamma Counter WALLAC 1470-005 약학관103

의료용 효소분석기 ELISA Reader MR-500 약학관708
편광계 Digital polarimeter DIP-1000 약학관711

혈구계산기 Automatic Blood Cell counter COULTER MODEL C 약학관706
실험실용동결건조기 Vacuum Centrifuge Concentrator 77540-13 약학관710
기체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HP6890 약학관709
초고속원심분리기 Ultra Centrifuge XL-100K 약학관707

적외선분광기 FT:IR SPECTROMETER FT:IR-430 약학관711
실험실용마이크로톰 CRYOSTAT MICROTOME FS:FAS-002 약학관709
미량냉장원심분리기 Superspeed centrifuge RC-26PLUS 약학관707
기타 실험실습기자재 Physiological Ins. PRI256 약학관604
액체크로마토그래프 H.P.L.C LC-10A 약학관708
실시간 PCR system 실시간 PCR system ABI7500 약학관302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GC/Mass JMS-GCmate II 약학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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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앞으로 발전에 대한 전망 및 계획

  논문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심사위원에게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약학연구소의 내실을 

기하는 표시이기도 하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신약개발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격변하고 

발전하는 연구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때 연구소는 더욱 발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5. 자연과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특성화 

분야 연구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발전에 공헌,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85년에 설립

되었다.

나. 주요사업

  ①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의 연구, 개발 및 조사

  ② 학술 강연회와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③ 연구자료의 확보 및 연구논문집 발간

  ④ 연구소 NEWS LETTER 발간

  ⑤ 생물정보 분야의 기초 및 응용연구

  ⑥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초 및 활용 분야 연구

  ⑦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다. 현황

  본 연구소에서는 물리학 연구부, 화학 연구부, 생명과학 연구부, 수학 연구부, 통계학 연구부, 컴퓨터과학 연구부 

및 멀티미디어학 연구부 등에서 전임 교원 및 석, 박사 학위소지자를 주축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는 물론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각종 응용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맺고있다. 아울러 워크샵, 특별학술강연회, 신임교수 연구발표회, 각종 세미나의 개최,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 공인 연구소 및 민간기업 연구소 등과 기술개발 사업을 협약․체결하고 위탁 개발 연구과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지난 수 년 동안 교비 및 교육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400MHz FT-NMR, FT-IR, SEM, X-ray 

Diffractometer, GC/Mass 등의 최첨단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소 및 기업체와의 공동 

연구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여, 동일 분야의 많은 협력기관과의 협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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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경영연구소

가. 연혁 : 설치 연도 및 배경, 설립목표, 현재까지의 경과

  경제경영연구소의 모태는 1971년 정경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한국정치경제연구소이다. 그 후 1982년 정경

대학이 정법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 개편됨에 따라, 1984년 경제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경제경영연

구소는 1994년에 경제연구소를 경제경영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제경영연구소는 경제경영 전반에 걸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경제 경영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

  - 연구발표회, 강연회, 특별강좌 및 심포지엄의 개최

  - 저명 국내외 학자의 초빙과 연구원의 해외파견

  - 연구지 발간

  -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업

 

나. 연구 활동과 주요사업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1) 정기간행물 간행

   연구소는 정기간행물 ‘경제경영논집’을 발간하고 있다. 과거 연 1회 발간되던 논집은 늘어나는 연구논문의 발표기

회를 늘리기 위하여 1999년부터 매년 2회 발간되고 있다.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경제경영 전반의 주제를 가지고 국제·국내학술회의 및 초청강연회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4~6회 개최하고 있다.  

(3) 연구활동

   본교 경상대학 교수들이 모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 정부,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7. 산업디자인연구소

가. 설립목적과 취지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 연구소는 1982년 디자인교육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업정보디자인센터, 환경

디자인센터 등을 두고 시각전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등 각 분야의 교수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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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이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디자인 전반을 연구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년 

현재 연구소 내 기업정보디자인센터, 환경디자인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 본 연구

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융합전략의 중심연구소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숙명 디자인혁신 연구소로 연구소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두 개의 센터이외에 산업디자인 센터를 추가적으로 개설하여 디자인 영역 모든 분야의 다양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2011년 상반기 현재의 연구소 운영조직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본 연구소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과제를 수행할 것이며,  주요 사업은 초청강의와 

각 분야의 디자인 워크샵 및 포럼 개최, 국내외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수행, 숙명여자대학교 발전을 위한 교내 디자인 

관련 업무를 돕고 있으며, 정기 간행물인 산업디자인 논문집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디자인 뉴스레터의 발간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대 소장 이우성 교수가 소장으로 역임되면서 색채 도장, 교과서 편찬을 시작

으로 교외 사업과 교내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2대 소장으로 안정언 교수가 역임되어 연구과제 및 산학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2000

년부터 2004년까지 3대 유한태 교수가 소장을 맡게 되었다. 2005년부터 4대 소장으로 안정언 교수가 2006년까지 재 

역임되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대 소장인 김흥렬 교수가 연구소를 총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

였고, 두 개의 센터들과 함께 민간기업과 산학협동프로젝트,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등의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업디자인연구소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서수경 교수가 6대 소장을 맡아 지난 20년의 꾸준한 발전을 이어나

가는 것은 물로, 새롭게 도약하는 20년을 시작하고 있다. 

나. 기관소개 및 조직

산업디자인연구소

기업정보디자인센터 환경디자인 연구센터

서수경 소장

윤여종 센터장

연구원 2명

우성호 센터장

연구원 2명

연구원 3명

  2011년 1월 현재 본 연구소는 서수경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으며, 3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정보디자인

센터는 윤여종 교수가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환경디자인연구센터는 우성호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각 센터

별로 2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상반기 이후에는 산업디자인 연구센터가 설립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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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정보디자인센터

   기업정보디자인센터는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 국가시책에 따른 기업정보디자인 분야의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여 정

보(Communication) 디자인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센터는 산업디자인연구소의 학술활동과 학문연구 기관으로서의 기업 발전을 도모하여 정보 연구 용역기구로서

의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기업정보 연구 활동,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 등으로 보다 쉽게 기업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2) 환경디자인연구센터 

   환경디자인연구센터는 환경과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의 인위적인 유기체의 통합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제반시설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고, 특히 산학협동으로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도시 개발에 대한 

보고서 계획과 설계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세부적으로, 신도시 개발, 지구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공공 환경디자인 등을 연구한다.

다. 연구실적

(1) 연구과제

    2002. 현대시트 제품 및 어프리케이션 디자인 (주. 현대시트)

    2002. 건축가 협회 건축문화 VI Design (건축문화)   

2003. 4050 여성운전자의 라이프스타일 환경분석을 통한 중형차 INTERIOR 편의시스템 제안(현대기아자동차)

    2003. 2004 숙명여자대학교 캘린더 디자인 (숙명여자대학교)

    2003. 한국은행 CI Redesign (한국은행)

    2003. 2003 여성회화페스티발 (숙명여자대학교)

    2003. 르네상스 프라자 청파갤러리 초대전 (숙명여자대학교)

    2003.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성능의 시너지 효과에 의한 대안설정 방안강구 (성동구청) 

    2003. 용두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조경설계용역 (주.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2004. 한국신문서비스 챠 DYDDUR (한국신문서비스)

    2004. 해송 M&G (주) 네이밍 및 CI 용역 (해송 M&G)

    2004. 한국형 25인치 드럼세탁기(TROMM)디자인 개발(LG전자)

    2004. HUE-Place 화장품 용기 디자인 Concept 개발(아모레 퍼시픽)

    2005. 고구려 고분벽화 디지털 콘텐츠 개발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2005. Hera 디자인 개발(아모레 퍼시픽)

    2005 라네지 트윈케익 디자인 개발(아모레 퍼시픽)

    2006 알루미늄을 이용한 리빙용품디자인 개발(파버나인)

    2006 어린이용칫솔 디자인 개발(아모레 퍼시픽)

    2007. (주)파버나인 + 숙명여대 산업디자인연구소 공동 리빙디자인 브랜드 개발

    2007. 식품, 화장품 용기/패키지/B.I등의 디자인 개발(마임)

    2008. 리빙디자인페어 (주)파버나인 + 숙명여대 산업디자인연구소 공동 브랜드 개발

    2008. 자녀방 가구 디자인 모듈개발(에넥스)

    2008. 아모레퍼시픽 프로모션툴 디자인 개발(아모레퍼시픽)

    2008.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서울시-동작구)



- 660 -

(2) 학술행사 

  2003. “문화콘텐츠는 미래경쟁력이다” 세미나 개최

2003. “현대섬유예술의 흐름과 동향 - Contemporary textile art, its trend and tendency” 국제 세미나 개최

  2003. “이민100주년기념 스미소니안 재미(在美)한인 작가 18인 - 미국의 현대 금속공예” 국외 초청강연회

  2003. “ ‘카리스마+마케팅+재능=성공’ 뉴욕 미술의 발견” 강연회

  2003. DTP의 역할 및 전망에 대한 이해 - 유한킴벌리 초청 강연회

  2003. “한국 귀금속 보석 산업의 미래와 디자이너의 역할 - 예술의 상품화, 상품의 예술화” 홍수원 주얼리 연구소  

         강연회 

  200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학술, 예술, 기술 분야 종합 국제 심포지엄

(3) 논문발간

산업디자인 연구소에서는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1년에 1회~2회 <숙명디자인학연구> 논문집을 간행물로 발간하고 

있다. 

2000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001년 하반기 1회, 2002년 하반기 1회, 2003년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2005년 

상반기 1회, 2006년 하반기1회, 2007년 상반기1회 로 논문집은 현재 제 11집까지 발간되었으며 교내 뿐 아니라 교외 

교수진들의 우수한 연구 논문들을 싣고 있으며, 각 센터에서는 각 분야의 특성화 노력을 위해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원 및 기록하고 있다.

<숙명디자인학연구 논문 List>

▷2000. 1회

2000. 아동용 퍼즐 완구 디자인에 대한 연구 - 정지숙

2000. TV프로그램 Title Design에 관한 연구 (Logotype)을 중심으로 - 신현숙

2000. 국내 종합병원 SIGN SYSTEM디자인에 관한 연구 - 박경아

2000 서울시 지하철 역 Supergraphics 실태 조사 연구 - 전규영

2000.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작품에 나타난 토탈 디자인 개념에 관한 연구 - 서수경

2000. 친환경적 주거 공간에 관한 연구 - 박전자

▷2000. 2회

2000. 공익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은유에 관한 연구 - 홍지연

2000. Graphic Interface DEsign Process 연구 (Web Design의 화면 구조를 중심으로) - 김은선

2000. GD 심사기준과 디자인 가치에 관한 연구 - 성윤정

2000. 디지털 환경에서의 키치와 문화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김효정

2000. 공공화장실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신수진

2000. ARCHITECTURAL VIRTUAL SPACE IN COLLABORATIVE DESIGN - 우성호

▷2001. 1회

2001. Political Cartoon의 은유에 관한 연구 (국내 신문만화를 중심으로) - 권유리

2001. 전시형 문화이벤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Identity에 관한 연구 - 장유리

2001. 국내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의 CI에 관한 연구 - 이수연

2001. 배너광고의 클릭율 향상에 관한 효과적인 광고 표현 연구 - 염수미

2001. 표색계를 이용한 실용 색채 배색 연구 -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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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현대 상업 공간의 미니멀리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 석지수

▷2002. 1회

2002.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웹사이트 Intro 표현에 관한 연구 - 기문주

2002. 캐릭터 상품화 전략에 관한 연구 - 김선영

2002. 인터넷 미술박물관 웹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이재림

2002. 브랜드 커피 색채이미지 전략에 관한 연구 - 이지아

▷2003. 1회

2003. 설득력 있는 CG Lighting 표현에 관한 고찰 - 김지선

2003.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동영상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03. 타이포그래피의 유형에 따른 광고의 의미전달효과에 관한 연구 - 김경숙

▷2003. 2회

2003. 시각적 조형요소에 의한 디지털 캐릭터의 표현연구 - 고다옥

2003. 아동 그림책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장혜연

2003.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2차원 공간에서의 원근법 적용에 관한 연구 - 문신선

▷2005. 1회

2005. 나이키 잡지 광고 사례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의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 박미정

2005. TTL TV 광고에 나타난 기호학적 분석 연구 - 최영진

2005. Y세대와 Silver 세대의 색채 이미지 비교 분석 - 김명현

2005. 잡지 광고 디자인에 나타난 기호학적 분석 연구 (루이스 옐름슬레브(Louis Hjelmslev)와 롤

      랑바르트(Roland Barthes)의 기호학 이론을 중심으로) - 송영주

2005. Museum에 적용된 VI(Visual Identity)에 관한 연구 (해외 및 국내 Museum VI이미지 중심

      으로) - 신정원

2005. 웹기반 참가형 가상모델하우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ticipating virtual medel 

  house on the web) - 우성호

2005. Sense of Instability Ⅱ (실내건축 공간설치 전) - 서수경

▷2006. 1회

2006. 매스클루시버티(Massclusivity)와 디자인 유형 연구 - 김은주 

2006. 배식화예디자인의 기호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주윤영 

2006. 모바일 3사 번호이동제 광고전략에 관한 연구 - 박헤상 

2006. 그림책 기획에서 제작완성에 관한 연구 - 권재희 

2006. 유아를 위한 멀티미디어 애니매이션 북 디자인에 관한 연구 - 홍지영

2006. 유아 발달을 위한 교구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퍼즐 교구를 중심으로) - 정현숙

2006.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일러스트레이션 사례연구 - 김나연 

2006. 빛과 水面에 의한 물체의 형태변화 연구(금속조형 표현) - 정혜진

▷2007. 1회

2007. 패키지 디자인의 감성적 접근성에 관한 연구 - 김하선 

2007. 블랙마케팅에 관한 연구 - 김희진

2007. 한국의 전통색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 박혜숙

2007. 프로세스 아트로서의 화예(화예의 시간특수성을 중심으로)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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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가별 대표음식에 적용되는 배색에 관한 연구(음식조명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정은임

2007. 화예 특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디자인(포트폴리오 디자인 구성요소 중심으로) - 홍인경

▷2008. 1회

2008. 미니멀리즘 조형요소를 응용한 열매이미지의 장신구 연구 - 구 준 회

2008. 프랙탈 조형원리의 도입을 통한 화예디자인 작품분석 및 조형화 방법 연구 - 남 오 철

2008. 영화 웹사이트 디자인에 활용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 민 금 성

2008. 인상주의에 근거한 화예디자인의 색 해석에 관한 연구 - 박 소 영

2008. 푸드스타일리스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푸드스타일링과 영상이미지를 중심으로) - 

      박 은 희

2008. 생명의 근원을 표현한 장신구 연구 - 유 소 영

2008. 한국적이미지를 이용한 타로디자인에 관한 연구 - 이 정 은 

2008. 리빙환경에서 컨버전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디지털과 가구를 중심으로) - 장 지 영

2008. 어린이박물관 웹사이트에 나타난 색채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 조 미 화

▷2008. 2회

2008. 선물포장디자인 유형에 관한 연구(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 박혜숙

2008. 하우스예술파티 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 여해란

2008. 감성 라이프스타일과 인터랙션디자인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리빙환경을 중심으로) - 장지영

라. 앞으로의 전망

  21세기에는 산업적 경제 가치와 디자인적 가치는 동등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고 주도해 나가야 

할 주체가 바로 디자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디자인과 시각적 콘텐츠가 현대인의 삶에 깊숙

이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소는 각 센터를 중심으로 디자인 전반과 미술 관련 학술행사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해 오면서 많은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2006년부터는 중견 전문제조업체(파버나인)와 공동으로 리빙디자인제품을 위한 공동브랜드(the AL)를 산학연계 프

로젝트로 개발하였다. 이는 본 연구소의 디자인 노하우와 파버나인의 제조, 생산 노하우를 적극활용한 모델로서 관련분

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어 2007, 2008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브랜드 론칭전시를 시작으로 온라인 쇼핑몰

(www.thealshop.com)을 개설하여 꾸준한 디자인 개발과 연구로 향 후 일류화 브랜드 상품으로 수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공공디자인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

부터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도시공공디자인 MOU협약(2009. 2월 동작구청과 도시공공디자인 MOU협약체결)을 통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디자인 자문, 심의, 사업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지금까지 얻은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학 협동의 일환으로 국가시책에 따른 예술

과 산업의 연계방안을 연구·개발하여 산업과 예술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차후 문화선도 및 타 학문과 

연계하여 융합적 디자인 연구 활동, 연구 자료의 수집 및 교환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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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약정보연구소 
(Drug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 홈페이지: http://sdic.sookmyung.ac.kr

1. 소개

  본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의 특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약학정보화를 목적으로 1995년 2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의 전문연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가적 의약정보시스템 개발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한 바 있으며 사이버교육관련 첨단 IT기술을 개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e-learning을 선도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축적된 IT기술 및 의약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개발, 의약정보 IT벤

처기업(주식회사 퍼스트디스)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의 유수 제약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 설립목적

  ․ 의약학의 교육,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전문인들에게 의약품의 의약정보를 제공한다.

  ․ 세계적으로 획득 가능한 의약품관련 정보의 수집, 정리, 평가,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국가적 의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정보를 제공하여 약물요법의 질을 향상시킨다. 

  ․ 의약정보 및 약료경영 관련 교육자원을 개발, 보급하여 약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 정보화 시대에 의약계의 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의약정보 전문가를 양성한다.

나. 의약정보 제공

(1) 제약기업대상 산학협동 프로그램 운영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의약정보제공시스템(DICOMS)를 개발, 제약기업과의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Q/A서비스 및 

의약정보 분석서비스(의약품정보 문헌개발, 약물경제학 분석 등)를 제공

(2) 전문 의약정보 컨텐츠의 연구개발

산학협동으로 보건의료인들이 처방, 조제 또는 투약하는 단계에서 약물사용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 의약정보 데이

터베이스를 연구개발

(3) 온라인 의약품정보검색 시스템의 개발운영

일반 소비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국내 유통중인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상품명, 용량, 제형, 

FDA 임신위험분류, 적응증 등 일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tm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다. 의약품 연구개발정보(Drug R&D Information) 제공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지정 전문연구정보센터(의약품연구정보센터)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

로 국내유일의 산학협동 연구정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 약학저널 검색포털사이트의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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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약학분야 디지털도서관으로서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약학 관련 1차, 2차, 3차 자원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국내 1차 자원(약학 관련 학술지)은 원문을 제공, 기타 자원은 서지사항과 함께 디지털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의약품연구개발 정보 통합검색사이트의 개발운영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 연구정보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라. 의약정보 전문가 교육과정의 운영

(1) 의약정보 연구생 과정(Drug Information Fellowship)

보건의료계가 필요로 하는 의약정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1년 수련기간의 연구생 과정으로 의약정보를 체계

적으로 수집, 분석, 평가, 검색,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능력, 의약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구, 첨단 정보통신환경

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능력, 의약정보의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2) 의약정보 국제수련 과정(International Clerkship in Drug Information)

해외 약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정보 수련과정으로 현재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Sam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the Pacific 등의 학생들(Pharm.D.과정 학생)이 

매년 학점이수과정으로 참가하고 있음

마. 약료경영 연구와 학술세미나 운영

  국내에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약료경영(managed care pharmacy)의 발전을 위해 DUR연구센터를 부설로 설립, 약

물경제성평가, 약물사용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약료경영학회와 공동으로 

매월 2회 약료경영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9. 아동연구소

가. 기관소개 및 조직

(1) 기관소개

한국 최초의 아동복지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연구진의 연구를 조력하기 위해 ‘사회교육과학 연구소’ 라는 명칭으

로 1974년 설립되었다. 1974년 9월에는 부설 ‘숙명 유아원’을 개원하여 아동교육과 아동복지학 연구에 기여하였다. 

1995년에는 아동연구센터가 사회교육과학연구소에서 독립하여 아동연구소로 개칭하고 숙명 유아원을 연구소 부설기

관으로 재정비하였다. 1996년에는 아동연구소가 사회교육과학연구소 부설 아동연구센터로 통합·개칭하였다. 숙명유아

원은 1998년 이과대학 건물로 자리를 옮겨 증축하였다. 1999년 5월에는 사회교육과학연구소에서 독립, 아동연구소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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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아동복지학과 관련 아동연구소 설립 

  1974년 9월 아동연구소 부설 유아원 개원(본관 가정대 건물 2층) 

  1995년 5월 아동연구센터가 사회교육과학연구소에서 독립 

  아동연구소로 개칭하고 연구소 부설 숙명 유아원 개원 

  1996년 4월 아동연구소가 사회교육과학연구소 부설 아동연구센터로 통합·개칭 

  1998년 9월 숙명유아원 증축 

  1999년 5월 아동연구센터가 사회교육과학연구소에서 독립, 아동연구소로 개칭

아동연구소는 아동복지학과의 교수 및 연구진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부설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

지학과의 세부전공인 아동 보육․교육, 아동 심리치료, 청소년 아동 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구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아동연구소는 한국 아동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2008년 서울시보육정보센터와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았다.

아동연구소는 구성원은 소장(현 이소희 교수), 운영위원(이재연 교수, 서영숙 교수, 유미숙 교수, 정선아 교수, 하은혜 

교수, 강현아 교수) 및 연구원과 연구조교로 이루어져 있으며, 숙명여대 순헌관 1014호에 위치하고 있다. (2011년 2월 

남영역 근처 고려빌딩으로 이사예정임)

(2) 조직

총  장

부설 기관 부설 연구기관
숙명리더십 개발원

아동연구소
소장

아동청소년복지
연구실 아동심리치료

연구실
영유아보육
교육 연구실

운영위원회

연구조교숙명유아원

조  직  도

다. 주요 활동

(1) 연구지 발간

아동복지학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아동연구’지를 연1회 또는 2회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물을 출판한다. 

(2) 주요 사업

숙명여자대학교 부설 아동연구소는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아동 청소년 복지

   현재 아동의 위상과 본질에 대해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한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영․유아 안전한 환경 조성과 복지 구현을 위한 연구와 홍보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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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심리치료

   아동기의 고유한 심리․정서를 이해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아동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연구한다. 

 ▷아동 보육과 교육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다. 또한 산학 연계로 교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일을 

한다. 또한 현장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함으로써 아동학에 기여한다. 

(3)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샵 및 기타활동

아동발달, 교육, 상담, 복지영역에 관한 연구 활동, 관련분야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나 세미나, 워크샵 등의 학술활동과 

교육활동, 특별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관계분야 정보실 설치 및 운영, 국내외 관계기관 및 학자와 정보, 자료 교환 

및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 및 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로 유아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4) 보육・복지 관련사업 및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샵 등 연구실적 (2011년 현재)

 ○ 국내외 학술대회 및 워크샵, 세미나 

   - 워크샵 및 세미나 : 32회

   - 학술대회 : 14회

 ○ 연구활동

   - 교외연구 28건 수행

 ○ 아동연구지 발간

   - 2010년 제23권 발행. 총 26권

(4) 앞으로 발전에 대한 전망 및 계획

현대 사회에서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의미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가 구도의 구조화되고, 개인화되어 감에 따라 

아동이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현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가족·학교·사회 안에서의 아동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의 역할을 증대할 것이다. 이에 아동연구소는 아동발달, 교육, 상담 복지 영역에 

관한 연구 및 실습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고, 관련분야에 관한 학술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칠 것이다. 또한 교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함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관계기관 및 학자들과 연계하여 유대를 강화하

고,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적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10. 지구환경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Global Environment)

가. 연혁 및 목적

(1) 설립목적 및 배경

21세기 전지구적 관심은 환경을 얼마나 보존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가에 몰려있다. 환경을 배제하고 사회적 문제

를 다룰 수 없기에, 환경 보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같은 환경 분야의 연구 및 대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 문제의 파악과 개선 및 방지를 위한 과학 기술 및 인문과학 분야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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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환경과학연구소”를 1992년 4월 6일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였다. “환경과

학연구소”는 1996년 11월 “환경과학연구센터”로 개칭되었으며,  1999년 10월 성층권 오존변화를 관측하는 “오존관측

소를” 건립하였고, 2001년 4월 2일 “지구환경연구소”로 승격되었다.  숙명여대 지구환경연구소는 환경문제에 대한 기

초와 응용에 관한 연구 및 국제 협력을 통한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연혁

1992. 04. 06      환경과학연구소 창립 

1992. 09. 01      민경희 초대 소장 취임 

1994. 02.         환경과학논문집 제1권 발간 

1994. 09. 01      민경희 2대 소장 취임 

1995. 02.         환경과학논문집 제2권 발간 

1996. 02.         환경과학논문집 제3권 발간 

1996. 09. 30      창학 90주년 기념 환경과학 국제심포지움 개최 

1996. 11.         환경과학연구센터로 개칭 

1996. 11.         민경희 1대 센터장 취임 

1997. 02.         환경과학논문집 제4권 발간 

1998. 05.         오정진 3대 센터장 취임 

1999. 10.         오존관측소 건립 

2000. 05.         오정진 4대 센터장 취임 

2001. 04. 02      지구환경연구소로 승격 (오정진 초대 소장 취임) 

2001. 05. 08     "21세기 지구환경" 심포지엄 개최 

2004. 06. 24~2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alysis" 국제심포지엄개최 

2007. 05. 17~18  한국환경분석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2010. 11. 03~05  한일공동 환경분석학회 개최

나. 주요활동

(1) 주력 분야

현재 숙명여대 지구환경연구소는 동북아 상공의 대기환경감시 기술의 개발 및 관측을 통한 환경 영향 평가를 그 주력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관 옥상에 오존관측소를 설립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성층권 오존 관측을 위한 

마이크로파 오존수신기 SORAS(Stratospheric Ozone RAdiometer in Seoul)를 개발하여 성층권 오존변화를 관측해 

오고 있다. 또한, 중층대기 화학 변화의 중간체 역할을 하는 수증기의 관측을 위해 22 GHz water vapor radiometer인 

SWARA(Seoul WAter vapor RAdiometer)를 스위스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였다.  SWARA는 고도별 수증기 농도 

변화를 관측하여 기상, 천문, 환경 분야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층대기의 조성변화를 

예측하는 자료로써 그 가치가 있다. 숙명여대 지구환경연구소는 또한 이러한 대기 분자 수신 기술과 함께 대기 환경 

모델 및 중층대기화학 메카니즘의 규명을 위한 FTMW 분광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대기 분자의 반응성을 연구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비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분석 기술의 개발을 통한 환경 영향 평가는 국가 환경 정책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아시아의 중추적 환경 감시 사이트로 국제적 입지를 높여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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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적 성과

지구환경연구소에서 현재 주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이용한 지구 대기환경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숙명여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기술로써 그 학문적 성과는 높다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관측기기로써 마이

크로파를 이용한 성층권 오존 관측 시스템인 SORAS는 성층권 오존의 연속적인 시간 변동에 따른 오존 전량의 변화 

관측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관측기기이다. 이러한 마이크로파 오존수신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오존 관측 기기인 포

항기상대의 오존 존데와 안면도 지구대기감시 관측소의 오존 라이다보다 경제적이며, 시․공간 및 기후 변화에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개발 완료단계인 원격탐사를 통한 중층대기 수증기 관측 시스템인 SWARA는 아시아 

최초의 마이크로파 수증기 관측 시스템으로써 오존 수신기와 연계하여 중층대기의 화학적 조성변화를 실시간 감시하

여 성층권에서의 온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농도와 반응에 대한 연구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 

관측 장비의 개발은 지상에서 원격탐사를 통하여 중층대기 상공의 연구를 수행하게 해 주었으며, 소자의 개발에 있어 

광학, 전자공학, 천문학 등 다양한 학문의 적용을 통하여 응용과학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숙명여대 지구환경연구

소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FTMW 분광기는 마이크로파 대기 관측 시스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중층 대기 

구성 물질 및 중층 대기 화학 변화 메카니즘을 실험실 환경에서 모델링 하여 대기 조성물질의 화학적 성분 분석 및 

화학적 생물학적 영향평가 수행에 기여할 것이다.

(3) 학계 기여도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이용한 중층 대기 관측 기기 및 분석기기의 개발에 있어 소자의 개발을 통한 관측 데이터의 수신 

및 처리과정에서 광학과 천문학, 전자공학, 마이크로파 공학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데이터 분석의 경우 대기화학과 

분광학이 주요 도구로 사용된다. 즉, 지구환경연구소의 지구 대기환경 연구를 위한 대기 관측 및 분석 기술은 응용과학

과 기초과학의 교점에 위치하여 이에 둘을 연결하여 폭넓은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경제적이며 실용도가 높은 

관측 장비의 개발을 통해 한국 환경 분석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환경 분석기술의 교육을 통해 여성 환경 전문

가 양성에 기여한다.

다. 주요사업 및 연구 활동

지구환경연구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기관으로

부터 연구 과제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1) 주요사업

숙명여대 지구환경연구소는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 및 국제 협력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구환경연구소의 주요사업으로 한다.

첫째,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이용한 한반도 상공의 대기환경감시기술을 개발하여 관측을 수행하며,

  둘째,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오존의 생태계 영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셋째, 대기 환경감시에 사용되는 원격 관측기술의 폭넓은 적용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다양한 환경 위해물질의 분석방법 개발에 이바지하며,

  다섯째, 중층 대기뿐만 아니라 지표면 오존의 위해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여섯째, 오존의 반응성 및 반응 속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일곱째, 숙명여대에서 여성 환경 지도자를 육성하고,

  여덟 번째, 지구환경 정책에 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며,

  아홉 번째, 국제협력을 통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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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활동

2000년 이후 지구환경연구소는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연   구    활    동 지 원 기 관

한반도 상공의 대기환경 감시기술개발 환 경 부

원격탐사를 이용한 중층대기 화학적 성분분석 및 영향평가기술 환 경 부

마이크로파 원거리 관측을 이용한 지구환경연구, 국제공동연구(스위스) 과 학 기 술 부

대기 중 수증기 농도변화에 따른 밀리미터파 위상변화 연구 한 국 천 문 연 구 원

22 GHz 수신기를 이용한 성층권 수증기의 지상관측 과 학 재 단

해외석학초빙연구 : 스위스 Prof. Niklaus Kaempfer 학 술 진 흥 재 단

대기 연구를 위한 전파전달 모형프로그램 과 학 재 단

위성 및 지상관측자료를 이용한 동북아 대기환경변화 감시 및 예측시스템 개발 환   경   부

(3) 국제 심포지엄 개최

1996년 환경과학연구센터에서부터 2001년 지구환경연구소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연구소 산하에서 4번의 대규모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그 첫 번째가 1996년 9월 30일 창학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환경과학 연구센터 주최 하에 개최된 “창학 90주년 기념 

환경과학 국제 심포지엄”이며, 두 번째가 2001년 지구환경연구소로 승격된 이후 개최된 2001년 5월 8일의 “21세기 

지구환경” 심포지엄이다. 세 번째는 2004년 6월 24~26일에는 숙명여대 지구환경연구소가 환경 분석 전문가 및 환경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기업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최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alysis”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이다.  지난 2010년 11월에는 일본 환경화학회와 한국 환경분석학

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공동 환경분석학회를 주최하여 300여명의 환경 전문가와 환경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4) 발간 서적

지구환경연구소는 1992년 처음 환경과학연구소로 창설되어 1994년 2월 환경과학 논문집 제 1권의 발간을 시작으로 

하여 1995년 환경과학논문집 제 2권, 1996년 제 3권, 1997년 제 4권을 발간하였다. 이후 2001년 4월 지구환경 연구소

로 승격되면서, 환경부 G-7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한반도 상공의 대기환경 감시기술개발”을 2002년 마무리 

지으며 “한반도 상공의 대기환경 감시기술개발-환경부”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수행한 환경부 

차세대 사업의 수행 결과를 담은 “원격탐사를 이용한 중층대기 화학적 성분분석 및 영향평가기술”의 보고서를 2006년 

발간하였다.

11. 아태여성정보통신원

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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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여성정보통신원은 숙명여자대학교 부설연구기관으로 한국과 북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들의 정보문화 발전과 

디지털 경제 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6년 11월에 설립되었다. 

본원은 APEC, ITU, UNESCO, UNDP, UNESCAP, UNIFEM, UN WomenWatch 등의 국제기구 및 GKP, Women 

Action, APC WNSP 등의 NGO와 연계하여 젠더&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산업 관련 연구, 학술활동, 교육 훈련 

사업을 전개하여 정보화 환경을 발전시키고 ICT를 통한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원은 또한 1998년부터 UNESCO의 “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야” Chair 수행기관을 역임했다. 

나. 주요활동

(1) 연구 및 출판물

본원은 매년 젠더와 ICT에 관한 포럼 개최와 함께 정기간행물인 APWIN 저널을 출간하고 있다. 또한 APEC 역내 

여성의 젠더&ICT, e-Business, 문화산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면서 50여종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주요 연구

물은 다음과 같다.

○ 정기간행물(APWIN 저널)

- 제 10권(2009): APEC 서류 없는 비즈니스 환경

- 제 9권(2008): ICT를 활용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기술 및 정책 영향, 함축, 암시

- 제 8권(2006): 여성의 디지털 기회 확산을 위한 글로벌 전략 및 정책

- 제 7권(2005): 정부, 비정부기구, 학계 관점으로 바라본 성평등에 관한 실용적 이슈

- 제 6권(2004): 여학생을 위한 온라인 성 범죄 예방

- 제 5권(2003): ICT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 제 4권(2002): 여성의 권익,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의 여성의 권익

- 제 3권(2001): 성 평등/ICT와 인터넷을 통한 평등

- 제 2권(2000):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여성의 경제기반 변화

- 제 1권(1999): 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 주요연구보고서(국제)

  - APEC 역내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방향 연구 (2010)

- ‘여성인적자원개발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보고서 (2009)

- APEC 12개 회원국의 여성기업 및 e-비즈니스 현황 영문 백서(2007)

- APEC e-비즈니스: 여성을 위한 기회-인도네시아편 II, 베트남편 II(2007)

- APEC e-비즈니스: 여성을 위한 기회, 리더십, 혁신-중국편, 필리핀편, 대만편, 태국편(2006)

- APEC e-비즈니스: 여성을 위한 기회-인도네시아편, 베트남편(2005)

- 여성기업: APEC지역에서의 e-비즈니스 활용 사례연구(2004)

- 아태지역 여성 정보화 지표개발(2002)

- 아태지역 여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센터(2002)

- 정보통신기술 능력개발을 통한 APEC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2002)

- 정보격차해소와 아태지역 여성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000)

 ○ 주요연구보고서(국내)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운영 연구(2010)

- 아시아 문화콘텐츠 시장 연구-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2009)

- 아시아 문화콘텐츠 시장 연구-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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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PEC 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회의 한국정부입장 대응 및 발표
한국 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선을 위한 연구(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APEC 역내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방향 연구

2009 APEC 서류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워크샵 개최 (한국)
APEC TELWG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및 HRDWG (Huma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 회의 참가 
APEC 안전한 ICT/인터넷 이용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 한국에서 개최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 싱가포르에서 개최
2009 CCGN(Cultural Content Global Networking) 포럼
APEC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회의 참가 및 발표

2008 글로벌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교육, 문화 이니셔티브 포럼(APEC 교육재단)
2008 세계 여성 포럼 - 여성과 IT 세션 주관
APEC 지역 맞춤형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 - 싱가포르에서 개최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페루에서 개최
2008 ACCN(Asian Cultural Content Networking) 포럼
APEC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회의 참가 및 발표

2007 APEC 지역 맞춤형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 -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 -호주에서 개최
2007 세계 여성 포럼 - 여성과 IT 세션 주관
한류우드 상상·비젼 문화 포럼
APEC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회의 참가 및 발표

2006 APEC 성분석 훈련 워크샵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젠더 & 정보통신기술 국제학술회의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 -베트남에서 개최
APEC 지역 맞춤형 여성을 위한 포럼-중국, 필리핀, 대만, 태국에서 개최
APEC 여성 기업 및 e-비즈니스 백서 출판 기념 세미나
APEC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회의 참가 및 발표

2005 APEC 지역 맞춤형 여성을 위한 포럼-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개최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

- 아시아 문화콘텐츠 시장 연구-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2007) 

- 해외 여성기업 실태조사(2007)

- 한국 여성 기업을 위한 e-비즈 로드맵(2006)

- APEC 여성기업 및 e-비즈니스에 관한 연구(2005)

- 선진국과 한국간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2004)

-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과 파트너십(2003)

- 정보통신기술 정책에 있어서의 성 인지적 문제(2001)

- 남·녀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의 정보화 실태와 교육 모델에 관한 연구(2001)

- 여성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웹정보서비스 연구(2000)

- 여성 정보화 지식 기반 전략: 저변화, 전문화, 세계화(2000)

- 여성과 사이버공간(2000)

- 여성 단체 정보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1999)

(2) 학술활동

본원은 매년 국내외 정부 기관 및 협회의 지원을 받아 젠더와 정보통신기술, 문화산업에 관한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NGO,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과 연대하여 여성정보화 및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모범사례 등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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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아키타 현 남녀공동 참여 해외 세미나
2005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 참석 및 발표
제 9차 세계 여성학대회 제 9분과 젠더와 정보통신기술 주관
아태지역 여성을 위한 e-비즈니스와 기회 국제 세미나-태국에서 개최
APEC ECSG(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회의 참가 및 발표

2010 ITU-아태여성정보통신원 협력 농촌여성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ICT 활용 트레이닝 툴 개발 및 교육 (부탄)
여성가족부 여성관련 공적개발원조사업 중 개도국여성 e-Biz 교육훈련
IDB 페루 여성의 디지털 경제참여를 위한 혁신전략
KOICA 파키스탄 양성평등 역량강화 연수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몽골 공무원 초청 여성정책 현장체험 심화학습형 연수사업
APEC ICT 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2009~현재)
SCUFU 미래문화산업 최고경영자과정(2006~현재)
컴퓨터 특강: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포토샵 과정(1998~현재)

2009 ITU-아태여성정보통신원 협력 농촌여성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ICT 활용 트레이닝 툴 개발 및 교육 (필리핀) 
몽골공무원 초청 여성정책 현장체험 심화학습형 연수사업 
KOICA 국내초청연수 여성고용 및 창업개발 능력 향상 
문화콘텐츠산업 해외 리딩그룹 국내 초청연수(2007~2009)  
문화콘텐츠산업 국내 전문가 해외파견 연수(2007~2009)  
KOICA 국내초청연수 콜롬비아 여성정책개발 역량 강화(Capacity Development for Gender Policy Planning)

2004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GKP 심포지엄: 여성 경영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전문가 회의 참석 및 발표
세계은행 화상회의: 개발도상국 남성과 여성의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 측정

2003

～

2002

일본 아키타 현 세미나: 젠더 관점으로 본 정보통신기술 정책과 프로젝트
WENT 5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3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과 젠더에 관한 포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에 관한 국제심포지엄-말레이시아에서 개최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 아태지역 젠더와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포럼-일본에서 개최
디지털 미디어 포럼 총 6회 개최
소비자 e-life 촉진 방안 심포지엄 개최

2001

～

2000

여성의 평등한 정보통신기술 접근에 관한 아태지역 워크샵 및 UN의 날 기념식    
성평등과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지역미팅 
WENT 교육훈련강사 회의
제 3회, 4회 AWORC 회의
첸나이 후속 회의: APGEST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워크샵 
새천년준비위원회 주최: 지식정보화 사회와 사이버 가계부 평가 심포지엄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을 위한 제1회 에듀테인먼트 심포지엄
KWENT 2000: 한국 여성단체 정보화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아태지역 정보통신기술 워크샵: 온라인상의 여성의 지식네트워크를 위한 방향모색
여성 정보화 지원을 위한 Web 정보시스템 시연회 및 여성 정보화 워크샵: ‘여성정보화 지식기반 전략: 저변화, 전문화, 세계화’ 
국제 e-Biz 포럼(International e-Biz Forum) 총 12회 개최

1999

～

1997

글로벌 심포지엄: 여성을 위한 온라인 전략 2000
아태지역 심포지엄: 온라인상의 여성
지역회의: 여성의 정보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NGO 세계대회: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신정보 및 네트워크 
KWENT99: 한국 여성단체 정보화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 여성 정보 네트워크의 현재와 미래 

(3) 교육 훈련

본원은 저변화, 전문화, 글로벌화의 세 가지 주요 전략을 가지고 여성의 잠재력과 능력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젠더, 

정보통신기술, e-비즈니스, 문화산업에 관련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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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PEC 여성 e-비즈 트레이닝(2005~2008)
UNDP 지원 친환경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역량증진사업
APEC 여성 e-비즈 트레이닝-인도네시아(WeBiz-ID)
APEC 여성 e-비즈 트레이닝-싱가포르(WeBiz-SG)
국내거주 아시아 유학생 문화콘텐츠 교육 
여성부 지원 APEC 여성 IT 교육 훈련 

2007 APEC 여성 e-비즈 트레이닝-베트남(WeBiz-VN) 
APEC 여성 e-비즈 워크샵-싱가포르(WeBiz-SG)
APEC 여성 e-비즈 트레이닝-인도네시아(WeBiz-ID) 
여성부 지원 APEC 여성 IT 교육 훈련 
2007 ACCN(Asian Cultural Content Networking) 교육 훈련(한국문화콘텐츠 지원)
국내거주 아시아 유학생 문화콘텐츠 교육 
차세대 국제 전문가 교육(FIST: Future International Specialist Training)(2005~2007)
경북여고 동문회 컴퓨터 위탁 교육(2006~2007)

2006 APEC 여성 e-비즈니스 트레이닝-필리핀(WeBiz-PH)
한국인터넷진흥원지원 여성 e-비즈니스/정보통신 최고경영자 과정(2003~2006)
여성가족부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IT 마스터과정(2003~2006)

2005 산업자원부지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2005)
삼성 사이버 아파트 주부 교육(1999~2005)

2004 아태지역 여성중소기업인 및 정책결정자 IT 교육 훈련(2004)
새내기 컴퓨터 교육(2002~2004)

2003
～

2002

아태지역 및 라틴 아메리카 여성공무원을 위한 IT 프로그램(2003)
여성부지원 사이버 여성 IT 전문교육(2002)
재일동포 IT 국내 직업연수(2001~2003)
일본취업전제 IT 연수(2001~2003)

2001
～

1997

여고 동문 컴퓨터 교육(1998~2001)
실버 세대 정보화 교육(2000~2001)
멀티미디어 전문교육 프로그램(2000)
지식정보 지도자 교육(여고 교장 교육)(2000)
IT 전문가 교육, 인터넷 솔루션 개발 프로그램(2000)
WENT(1999~2003), KWENT(1999), KWENT(2000)
여성 정보통신 전문 인력 양성(1998~1999)

(4) 미디어 정보 서비스 

 ○ 주요 웹사이트 서비스

- 아태여성정보통신원 APWINC (http://www.women.or.kr)

- 미래문화 최고경영자과정 SCUFU (http://www.scufu.or.kr)

- APWINC 교육실 ITEDU (http://itedu.sookmyung.ac.kr)

- APWeBIZ 커뮤니티 & e-러닝 : WeBIZ World (http://www.apwebiz.com)

- 국내용 APWINC 커뮤니티 (http://www.apwebiz.co.kr)

- 글로벌비즈매칭 SMGBM (http://www.smgbm.com)

- 트위터 @apwinc (http://twitter.com/@apwinc)

 ○ 주요서비스 

- e-뉴스레터 (한/영) 발송 : 재발송 준비 중

- e-뉴스클리핑 (한) 발송 : 매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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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외교류 현황 

 ○ 국제 기구와의 연계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와 협력하여 필리핀(2009), 부탄(2010)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농촌여성의 생활수준 

향상 트레이닝 툴 개발 및 연수’ 사업 수행  

  - APEC: APEC 서류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워크숍(2009)

  - 싱가포르 지역개발 및 청소년 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APEC: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포럼(2009)

  - UN Global Compact(UNGC) 회원가입(2009)

  - UN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APCIC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여성 기업가정신 및 e-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국제 워크샵(2007)

  - 호주여성부(OFW: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for Women), APEC: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

(2007)

  - APEC WLN, APEC GFPN, APEC EXSG, IMF: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2006)

  - ITU, UNESCAP, ADBI: 여성 기업가정신 및 e-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국제 워크샵(2006)

  - World Bank, UNESCAP: 성별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성 인지적 정책 및 전략마련 국제심포지엄(2006)

  - APEC 교육제단: 여성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ICT 능력배양(2004~2005)

  - UNESCAP WENT(Women’s Electronic Network Training) Project(2000~2003)

  - UNDP Korea ICT 중심센터(1999~2002)

  - UNESCO의 ‘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야 Chair 수행기관(1998)

 ○ 국제 NGO와의 연계

  -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 International (BPW) (~현재)

  - ITF(International Task Force Gender&ICT) member(2007~현재)

  - GWT(Global Women and Technology) member(2005~현재)

  -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on Gender, ICT, and Science(2003~현재)

  - GKP(Global Knowledge Partnership) Member(2003~현재)

  - Women Action Global(Global Women and Media Network) member(1999~현재) 

  - AWORC(Asian Women’s Resource Exchange) member(1998~2003)   

 ○ MOU 파트너십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GWDC) (2011)

  - 인도네시아 과학원(LIPI) (2010 2월 예정)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e-비즈니스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양해각서 체결

(2007)

  - 필리핀 여자대학교(PWU) 교육제공 협약체결(2005)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2003)

  -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2003~현재)

  - UN 개발계획(UND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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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어문화연구소
(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stitute [KLCI] )

가. 설립 목적

  한국어문화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 2005년 5월 1일, 한국어문화의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국

어문화의 발전과 실용화 및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사업

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 활동

  2. 연구 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교내외 관련 연구의 참여

  4. 연구 결과물의 발간과 홍보

  5.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연구 교류

  6. 한국어문화 관련 교육 및 그 내용과 방법의 개발

  7.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나. 주요 활동

  연구소 설립 이래 한국어문화의 발전과 실용화 및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활동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본 연구소는 2006년 국내 최초로『한국여성문인사전』을 발간하였다. 문인사전은 몇 종 출판되었으

나 여성문인만을 수록한 사전은『한국여성문인사전』이 국내 최초이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포함하여 2,462 명에 

이르는 여성문인의 생애와 작품, 경력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5년마다 개정판을 낼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어문

화 연구를 대중화하고자『한국어문화연구총서』를 간행하고 있으며, 연구 보고서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2월부터 매년 2회 한국어문화연구에 대한 연구논문을 모아 논문집『한국어와 문화』를 간행하고 있다.

(1) 학술 활동

 ○ 학술대회

2005. 11. 제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한국드라마학회와 공동 주최

‘외국 드라마의 한국수용’

2005. 11. 제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006.  2. 제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006.  5. 제4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한국공연문화학회와 공동 개최

2006. 12. 제5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여성문인사전』발간 기념 학술대회

2007.  5. 제6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국어국문학회와 공동 주최

‘국어국문학과 인문학적 상상력’

2007. 10. 제7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7. 11. 제8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숙명어문학회와 공동 주최

‘국문학 연구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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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제9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국어국문학회와 공동 주최

‘국어국문학과와 인문학적 상상력’

2007. 10. 제10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언어권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7. 11. 제11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숙명어문학회와 공동 주최

‘국문학 연구와 여성’

2007. 12. 제13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의 술 문화’

2008. 6. 제1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공연문화학회와 공동 주최

‘축제, 그 본질과 문화적 성격’

2008. 6. 제14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우리말교육현장학회오 공동주최

‘논술 제자리 찾기’

2008. 8. 제15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한민족문화학회와 공동주최 

‘한민족문화와 북방지역’ 

2008. 11 제16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국어국문학과, 숙명어문학회와 공동주최

‘국제화 시대의 한국어문학’

2008. 12 제17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 한국언어문화학회와 공동 주최

‘근대 공간과 영화’

 ○ 학술초청강연

2008.9 ‘꿈꾸는 자의 인생’ (박범신 : 소설가, 명지대 문창과 교수, 서울시문화재단 이사장)

2008.10 ‘다문화사회의 지도자 양성’ (김영기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 

 ○ 학술지 발간

  - 한국어와 문화 제1집 발간(2007년 2월 28일 발간)

  - 한국어와 문화 제2집 발간(2007년 8월 31일 발간)

  - 한국어와 문화 제3집 발간(2008년 2월 28일 발간)

  - 한국어와 문화 제4집 발간(2008년 8월 31일 발간)

 ○ 총서(한국어문화연구총서) 발간

  - 우리 시대의 여행 소설 (한국어문화연구총서 1권), 태학사(2006년 11월 발간)

  - 궁궐 사람들의 삶과 문화 (한국어문화연구총서 2권), 태학사(2007년 2월 발간)

  - 한국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어문화연구총서 3권), 태학사(2006년 12월 발간)

  - 한무숙 문학의 지평, 예림기획(2008년 1월 발간)

  - 문학여행 (한국어문화연구총서 4권), 태학사(2008년 2월 발간)

 ○ 사전 발간

  - 한국여성문인사전, 태학사(2006년 11월 발간)

 ○ 연구 보고서 발간

2005. 12.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2006.  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54. 박순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56. 한말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12.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2007.  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72. 김남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75. 송원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12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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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94. 신지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12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95. 이정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연구 활동

2005.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박순녀> 선정 (2005. 6~2005. 11.)

2005.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한말숙> 선정 (2005. 6~2005. 11.)

2005. 12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수행

2006.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김남조> 선정 (2006. 6~2006. 11.)

2006.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송원희> 선정 (2006. 6~2006. 11.)

2006.  6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계약

2007.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신지식> 선정 (2007. 4~2007. 12.)

2007.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시리즈. 이정호> 선정 (2007. 4~2007. 12.)

2007.  8.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계약

2008.  9.    주식회사 낱말 <유의어분류대사전 및 독서능력 지수개발을 위한 연구협력> 계약(2008. 9.~2009. 8.)

13. 여성건강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Women's Health)

숙명여자대학교는 산학협력활동의 결과, 국내 최고의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연구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

다. 이 체결의 핵심은 삼성서울병원이 임상 및 임상관련 연구를 맡고, 숙명여자대학교는 생명과학전공 전임교수 및 

생명과학과 연관된 다른 전공 교수들의 주도하에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숙명

여자대학교에서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생명과학 및 약학, 식품영양학 전공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2005년 4월에 

여성건강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여성질환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Women’s Diseases)>

여성질환 중 여성암은 식생활, 생활환경의 변화, 노령화와 스트레스 등의 증가로 인해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여성질환

으로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집중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질환연구센터는 여성암의 발암원인, 진행, 전

이, 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종양억제유전자와 종양유전자의 규명       (2) 여성암의 면역기전 연구

(3) 여성암의 조절과 진단                     (4) 신약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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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 면역학연구센터 (SIS Immunology Research Center)>

  숙명여자대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  2009년 2월 국내 최고의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굴지의 제약회사인 일양약품과

의 공동연구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SIS 면역학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SIS 면역학연구센

터는 BIO 혁신신약으로 불리는 줄기세포 치료제, 면역항암제 및 피부질환 등의 신약연구와 제품화를 위한 연구센터로 

서로간의 연구원 파견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 연구분야

(1)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재생 연구

(2)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제 개발 : 환자 맞춤형 면역세포 활성화 연구

* 연구성과 제품화

  2010년 3월 SIS 면역학연구센터에서는 공동연구개발로 여드름 치료제 AC클리닉 제품을 사업화 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생명과학부 조대호 교수 연구팀,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방사익 교수 연구팀, 일양약품과 공동개발

한 첫 연구성과물이며 현재 아토 클리닉등 출시 준비중이다.

* 임상지원팀 운영 (삼성서울병원內)

  삼성서울병원과 산학연구 협력으로 우리대학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추진하며 삼성서울병원 환자 및 의사와의 임상

연구 필요시 임상연구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지원팀을 운영 하고 있다.

<숙명의료봉사단 (Sookmyung-Samsung Medical Volunteer)>

 숙명의료봉사단은 숙명여자대학교와 삼성서울병원의 연구 및 봉사 협약 하에 여성건강 관련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

하고자 창학 100주년을 맞아 설립되었다. 본 봉사단은 2006년 5월 30일에 발대식을 가졌으며, 의료현장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며 봉사하고 있다. 

 

* 주요 활동내용 

○ 삼성서울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봉사활동 : 이동문고, 휠체어 에스코트, 신체계측, 무인수납기

○ 여성건강연구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 숙명의료봉사단과 함께 하는 여성건강연구소 여성건강캠페인 교내활동 (매년 1회)

 

<숙명핑크케어봉사단 (Sookmyung Pink Care Volunteer)>

숙명핑크케어봉사단은 우리 대학교와 삼성서울병원간의  여성질환연구 강화 및 산학 협동연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봉사활동 사업으로 2007년 12월 유방암 및 여성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하게 되었

다. 봉사단은 우리 대학 교수님의 각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유방암 환자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가꿀 수 있도록  

여성암 환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 주요 활동내용

  ○ 삼성서울병원 유방암 환자 대상 체육교육과 조남기 교수팀 댄스스포츠 교실 운영 

  ○ 삼성서울병원 부인암 환자 대상 음악치료대학원 김영신 교수팀 음악치료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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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및 캠페인 >

○ 제2회 심폐소생술 교육 

여성건강연구소는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0년 6월 15일 ~ 6월16일 중 2차에 걸쳐 81명에게 

시행하였다..교수님, 재학생에게 의식불명 등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가능한 실습교육을 통해 유익한 의료교육 시간을 

마련하였다.

○여성건강연구소 제5회 여성건강캠페인

여성건강연구소는 ‘beauty&skin’ 라는 주제로 2010년 5월 14일 순헌관 광장에서 숙명피부건강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피부과의사에 의한 피부상담과  우리대학 연구개발 제품 홍보 및 여드름관리 교육을 통해 재학생 및 교직원에게 여성

건강을 홍보하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 학술대회  >

○여성건강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여성건강연구소는 ‘유방암의 이해와 예방’ 주제로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2010.10.14일 젬마홀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200명의 교수와 재학생에 유방암에 대한 지식을 공유 하였다. 2010.10.12~14 

  순헌관 광장에서 유방암 의식 향상켐페인을 시행하여 유방암 자가검진방법과 홍보물을 전시하였다.

14.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

가. 연혁

  1984년 영어영문학부의 주관으로 <어문학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96년 본교의 연구소 통·폐합 계획에 따라 지역

학 연구소 산하로 편입되면서 어문학연구소에서 <영미권연구센터>로 개편되었다. 2005년 6월 25일 <어문학 연구소>

와 <영미문화센터>의 전통적인 영문학, 영어학 연구를 기반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각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연구를 위해 <영어교육 분과>, <통역 번역 분과>, <영미문화 분과>, <캐나다 연구 분과>의 네 개의 분과를 

기초로 한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박인찬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영어교육 분과>는 현재 강애

진 교수가 분과장을 맡고 있으며 <영미문화 분과>는 이세창 교수가 분과장을 맡고 있다. <통역 번역 분과>는 지역학 

연구소 산하에 있던 <통역 번역 연구센터>로 200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곽성희 교수가 분과장을 맡고 있다. <캐나

다 연구 분과>의 모체는 지역학 연구소 산하에 있던 <캐나다 연구 센터>로 1996년 설립되었고 현재 전세재 교수가 

분과장을 맡고 있다. 

  세계화, 지식 정보화의 시대의 도래로 문화와 정보의 교류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세계 공용어로서 영

어의 중요성과 영어권 국가와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는 

그동안 영어를 통한 문화와 정보의 교류와 의사 소통능력의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TESOL 프로그램의 성공

적인 도입과 정착, 강독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교양 영어 교육을 말하기, 쓰기, 읽기를 통합한 종합적 의사소통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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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혁신시킨 GEP 프로그램의 개발, 국내 최초의 말하기 능력 시험인 MATE의 개발, 세계 번역학회 창립의 모태

가 된 세계 번역학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 등이 이러한 역할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는 

영어학, 영문학과 관련된 중요한 학회 활동 및 학술대회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소속 교수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해왔으며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캐나다 등의 영미권 연구를 해왔다. 최근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원금

을 받아 캐나다 관련 학술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영어영문학부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 독자적인 연구소를 설립을 하였다. 1984년 <어문

학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영미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영어학과 영문학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

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로 이어진다.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는 <어문학 연구소>와 <영미문

화센터>의 전통적인 영문학, 영어학 연구를 기반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각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연구를 위해 <영어교육 분과>, <통역 번역 분과>, <영미문화 분과>, <캐나다 연구 분과>의 네 개의 분과를 두었다. 

이 네 분과를 통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나. 특성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는 <영어교육 분과>, <통역 번역 분과>, <영미문화 분과>, <캐나다연구 분과>의 네 분과에

서 각 분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영어교육 분과>

  <영어교육 분과>에서는 영어교육 철학, 영어교육 방법론, 영어교과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연수프로그램에 이론과 

임상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적 구성

원의 교육수준과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독자적

이며 합리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논리와 내용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교과교육 공동연구, 초중고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제시하며 영어교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하고 있

다. 그동안의 영어교육은 학습자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교육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개발되

고 시행되어왔으나 이제는 부모세대의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바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 <통역 번역 분과>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언어의 습득과 번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해당 언어 습득은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 언어권의 일부 구성원을 제외하고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신속·정확하며 번역목적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물을 생산하려면 실력이 검증된 지식산업 종사자로서의 전문 번역사 양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 번역교육의 인력 확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획득 및 교환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번역을 위해 번역 연구와 교육에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번역의 질과 효율성 증대는 쌍방향 정보 교류 증대, 

외국 지적재산의 국내 수용성 증대, 한국 상품의 해외 경쟁력 강화, 한국 문화의 세계화, 한국어의 발전 등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문 교수진들의 교육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한 공인 번역능력인증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통역 번역 분과>는 이러한 번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구이다.

(3) <영미문화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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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고, 미국과 영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영어권 국가와의 문화적 

소통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영미문화 분과>는 일상적 생활에서의 영미 문화의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최근의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생태주의, 페미니즘, 탈식민

주의, 대중문화연구 등 새로운 인문학적 주제들을 한국적 상황에서 수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문화 소통의 핵심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새로운 문화적 조건하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대학문화, 

청년문화의 형성과정에 영미권 문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4) <캐나다 연구 분과>

  영미권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미국과 영국 중심에서 영어권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캐나

다와 관련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캐나다 연구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가 3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 연구 분과>의 활동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 <영어권언어문화연구소>는 <캐나

다 연구 분과>를 통해서 캐나다 정부와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각종 행사와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문학, 영화, 패션, 미술, 음악 등), 역사, 환경, 여성, 국제 관계 등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캐나다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미국과 영국에 치중되었던 영어권 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두 나라의 교류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조직

  연구소의 역대 소장은 제 1대 이혜란 교수, 제 2대 이상란 교수, 제 3대 정광숙 교수, 제 4대 여건종 교수, 제 5대 

홍경주 교수, 제 6대 이세창 교수이며, 제 7대 여건종 교수, 2009년 현재 제 8대 소장은 박인찬 교수이다. 각 분과장은 

<영어교육 분과>에 강애진 교수, <영미문화 분과>에 이세창 교수, <통역 번역 분과>에 곽성희 교수, <캐나다 연구 

분과>에 전세재 교수이다. 연구소 운영위원은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조무석, 황선혜, 정광숙, 이숙희, 이세창, 

임성균, 여건종, 박인찬, 김상률, 곽성희, 강애진, 유경훈, 이형진, 전세재, 김명희 교수와 정보방송학과 강미은, 조진희 

교수, 국제관계대학원 박은진 교수이다.

라. 연구 활동과 주요사업

  <영어교육 분과>에서는 영어교과 및 교재개발, 영어교육 방법론,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서울시 교육청에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통역 번역 분과>에서는 번역 인력의 양성과 번역 관행의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경험이 많은 번역사와의 

협업을 통해 번역 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번역 프로그램인 Trados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영미문화 분과>에서는 해외 저명 학자 및 국내 저명 학자를 초청한 강연회 및 학술제를 개최하며 비평이론학교를 

통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초 중 고등학교 독서 교육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한국 공교육에서의 새로운 (독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영국과 미국의 대중문화 생산물(드라마, 영화, 대

중가요)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 상황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어권 국가와

의 문화교류와 정보이동에서의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캐나다 연구 분과>에서는 캐나다 대사관의 지원과 협력으로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문학, 영화, 패

션, 미술, 음악 등), 역사, 환경, 여성, 국제 관계 등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캐나다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서적 전시회, 에세이 콘테스트, 영화제를 개최하며 캐나다 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원생 교류 및 교수 교류 프로그램을 



- 682 -

운영하고 있다.

  

바. 앞으로 발전에 대한 전망 및 계획

(1) <영어교육 분과>

  * 기존의 영어학과 영어교육 분야와 관련된 학술진흥재단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와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의 타당성 연구를 한다.

  * 정규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Content -Based Instruction)을 위하여 학술진행재단에서 

공모하는 교과교육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한다.

  * 서울시 교육청에 교사연수프로그램 제안을 한다.

(2) <영미문화 분과>

  * 기존의 영문학 연구와 관련된 학술진흥재단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영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초 중 고등학교 독서 교육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한국 공교육에서의 새로운 

(독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 영국과 미국의 대중문화 생산물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 상황을 비교 

연구한다. 

  * 미국 생태주의 사상과 동양적 전통에서의 생태학적 상상력의 비교 연구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어권 국가와의 문화교류와 정보이동에서의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 

  *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최근의 인문학 이론의 동향을 소개하는 비평이론학교를 한국 비평이론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여름과 겨울 년 2회 개최한다.

(3) <통역 번역 분과>

  * 국제화시대에 요청되는 우수한 통역번역 인력의 양성을 통해 번역계의 발전과 번역 관행의 향상을 위해 번역 요청

업체와의 연계를 모색한다.

  * 번역에 관심을 가진 졸업생 및 재학생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번역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식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국문학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을 각종 워크샵과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양성한다. 

  * 관공서, 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번역물을 수주 받아 이를 연구원들에게 할당한다. 

  * 기업 실사 및 각종 소프트웨어 도입 관련 프로젝트에 요청되는 수요를 처리하여, 체계적인 번역 물량 및 버전 

관리 등의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관 및 기업들의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번역, 관리한다.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번역 프로그램인 Trados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인증 프로

그램을 도입한다.

(4) <캐나다 연구 분과>

  * 캐나다 정부와 대사관의 지원으로 캐나다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캐나다 주간 행사를 통해 서적 전시회, 에세이 

콘테스트, 영화제를 개최한다. 

  * 캐나다 연구 특강 및 저명학자 초청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캐나다 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원생 교류 및 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정기 캐나다 연구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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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학연구소

가. 연혁 및 설립목적

2006년 지식법제연구소로 출범한 법학연구소는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화․디지털화․지식산업화시대의 법적 현안 및 

관련된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며 연구결과를 널리 보급․활
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옹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섬김 리더십(S-Leadership)을 갖춘 아동 

‧ 여성 ‧ 가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 복지 분야의 전문 여성법률가 20%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연구소는 본교 법학전

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 실현을 위하여 아동․여성․가족 및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인권복지법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학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특성화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나. 주요 학술활동

(1) 학술행사 등의 개최 

법학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아동 ‧ 여성 ‧ 가족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소비자의 인권 ‧ 복지 관련 주제로 국내외 

학술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있다. 

2008. 04. 24 - 다문화 사회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2008. 05. 31 - 법학 전문인 육성을 위한 사고와 표현 교육의 방향 

2008. 06. 28 - 소비자보호의 국제적ㆍ비교법적 조망 

2008. 09. 05 - Consumer Law : Consumer Policy in Global Context 

2008. 10. 27 - 대학생을 위한 완소특강, 신용ㆍ신용카드 따라잡기 

2008. 10. 31 - EU 경쟁법을 통한 소비자복지의 증진 

2008. 12. 12 -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경제분석의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의 확충 

2009. 03. 27 - 신용경제시리즈 초청강연회 제1회: 개인신용,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도 향상과 신용 관리법 

2009. 04. 27 - 신용경제시리즈 초청강연회 제2회: 신용카드의 현명한사용, 소비자의 권리이해 및 행사방법 

2009. 05. 11 - 신용경제시리즈 초청강연회 제3회: 소비자피해사례및해결 방안(생활속의 소비자문제, 소비자법률) 

2009. 05. 15 - 한국손해사정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 

2009. 05. 21 - 학술대회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 한 ㆍ 불 양국의 현황과 전망 

2009. 06. 11~2009. 07.23 - ‘공정거래법과 경제학’ 연수과정 프로그램 신설 

2009. 09. 25 - 국제학술대회 “Globalization and Law" 

2009. 10. 29 - 학술대회 “프로야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ㆍ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2009. 11. 19 - 초청강연회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활용”

2009. 11. 20 - 학술대회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조망 -미국ㆍ중국 및 한국의 최신 동향-” 

2009. 12. 03 - 초청강연회 “대륙법의 관점에서 본 경쟁법” -EU법을 중심으로 

2009. 12. 04 - 초청강연회  “European Competition Law Trends and Law and Economics”

2010. 03. 18 ~ 05. 31 - ‘공정거래법과 경제학’ 연수과정 제2기 운영

2010. 04. 29 - 법의 날 기념 초청강연회

2010. 05. 01 - 학술대회 “글로벌 시장과 공정거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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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5. 07 - 신용경제특강 ‘대학생을 위한 신용경제아카데미’

    2010. 10. 20 - 초청강연회 “From Market Concentration to Market Outcome 

                - The evolution of US antitrust agency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2010. 10. 21 - 국제학술회의 “Consumer, Competi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2010. 12. 10 - 초청간담회 “법과 신기술”

(2) 학술지 발간 

   가. 법학연구소 학술지 발간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할 학술지는 글로벌화․디지털화․지식산업화시대의 법적현안과 관련된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

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는 본교 법학교수 및 대학원생은 

물론, 국내외 저명 법과대학 교수 및 실무가, 법조유관직역 전문가들의 연구활동 참여를 통해 개방적, 진보적 연구활동

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해외 교육기관, 로펌, 검찰청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교류를 기초로, 글로

벌화 경향에 맞춘 합동세미나와 연구, 상호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다양한 연구결과물로 축적

하도록 할 것이다.

   나. 특성화센터 학술지 발간

    법학연구소 특성화센터는 교내의 아시아여성연구소, 아동연구소 등과 함께 특성화와 관련된 학제간 연구를 연계

할 예정이며, 아동‧여성‧가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복지 분야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게재한 ‘청파법학’을 발간하고 있다. 

청파법학은 2008년도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2회 정기발간으로 특성화 연구 사업을 지원한다.

16. 문화예술관광연구소

가. 개 황

(1) 설립일 : 2007년 6월 4일

(2) 설립취지

 ○ 기존의 디지털아트뱅크센터의 활동에서 문화, 관광분야와 예술분야의 학제간 연구 또는 산학 활동의 요구가 늘어

나, 그 활동 영역에 변화가 생겨남

 ○ 각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깊이와 융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일반인이 더 많이 그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용 학문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적인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음

 ○ 보다 폭넓은 연구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인류와 사회를 위하여 가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음.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과학 관련분야의 교내 학제 간 융합연구 강화 및 연구자원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창출

 ○ 글로벌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문화관광 자원 및 문화산업 콘텐츠로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연구 결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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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비  고

2004.11∼
2005. 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사업 “고구려고분벽화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권희연, 박아림, 주민숙, 김현화, 
조용각, 이석주

2005
고구려연구재단 과제 공동연구
“高句麗 古墳壁畵의 造形性 및 修復․模寫 方法論 硏究”

박아림, 권희연, 김식, 김영미

2005
고구려고분벽화의 디지털아카이브
국제 학술대회

일본 히다치사와 공동주관
일본, 중국, 한국 3개국 발표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006
“다시태어나는 고구려” 전시
모사도, 벽화, 한국화 작품 전시

서울문화재단 후원

2006.11 서울역사박물관 고구려고분벽화 전시 자료제공, 후원

2006 서울시 문화관광 테마30선 개발 정기은, 권희연 지원기관- 서울시

2007 서울시 연구용역 “2010 서울 방문의 해 마스터플랜 수립” 정기은, 권희연 지원기관- 서울시

2007. 8 한-베 수교 15주년 기념 고구려고분벽화 특별전  
주최 :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주관 : 동북아역사재단, 숙명여자  
      대학교 문화예술관광연구소

2007.10
<신문로 박물관 문화축제 2007>
“고구려 고분벽화 캐릭터 전시회”

자료제공, 후원

2007.10 동아시아 미술가 열전- 중국회화사의 거장 후원

2008. 2 현대조형예술의 조망 주최

2007. 9∼ 
2008. 2

현대여성작가 작품전시 기획 및 진행 지원기관- 제이원 조형연구소

2008. 2∼
2008. 5

고구려고분벽화기법을 활용한 채색기법연구 지원기관-마니프

2008. 5 학술심포지움-한국문화산업의 현황 및 전망 주최

2008. 6∼
2008. 10

제 15차 부천지역경제발전방향 심포지엄 
연구보고- 부천시 문화사업의 사업화 방안 연구

지원기관
-부천상공회의소

2008. 8 중국 근현대 미술특강-한국미술연구소 주관

2008. 10
<2008 새문길 박물관 문화축제>
고구려 고분벽화 전시, 홍보물 디자인 제작

지원기관-(주)아츠플레이

2008. 12 인사미술공간 모니터링 프로젝트
김세준 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12 ｢문화예술관광연구｣ 창간호 발간 및 논문투고 주최 

2008. 12 한국음식점 주방배치와 위생시설, 표준개발 학술용역 윤지영 지원기관-서울시 

2009. 2 문화 예술 교육 교부재 계발 연구 산업 지원 지원기관-문화 예술 교육 진흥원

2009. 7 대조영 표준 영정 추진 사업 주최

2009. 6∼
2009. 7

동아시아 고대 문화의 빛, 고구려 순회 전시회- 몽골 주관

2009. 7∼
2009. 8

동아시아 고대 문화의 빛, 고구려 순회 전시회- 카자흐스탄 주관

2009. 9∼
2009. 10

동아시아 고대 문화의 빛, 고구려 순회 전시회
- 키르기스스탄

주관

2009. 10 2009 korea.china,japan ott art& crft exchange Exhibition 주관

2009. 11 NSK-문화 컨텐츠 제공 주관

(3) 주요 실적 (디지털아트뱅크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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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비  고

2009. 12 제2회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관광연구소 학술 심포지움 주최

2009. 12 제2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발간 주최

2009. 12 ｢문화예술관광연구｣ 논문집 제 2호 발간 및 논문투고 주최 

 나. 목적 및 기대 효과

(1) 목적

   문화예술관광연구소는 21세기 문화와 예술의 시대를 맞아,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자료의 조사·

수집 등 미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면까지 함께 연구하여  깊이와 실용성을 갖춘 연구

를 진행, 인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상호 이해와 그 가치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 사회 각 분야를 통합․융합하여 문화예술관광콘텐츠를 구성하고, 모바일 등으로 지원 가능한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DB화, CT문화콘텐츠마케팅기획 등, 이 후 영화·방송․연 예 등 타 분야에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와 예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대 효과

 ○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과학 멀티미디어 관련분야의 교내 학제 간 융합연구 강화

 ○ 연구자원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축된 정보 및 콘텐츠는 통계자료나 

연구자료 등으로 제공 될 수 있음

 ○ 문화콘텐츠 개발 및 DB화로 국가사업에 기여 및 수익창출

 ○ 문화예술 또는 문화콘텐츠관련 자격증 신설 등 전문연구인력 양성

 ○ 여러 분야의 연구자 및 학생 연구 참여를 활성화

 ○ 관광, 여행 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정보의 축적과 수익창출을 도모하여 글로벌 문화예술관광연구소로서의 

입지 가능

다. 조직표

연구소장

감사 - 김재영

운영위원회

예술연구팀 관광연구팀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팀 학 술 팀

*전통회화분야 연구 및 개발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공예분야 연구 및 개발

*한국문화관광자원 연구

*미술관분야

*관광관련DB 연구 및 개발

*전시, 공연 기획 및 경영요

원 교육

*전시예술, 공연예술 전문인

력의 육성 전문성 제고

*국내 학술회의

*국제 학술회의

* 학술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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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계획

(1) 학술활동

 ○ 유물 및 전통 회화 작품이나 전시 등을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문화 예술 교육 컨텐츠 개발 연구

    -문화예술관광산업 주요정책에 따른 신규 과제 연구 

 ○ 한국의 문화, 예술, 관광 분야의 DB 구축, 콘텐츠화, 모바일 제공 등의 활용 방안 연구

 ○ 문화 예술 산업으로의 지원 및 유입 확대를 위한 기반 연구

(2) 산학협동 및 학술용역(프로젝트)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문화재청, 산업 자원부, 국제 교류재단 (외통) 

    - 문화관광 사업 관련 프로젝트 수주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 조이온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유통을 통한 수익창출

○ (주)아트노우, 동양아트홀 -문화 전문인 양성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 동북아 역사 재단, 학술 진흥원 지원 연구 

(3) 출판 및 전시 활동

○ 고구려 고분벽화 복원, 모사도 전시 및 관련 단행본, 모사도 등의 도록 출판

○ 문화관광상품 홍보물, 가이드북, 리플렛 등 출판

○ 동아시아: 문화 관련 전시 및 도록 출판

○ 학술집, 논문집 출판

(4) 교육 활동 및 문화관련 학술회의

○ 전시, 공연 기획 및 경영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전문성 제고

○ 문화관련 국내. 외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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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동 문 회

가. 연 혁

모교와 더불어 성장해 온 총동문회는 1940년 3월 숙명여자전문학교로 제1회 졸업생 42명을 배출하면서 발족하였다. 

당시는 일제하로서 일본인 학생과 함께 졸업하여 첫 동문회의 초대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인 회장이었다. 해방 후 

1946년에 이르러 한국인 회장이 선임되어 정치적․사회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을 거듭하여, 2011년 2월 현재 

박사명, 석사  명, 학사명 등 총 만 천여 명의 동문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27대 총동문회에는 9개 단과대학 동문회와 국내 15개(부산, 충주, 대구, 광주, 강릉, 원주, 수원, 대전, 구미, 포항, 

마산, 울산, 청주, 전주, 제주)지회, 50여 개의 서클동문회가 설치되어 긴밀한 유대로 맹활약하고 있다. 국외로는 미주지

역 동문회를 중심으로 미국에 13개(남·북가주, 중서부, 뉴욕, 워싱턴D.C, 오리건, 조지아, 하와이, 콜로라도, 텍사스, 

미시건, 펜실바니아, 라스베가스), 캐나다에 2개(토론토, 벤쿠버), 호주에 2개(시드니, 브리스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총 23개 지부를 두고 세계 속의 숙명으로 활약하고 있다.

나. 사업 내용

 (1) 동문회보 발간 : 1976년 10월 창간호 발간 이후 ’86년부터는 연 2회 내지 4회씩 동문회보를 발행하여 2011년 

1월 현재 98호를 발행하였다.

 (2) 1978년 4월 제1회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익금으로 모교 교정에 시계탑을 기증하다.

 (3) 장학회 발족 : 1979년 7월 숙명장학회로 발족한 이래, ’84년에 재단법인 한울장학회로 법인 등록하고 ’91년 숙명

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장학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3천만 원의 ‘숙명 인재육성 

장학금’과 신입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과대학 및 동문 서클에서도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다. 

 (4) 재단이사 선임 활약 : 1958～60년 감사, 1963～67년 재단이사로 이옥순(가정 41년) 동문이 재임하였으며, 

1980~2006년 김명희(국문 52년) 동문, 1981~2006년 이귀명(가정 42년) 동문이 선임되어 활동했다. 또한 故전금주

(영문 54년) 동문이 1993～2001년, 이상숙(가정 61년) 동문이 1994～2000년까지 재임하였고, 문일경(생미 68년) 동

문이 2008년 ~현재까지 재단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5) 고 임숙재 전 초대 총장 묘비건립기금 모금에 협조하다.

 (6) 1984년 11월 5일 모교 도서관 준공식 때 건립기금 2억원을 모금, 모교에 전달하다.

 (7) 1988년 8월 25일 연수원 건립기금 2억원을 모금, 모교에 전달하다.

 (8) 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 : 1979년 이후 동문회관건립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9) 동문의 밤 개최 : 1977년 제1회 동문의 밤을 모교 숙연당에서 개최한 이래 ’78년 제2회, ’83년 제3회 (하얏트 

호텔)에 이어, ’87년에는 제4회(롯데 호텔) ‘숙명의 밤’으로 천여 명이 넘는 동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다.

(10) 졸업 25주년 기념행사인 ‘청파한울제’가 ‘65 한울제’를 시작으로 ‘85 한울제’까지 매년 개최되어 모교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전달하고 있다.

    또한 졸업 15주년, 30주년 기념 홈커밍스데이를 개최하여 동문들의 모교방문을 환영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모교에 전달하고 있다. 

(11) 동문회 재원 : 1976년부터 1989년까지 연 2회씩 정기 바자회를 통해 모금하였으며, ’86년부터는 전 동문을 대상

으로 연회비 납부제를 실시하고, 기획상품도 판매하여 동문회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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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90년 6월 모교 용인연수원에 침구 및 식기류 300세트를 기증하다.

(13) 1990년 8월 ‘숙명인 명부’를 발간하다.

(14) 1990년 10월 숙명산악회를 결성하다.

(15) 1992년 4월 20일 ‘92 숙명인 큰잔치’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 8천여 명의 숙명인이 참석하여 단합의 장을 

마련하고, 숙명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94년 12월까지 7억여 원을 모교에 전달하다.

(16) 1992년 9월 엘지 신용카드와 제휴하여 숙명고유마크가 들어간 동문회 카드를 발급하다.

(17) 1993년 4월 30일 용인연수원에서 진행된 ‘93숙대동문회 임원연수’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던 총동문회 임

원 연수 행사를 ’99년부터 ‘숙대동문연수회’로 전환하여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18) 1994년 9월부터 숨은동문찾기 운동을 시작하여 약 5만 명의 주소를 전산입력하다.

(19) 1995년 2월 22일 ‘숙명 제2창학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전 동문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모교발

전기금․모금캠페인을 펼쳐 2007년 12월 현재 동문 1만 4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0) 1996년 5월 22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1만명의 숙명인이 참여한 ‘창학 90 숙명인 큰잔치’를 개최하다.

(21) 1997년 10월 21일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문과 교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한 ‘97숙명인의 만남’을 개

최하다.

(22) 2003년 12월 4일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천 3백여 숙명인이 참석한 ‘2003 숙명인의 밤’을 개최하고 

약 10억원의 숙명발전기금을 모금하여 모교에 전달하다.

(23) 2004년 10월 29일 ‘제1회 숙명사위의 날’을 모교와 함께 개최하여 10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였다.

(24) 2005년 2월 22일 모교와 함께 ‘숙명제2창학선언10주년기념대회’를 개최하다.

(25) 2005년 7월 동문회 100대 조직 사료를 정비하다.

(26) 2005년 12월 8일 모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숙명사랑후원회송년의밤’을 개최하다. 

(27) 2006년 5월 1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천 5백여 숙명인이 함께한 ‘숙명창학100주년전야제’를 개최하고 

옥션을 열어 16억원의 숙명발전기금을 모금하여 모교에 전달하다.

(28) 2007년 10월 10일 모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졸업50+플러스 기념 홈커밍데이’를 개최하다.

(29) 2007년 12월 11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07 숙명가족 송년의 밤’을 개최하다.

(30) 2009년  9월  4일 모교 용인연수원에서 ‘2009숙명총동문대축제’를 개최하다.

(31) 2009년 10월 27일 모교 한상은라운지에서 ‘동문회관건립기금 모금 바자회’를 개최하다.

(32) 2010년  9월  2일 현재 동문회관 건립기금 13억여원을 모금하다.

(33) 2010년 12월  9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송년이사회·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임임원 정수를 늘리고 회계연

도 규정을 개정하는 등 회칙을 정비하였다.

다. 역대 동문회장 명단

 

 1대 송본수미 (일본인) 
 2대 정 진 수 (기예 41년) 
 3대 이 상 희 (가정 41년)
 4대 한 영 희 (가정 41년)
 5대 이 상 희 (가정 41년)
 6대 이 옥 순 (가정 41년)
 7대 최 정 신 (기예 41년)
 8대 유 유 정 (가정 42년)

14대 전 금 주 (영문 54년)
15대 원 효 경 (경제 58년)
16대 원 효 경 (경제 58년)
17대 이 상 숙 (가정 61년)
18대 이 상 숙 (가정 61년)
19대 이 상 숙 (가정 61년)
20대 문 계 (국문 65년)
21대 문 계 (국문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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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김 경 진 (가정 42년)
회장서리 노 정 숙 (기예 42년)
10대 김 명 희 (국문 52년)
11대 김 명 희 (국문 52년)
12대 김 명 희 (국문 52년)
13대 전 금 주 (영문 54년)

22대 정 정 애 (사학 66년)
23대 정 정 애 (사학 66년)
24대 정 춘 희 (영문 66년)
25대 정 춘 희 (영문 66년)
26대 황 현 숙 (정외 70년)
27대       류 지 영 (생미 72년)

라. 제27대 총동문회 임원 명단
  

회  장 류 지 영 (정외 72년))

부회장 한 상 숙 (의류 71년)

부회장 윤 명 숙 (성악 72년)

부회장 정 순 옥 (화학 73년)

부회장 김 경 자 (영문 76년)

부회장     김 복 희 (생물 79년)

총  무   박 현 숙 (산미 80년)

총  무     장 은 숙 (약학 81년)

재  무     차 은 실 (경영 78년)

재  무     신 정 미 (화학 80년)

홍  보  권 용 자 (산미 79년)

홍  보 정 혜 숙 (성악 85년)

서  기  박 미 경 (의류 82년)

서  기 김 성 희 (교육 85년)

감  사     김 명 희 (가정 62년)

감  사     김 순 자 (교육 68년)

마. 단과대학 회장 명단
  

문과대학 손 경 숙 (영문 83년) 

이과대학 김 영 혜 (수학 79년)

생활과학 민 주 현 (가관 75년)

사회과학 미정

법과대학 박 정 자 (법학 86년)

경상대학 이 명 순 (상학 67년)

음악대학 미정

약학대학 김 옥 희 (약학 75년)

미술대학 허 정 화 (회화 87년)

바. 동문회 지회 회장 명단
•지방지회

  

강릉지회 권 오 재 (식영 73년)

광주지회 정 은 기 (국문 71년)

구미지회 정 영 자 (정외 68년)

대구지회 김 동 석 (화학 77년)

대전지회 송 춘 자 (약학 65년)

마산지회 김 점 자 (가관 76년)

부산지회 최 영 은 (기악 79년)

수원지회 우 상 임 (영문 68년)

울산지회 이 영 옥 (국문 67년)

원주지회 송 영 진 (가관 72년)

전주지회 박 찬 경 (사학 68년)

제주지회 김 미 원 (성악 67년)

청주지회 원 선 애 (산공 81년)

포항지회 이 선 희 (의류 74년)

충주지회 이 명 숙 (성악 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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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회

  
<미주지역 총동문회> 회  장      천 취 자 (국문 60년)

이사장      허 경 숙 (식영 72년)

  <글로벌 숙명재단 SMAIF> 이사장      김 희 정 (생미 72년)  

  

<미국>
북가주지회    서 용 현 (가정 79년)
중서부지회 박 란 실 (불문 72년)
남가주지회 전 순 원 (산미 90년)
뉴 욕 지회 염 영 숙 (식영 68년)

워싱턴D.C지회 유 동 열 (약학 68년)

오리건지회 김 난 실 (영문 73년)

조지아지회 김 화 자 (성악 67년)

하와이지회 신 명 환 (정외 63년)

콜로라도지회 손 순 희 (정외 73년)

텍사스지회 심 지 수 (영문 87년)

미시건지회 방 경 옥 (중문 80년)

펜실바니아 민 경 애 (교육 68년)

라스베가스        김 경 중 (약학 71년)

<캐나다>

토론토지회      이 경 자 (영문 65년)

벤쿠버지회 김 옥 경 (체교 79년)

<호주>

시드니지회 김 승 희 (음악 61학번) 

브리스벤지회 임 헌 경 (사학 8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지회 이 우 정 (불문 69년)

<일본> 신 혜 숙 (생미 72년)

<프랑스> 민 현 숙 (불문 81년)

<독일>          장 근 영 (정외 70년)

<싱가포르> 윤 금 봉 (영문 68년)

<인도네시아> 한 경 혜 (영문 73년)

 
사.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 이사 명단

  

이사장   류 지 영 (생미 72년)

이  사   이 인 복 (국문 60년) 

이  사   김 풍 애 (가정 64년)

이  사   문 일 경 (생미 68년)

이  사   정 순 옥 (화학 73년)

이  사   조 선 혜 (제약 77년) 

이  사   우 성 화 (수학 87년) 

감  사   전 희 정 (가정 60년) 

감  사   김 복 희 (생물 79년) 

아.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동문 모교간의 친화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산하조직을 위한 지회 사무소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 (산하조직) 1. 본 회는 산하조직으로 기별․과별 동문회로 구성된 각 단과대학 동문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국내외 지회 및 직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2. 조직의 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 및 지회장은 본 회의 이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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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 단과대학 동문회 및 지회․분회는 본 회 회칙에 준하여 각기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4. 본 회는 본 회 목적 사업을 위하여 각종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간행물 출간

  2.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한다.

  1. 모교의 학부 또는 전문부 졸업자 및 정규과정 수료자

  2. 모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회원으로 한다.

  1. 모교를 중퇴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모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정규과정 수료자

  3. 모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학사

  4. 모교 부설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9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사람 중 본 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1. 모교 및 모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

  2. 모교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3.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4. 본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회가 추천한 자

제10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이 있고 회비납부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홍보, 서기는 상임임원으로 한다.

  회장 1명, 부회장 5명

  총무 2명, 재무 2명, 홍보 2명, 서기 2명

  이사 300명 이내

  감사 2명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할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위는 졸업년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에 따른다.

제14조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휘에 따라 회무전반에 걸쳐 집행․처리한다.

제15조 (재무) 재무는 재무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총무를 경유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6조 (홍보) 홍보는 대내외 홍보·섭외·문화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서기) 서기는 회무에 관한 모든 기록을 관장․관리한다.

제18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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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무서류 및 수입․지출 대장 및 결산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상임임원은 학부(전신 포함)를 졸업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하고 총무․재
무․홍보 〮· 서기는 회장단이 합의하여 이를 임명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는 각 단과대학 동문회장의 추천을 받고 상임임원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4.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에는 모교 총장을 추대한다.

제22조 (고문) 본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또는 위촉한다.

  2. 고문은 본 회의 임원회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   의

제23조 (회의) 본 회는 총회․이사회․임원회를 둔다.

제24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서면요

청이 있을 때 회장은 3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임원선출․회칙개정 및 예산, 결산과 그 밖에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단, 회칙개정안 및 특별회원 추대안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연 3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심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2. 예산안 및 결산

  3.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제출할 의안

  6. 그 밖에 상임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상임임원회) 1. 상임임원회는 상임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동문회장을 포함한 확대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 직속으로 편집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0조 (상임임원회의 업무) 상임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결정한다.

  1. 이사회의 위임 사항

  2. 본 회 회무에 관한 사항

  3. 본 회 사업 계획 및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입회비․이사회비․각종 분담금의 조정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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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 호선

  6.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일 및 모교와의 친선강화를 위한 일

  7. 고문 추대에 관한 동의안

  8. 회원의 포상 및 징계안

  9. 규정의 제정 및 개폐안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제 5 장  사 무 국

제31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 (재무) 본 회의 재정은 세입․세출․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

  2. 연회비․이사회비 및 분담금

  3. 입회비

  4. 특별희사금

  5. 그 밖의 수입

제3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장학회운영

제34조 (장학회) 본 회는 제5조 3항에 표시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를 재단

법인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장학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관리한다.

제 8 장  편집위원회

제35조 (편집위원) 1. 본 회는 제5조 1항의 사업 중 본 회 동문회보 및 홍보물 발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둔다. 주간 1명, 편집장 1명, 기자 약간 명, 위원 약간 명

  2. 본 회 회장단과 총무 1명은 편집위원이 된다.

제36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동문회보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동문회 활동, 회원 및 모교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홍보

  3. 동문회 명부 제작 및 동문회사 편찬에 관한 사항

제 9 장  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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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포상)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 (징계)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자에 대하여는 상벌 규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상 벌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9장 상벌, 제36조 및 제37조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포상이라 함은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나라와 겨레에 헌신 봉사한 업적

이 뚜렷한 회원을 선정하여 표창함을 말한다.

  2. 징계라 함은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재산상 상당한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 이를 제재․변
상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 (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ㄱ. ‘자랑스러운 숙명인’ 상

  ㄴ. 공로상

  ㄷ. 숙대가족상(‘사랑스러운 숙명인’ 상)

  ㄹ. 재직기념패

  ㅁ. 감사패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ㄱ. 계고

  ㄴ. 공개사과

  ㄷ. 변상조치

  ㄹ. 자격정지

제4조 (포상의 기준) 1. ‘자랑스런 숙명인’ 상은 상벌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선정요강에 따라 숙명을 아끼고 인격과 

덕망을 고루 갖춘 숙명여대 동문으로서 국가․사회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하여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에 시상한

다.

  2. 숙대가족상은 직계 3대 이상이거나 5대 이상의 동문 가족(모녀, 손녀, 형제자매, 고부 포함)에게 시상한다.

  3. 공로상은 본 회와 모교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이에게 시상한다.

  4. 재직기념패는 각급 조직의 대표를 역임하여 기여도가 뚜렷한 이에게 증정한다.

  5. 감사패는 본 회 또는 모교에의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증정한다.

제5조 (상벌의 방법) 포상 또는 징계의 방법은 제6조에 표시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회장이 이를 집행한

다.

제6조 (상벌위원회) 1.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본 회의 회장이 위촉하고 20인 이내로 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대상자, 상벌의 종류 및 시행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5.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6. 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7.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시행절차) 1. ‘자랑스러운 숙명인’상, 공로상 및 숙대가족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회 회장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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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한다.

  2. 그 밖의 포상은 본 회의 회장이 시상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항의 포상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징계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5. 상벌의 시행 결과는 숙대동문회보에 게재․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결의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9일 본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졸업생일람 ＿ 697

- 697 -

졸업생일람

숙명고등여학교․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년도 졸업생수 졸업년도 졸업생수

숙명고등여학교 1910  4 1911   3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6
16
24
21
12
16
11
 9
 7
14
33
21
37
38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76
 81
 71
 67
 74
 96
 84
 84
 78
 93
114
114
125
145

숙명여자전문학교

졸업년도
학과별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계

가  정  과  - 20 21 16 21  -  78

기  예  과  - 22 19 22 16  -  79

전  수  과 42 56 72 51 46  - 267

양  성  과  -  -  -  -  - 90  90

계 42 98 112 89 83 90 514

숙명여자전문학교 전문부

졸업년도
학과별 1947 1948 1949 1950 계

국  문  과  -  36  42  94 172

영  문  과  -  15  18   -  33

이      과 10   -  15   -  25

가  사  과  -  54  49  97 200

계 10 105 124 191 430

숙명여자대학교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

수료년도
학과별 1958 1959 계

가  정  과 52  -  52

체 육 음 악 과 14 26  40

사 회 생 활 과 23  -  23

계 89 2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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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졸업년도
학과(전공)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국 어 국 문 학 18 7 11 16 24 27 58 38 25 65 77 130
사 학 72

한 국 사 학일 본 학영 어 영 문 학 9 7 11 24 24 23 35 32 21 54 50 99
불 어 불 문 학중 어 중 문 학독 어 독 문 학교 육 학 53 25 44 72 105
교 육 심 리 학문 화 광 광 학물 리 학 화 학 생 물 학(생명과학) 수 학 통 계 학 전산학(컴퓨터과학)문 헌 정 보 학멀티미디어과학체 육 교 육무 용 가정관리학(가족자원경영학)아 동 복 지 학의 류 학 식 품 영 양 학정 치 외 교 학 11 21 10 9 10 34

법 학 행 정 학 특 수 법 무정 보 방 송 학홍보기획(홍보광고학)경 제 학 19 23 15 14소 비 자 경 제 학경 영 학 28 71
무 역 학 기 악 피 아 노 관 현 악 성 악 작 곡 약 학 41 74 49 43 94 97 112
제 약 학 산 업 디 자 인환 경 디 자 인공 예 회 화 미 술 학 과 1 2 3 2

가 정 학 과 9 21 6 27 26 39 68 44 74 83 112 186정 경 학 과 19
음 악 학 과 6 2 1 8 10 8 10 14 31 32 77

응 용 미 술 학 과상 학 과 53영 상 애 니 메 이 션실내디자인시각정보디자인건축디자인도시.조경건축디자인계 43 37 33 70 82 159 273 270 227 394 478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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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2 144 78 90 104 43 42 44 45 41 43 45 48 43 41 40
44 120 37 69 76 37 36 37 43 34 41 38 40 66 69 59

58 154 76 95 117 50 46 54 53 50 46 50 57 52 48 45
26 39 24 33 37 24 32 33 44 47 38 46 38

28 33 31 29
29

142 153 46 117 155 45 42 42 36 34 41 76 73 78 71 67

37 31 28 32 43 42 42 37
27 32 25 33 31 30 25

28
30

18 28 21 20 22 26 31 34 32 38 38 41 40

80 42 43 30 45 49 58 41 49 53 46 45 42
28 32 30 23

97 63 31 40 46 44 49 47 45 47 50 48 41
113 107 55 48 59 62 59 56 60 64 60 60 61

16 36 20 51 53 30 31 27 29 22 36 36 30 36 32 29

41 36 30 29 31 28 29 30 34 34 35 28 25

30 70 31 45 58 37 35 31 30 33 31 37 34 32 32 33
28 30 33 30 35 31 22

48 52 35 35 37 40 35 36 41 40 44 35 30

24 30 23 24 25 28 21 21 29 33 31 27 25
15 6 8 12 13 19 18 18 18 20 20 17 22

146 164 72 74 179 55 59 59 60 59 48 51 40 38 39 41
18 27 28 40 41 39 41

38 37

39 36

182 213 177

52 79 59
49 36 33 36 35 34 41 43 32 38 53

33 82 62 83 91 35 32 35 31

785 1,215 658 1,135 1,272 635 630 679 718 750 762 835 938 974 959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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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년도
학과(전공)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국 어 국 문 학 39 39 39 40 38 57 58 53 53 48 50 40 47사 학 65 63 65 63 60 102 103 50 49 48 49 49 43한 국 사 학 32 36 36 38 34 41
일 본 학영 어 영 문 학 45 43 44 40 46 73 77 56 67 59 65 56 55

불 어 불 문 학 40 41 39 40 36 43 46 43 46 49 49 46 45
중 어 중 문 학 28 30 28 27 29 34 35 37 36 34 37 32 38독 어 독 문 학 29 28 30 29 30 34 35 40 43 51 45 43 37교 육 학 68 66 67 66 67 82 51 38 33 41 30 35 30
교 육 심 리 학 35 36 39 39 41 35 27
문 화 광 광 학물 리 학 40 35 41 39 26 38 43 32 33 41 35 28 48

화 학 29 38 40 40 39 45 48 35 35 35 33 34 47생 물 학(생명과학) 27 36 42 38 38 49 47 34 30 31 29 29 41수 학 29 40 39 40 48 56 49 45 48 44 44 47 43
통 계 학 35

전산학(컴퓨터과학) 35 34 36 36 34 54
문 헌 정 보 학 28 30 29 30 29 47 51 50 43 52 47 40 44
멀티미디어과학체 육 교 육 40 36 44 39 41 49 59 43 40 32 35 33 30무 용 28 35 35 34 33 38

가정관리학(가족자원경영학) 37 47 33 30 21 26 59 49 46 48 51 39 36
아 동 복 지 학 20 16 16 17 25 35 53 50 49 48 51 49 42

의 류 학 47 49 53 40 26 53 53 57 50 43 52 39 37
식 품 영 양 학 63 64 70 79 95 109 77 54 58 60 54 54 48정 치 외 교 학 27 22 25 29 34 60 38 37 47 50 45 43 41법 학 34 37 32 34 36 34 34

행 정 학 33 33 38 36 28 43
특 수 법 무정 보 방 송 학홍보기획(홍보광고학)경 제 학 19 31 31 17 20 41 50 40 54 48 42 39소 비 자 경 제 학 47 51 50 46 45 41

경 영 학 36 33 33 37 36 58 51 46 47 44 50 45 40
무 역 학 37 30 28 32 26 47 47 51 53 46 42 44 41

기 악 33 46 39 46 39 50
피 아 노 58 58 53 50 47 50 42관 현 악 32 36 49 25 35 34 40 29성 악 24 35 25 30 29 46 48 35 38 35 32 35 29

작 곡 20 29 28 29 30 35 36 46 34 38 31 37 33
약 학 40 35 43 41 37 46 57 33 47 42 49 36 45

제 약 학 38 41 39 40 38 49 52 43 49 45 44 42 38
시각·영상디자인산 업 디 자 인 36 41 40 38 36 46 44 33 38 37 31 40 41환 경 디 자 인공 예 39 37 38 40 37 46 44 36 36 39 39 36 34

회 화 34 33 35
미 술 학 과 가 정 학 과 정 경 학 과 음 악 학 과응 용 미 술 학 과상 학 과영 상 애 니 메 이 션실내디자인시각정보디자인건축디자인도시.조경건축디자인계 1,023 1,081 1,088 1,076 1,056 1,496 1,574 1,557 1,559 1,582 1,548 1,46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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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8 36 49 42 30 50 36 51 43 41 56 89 88 87 77 93 71 96 3057
40 36 46 37 36 38 39 35 39 38 34 20 16 15 14 15 12 20 2236
40 39 43 41 35 38 38 37 30 38 15 13 12 6 6 9 12 12 669

1 37 53 51 25 55 48 59 29 40 398
54 65 56 75 95 96 106 120 109 100 150 143 145 146 154 156 109 136 4,045
38 45 39 39 31 39 83 98 88 64 47 53 20 23 16 31 21 17 1,799
41 35 32 66 77 72 82 82 102 73 119 150 171 168 183 166 152 157 2317
39 43 34 35 35 35 77 89 95 63 32 11 16 7 9 11 8 18 1,142
30 29 31 30 32 22 28 37 30 36 38 50 41 59 61 53 47 29 2,846
33 29 28 27 18 30 31 32 36 32 28 32 27 25 25 22 23 28 730

26 43 65 69 64 57 56 380
47 47 46 38 37 32 41 51 36 29 11 9 10 10 17 10 8 10 1,250
43 49 46 42 42 45 37 37 53 37 37 30 24 29 41 38 29 47 1,360
46 45 50 41 43 43 47 41 47 78 79 77 68 65 69 54 57 48 1,449
50 53 43 54 37 47 44 36 41 36 42 54 41 47 51 52 42 45 1,372
36 37 39 68 67 70 80 90 78 67 68 48 40 48 50 46 44 34 1,011
50 47 51 81 81 89 101 100 87 129 147 119 86 87 71 81 78 76 1,714
39 42 40 40 37 37 38 37 50 22 26 15 24 36 40 29 25 14 439

17 26 41 28 34 29 35 18 868
29 30 27 29 28 29 21 29 31 32 26 27 37 23 30 28 19 29 1,385
35 40 37 38 38 30 34 41 35 42 32 26 38 31 31 42 43 33 816
44 38 40 38 35 45 31 43 41 22 25 12 12 5 15 14 18 20 1,623
40 44 45 43 46 43 51 43 39 67 57 55 55 62 74 53 63 57 1,464
49 41 44 45 39 39 37 47 51 44 78 79 82 56 52 51 34 37 2,115
44 46 46 49 44 42 56 46 47 31 32 36 32 35 28 50 53 53 2,466
36 34 36 46 31 44 37 43 33 38 44 35 39 34 37 40 26 31 1,740
37 38 35 40 37 42 33 40 44 42 100 103 78 80 84 82 80 99 1,236
39 39 43 39 35 37 38 40 44 33 15 22 32 28 35 49 40 37 819

26 2 28
50 54 51 63 80 76 88 83 89 80 78 81 873

35 31 26 52 55 50 56 39 37 48 429
40 40 40 35 33 27 88 109 92 126 110 121 88 99 124 98 90 101 2,273
39 40 31 35 43 26 38 47 20 7 12 9 14 12 4 12 14 13 683
40 40 38 37 68 72 73 86 173 146 181 214 192 194 204 215 154 189 3,380
39 40 39 38 72 66 78 79 1,184

69 68 85 83 102 88 88 84 85 80 67 1,593
43 44 40 43 44 40 43 655
26 33 29 26 29 30 27 480
30 28 34 28 28 30 28 33 31 38 34 33 30 31 26 29 22 26 1,294
27 32 29 30 29 31 27 24 22 35 29 30 32 33 32 23 30 25 1,127
44 41 49 44 44 38 43 89 79 85 84 82 92 90 81 90 85 82 3,404
43 41 42 40 40 44 43 1,085

40
36 43 45 33 39 53 38 40 46 33 48 66 63 29 19 27 24 31 1,275

43 43 50 50 28 29 247
39 43 36 43 45 31 31 42 41 39 39 54 41 41 30 36 39 34 1,249
30 32 31 29 36 29 22 27 29 29 34 27 30 29 27 24 36 32 712

8
1,267
19
389
430
537

14 10 19 7 6 56
20 19 28 14 81
23 40 26 39 128
7 2 6 2 17
2 4 6 8 20

1,503 1,524 1,509 1,584 1,616 1,651 1,875 2,044 2,060 2,057 2,220 2,322 2,198 2,201 2,281 2,258 1,993 2,095 67,669

※복수학위수여자(구복수전공자로 1명이 2개의 졸업장을 취득)는 1명으로 함(98.2 1명, 98.8 2명, 99.2 2명, 00.2 3명, 00.8 1명: 누계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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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석사학위과정)

졸업년도
학과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국 어 국 문 학 과 2 3 1 2 2 2 1 1
영 어 영 문 학 과 1 1 2 4 1 2 2 4 1 1
불 어 불 문 학 과
중 어 중 문 학 과
독 어 독 문 학 과

교 육 학 과 1 2 2 1 1 1
교 육 공 학 과

교 육 심 리 학 과
사 학 과 1 1

한 국 사 학 과
일 본 학 과

도 서 관 학 과
문 헌 정 보 학 과
문 화 관 광 학 과

가 정 학 과 2 2 5 4 3 7 2 2 3 3 5 5
가 정 관 리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정 치 외 교 학 과 2 2 1

법 학 과
행 정 학 과

정 보 방 송 학 과
홍 보 기 획 학 과
홍 보 광 고 학 과

경 제 학 과 4
경 영 학 과
무 역 학 과

소 비 자 경 제 학 과
여 성 학 (협동과정)

수 학 과
통 계 학 과
물 리 학 과

화 학 과
생 물 학 과

생 명 과 학 과
전 산 학 과

컴 퓨 터 과 학 과
멀티미디어과학과

의 류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약 학 과 4 3 2 2 1 3 1 1
제 약 학 과
음 악 학 과 2 3 3 1 1 3 5
기 악 학 과
성 악 학 과
작 곡 학 과

산 업 미 술 학 과
산 업 디 자 인 학 과
환 경 디 자 인 학 과

응 용 미 술 학 과
산 업 공 예 학 과

공 예 학 과
회 화 과

회 화 학 과
미 술 사 학 과

체 육 학 과
무 용 과

무 용 학 과
계 3 1 2 5 9 7 11 14 17 11 11 8 5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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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2 2 1 2 2 1 1 2 7 2 2 4 1 7 8 4 10 11 14 9 3 11
1 1 1 1 2 3 3 1 5 8 11 8 7 4 12 9 4

2 1 1 4 2 3 8 3 5 3 4 4 2 3 6 5
1 1 4 1 1 1 4 2 4 6 4 4 2 8

4 2 2 3 4 7 7 3 3 2 3
2 2 1 2 2 1 5 2 5 6 7 10 7 12 14 6 4 3 6

9 5 4 9
1 1 2 1 2 2 3 4 4 6 6 5 8 3 6 7 3 6 2

1 6 5

6 4 1 2 5 2 5

3 6
3 5 1 2 2 5 2 4 2 3 5 5 3 5 4 5 5 5 6 3

5 1 7 5 15 5 5 10 7 7 13 6 8 16
1 4 3 5 4 3 3 2 9 6 5 4

1 1 1 1 1 2 1 3 2 7 6 8
1 1 1 2 1 1 3 4 3 5 4 5 7 5 3 3

1 2 1 1 2 2 2 4 1 3 2 2 4
3 9 6 3

1 3 3 2 3 5 5 3 3 3 2

1 2 2 2 2 3 6 2 3 8 1 6 6 4 2
1 5 4 4 3 4 3 11 4 1 5

7 7 1 7 7 4 10 7 6 3 8

5 3 7 2 7

2 1 2 4 4 5 12 9 16 7 10 4 3 5 7 9
1 4 1 5 1 7 3 3 13 11 18 6 16 8 7 13 7 11 11

1 2 1 4 3 4 1 3 3 7 3 8 4 8 5 11 5 4 9 4
2 2 4 5 2 5 4 5

1 2 2 3 1 4 3 2 7
2 1 5 6 13 10 15 17 16 12 19 18 19
1 1 3 4 4 5 2 10 8 4 8 5 4

1 3 2 2 1 5 4 10 4 7
4 4 7 11 7 5 7 10 4 7 2

3 1 6
4 2 5 9 9 13 9 5 7 8 1

1 7 2 7
5 13 4 6

5 3 3 1
2 1 1 2 1 2 1 1 4 1 2 6 7 9 8 3 2 6

3 4 9

8 12 13 22 19 21 20 16 52 50 49 91 122 141 136 163 169 183 198 207 17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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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년도
학과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국 어 국 문 학 과 8 5 5 8 4 5 8 11 8 6 4 2 3 4 1 1 83
영 어 영 문 학 과 5 8 9 6 15 12 16 10 11 12 5 12 7 7 12 5 9 161
불 어 불 문 학 과 6 6 5 5 4 3 4 4 4 4   2 3 50
중 어 중 문 학 과 6 2 6 2 4 1 5 3 3 9 5 3 1 1 4 6 61
독 어 독 문 학 과 8 3 2 2 4 1 3 2 2 3 2 1 1 1 35

교 육 학 과 6 7 5 2 7 3 5 9 7 5 11 6 6 9 5 11 18 122
교 육 공 학 과 2 4 4 2 2 1 15

교 육 심 리 학 과 7 6 7 9 5 5 8 5 8 7 8 10 8 12 12 10 5 132
사 학 과 2 7 2 5 2 2 4 3 3 3 1 1 1 2 1 39

한 국 사 학 과 2 4 4 6 1 5 3 8 3 1 2 3 2 1 2 2 1 50
일 본 학 과 1 2 3 2 3 2 13

도 서 관 학 과 4 3 7
문 헌 정 보 학 과 4 4 1 3 3 5 2 10 8 6 4 3 3 5 1 6 68
문 화 관 광 학 과 6 3 4 2 1 16

가 정 학 과
가 정 관 리 학 과 7 12 5 7 5 2 9 3 5 3 3 2 7 3 2 2 77
아 동 복 지 학 과 12 20 18 11 20 23 30 32 38 44 29 55 54 51 49 34 46 566
정 치 외 교 학 과 3 6 1 2 7 8 1 6 4 6 4 2 7 4 3 3 1 68

법 학 과 6 6 5 2 6 4 7 7 7 5 4 3 62
행 정 학 과 1 3 3 1 2 2 1 1 2 1 1 18

정 보 방 송 학 과 1 6 6 2 2 4 3 24
홍 보 기 획 학 과 3 4 7
홍 보 광 고 학 과 5 4 8 8 3 7 4 39

경 제 학 과 3 5 5 10 5 4 2 8 5 4 4 3 4 8 3 4 77
경 영 학 과 18 5 5 8 8 15 14 11 12 21 14 11 11 9 12 11 14 199
무 역 학 과 1 2 2 4 1 1 11

소 비 자 경 제 학 과 5 10 5 9 5 34
여 성 학 (협동과정) 4 3 1 5 3 4 7 2 1 1 2 33

수 학 과 3 5 2 5 1 4 3 2 2 3 2 2 4 1 1 40
통 계 학 과 6 7 5 6 3 9 12 6 8 4 8 6 6 86
물 리 학 과 3 3 3 6 4 1 4 3 4 2 1 3 2 2 4 45

화 학 과 2 6 3 9 5 6 5 3 3 4 3 1 4 2 2 2 60
생 물 학 과 3 5 5 9 11 10 5 48

생 명 과 학 과 3 10 7 13 10 9 7 7 17 11 16 110
전 산 학 과 14 11 5 13 7 9 5 8 72

컴 퓨 터 과 학 과 3 12 7 4 7 10 9 10 6 8 1 77
멀티미디어과학과 3 3 3 5 3 13 4 34

의 류 학 과 13 9 3 3 11 9 16 19 10 16 9 15 14 16 10 3 8 184
식 품 영 양 학 과 11 8 12 13 11 9 12 8 13 10 8 13 2 8 8 8 1 155

약 학 과 4 2 9 13 5 5 6 6 4 6 9 9 14 7 12 2 12 125
제 약 학 과 10 8 5 8 8 11 3 6 5 2 1 1 4 4 5 81
음 악 학 과 0
기 악 학 과 28 16 21 19 17 25 25 18 23 20 15 18 17 19 18 14 15 328
성 악 학 과 5 9 3 4 6 4 7 5 12 9 20 6 6 9 5 11 5 126
작 곡 학 과 5 9 6 5 7 8 6 4 11 4 4 2 4 1 1 2 79

산 업 미 술 학 과 2 4 9 2 1 18
산 업 디 자 인 학 과 3 11 3 9 11 8 7 11 6 5 6 6 3 9 98
환 경 디 자 인 학 과 1 2 3 1 1 1 2 1 12

응 용 미 술 학 과 10
산 업 공 예 학 과 72

공 예 학 과 3 4 10 8 5 10 7 10 11 7 11 7 10 11 8 11 3 150
회 화 과 5 5 12 10 38

회 화 학 과 6 6 13 12 8 6 6 8 6 8 4 16 7 1 128
미 술 사 학 과 5 3 4 6 7 3 10 6 2 7 5 6 6 6 10 5 6 103

체 육 학 과 6 1 2 1 8 5 7 1 3 4 3 3 4 6 1 3 117
무 용 과 5 5 1 27

무 용 학 과 7 8 12 7 3 7 10 8 14 5 11 12 13 13 8 12 150
조형예술학과 6 8 14

계 230 231 211 245 262 243 276 262 278 306 275 287 292 275 287 251 329 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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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박사학위과정)

졸업년도

학과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국 어 국 문 학 과 1 1 1

영 어 영 문 학 과

불 어 불 문 학 과

중 어 중 문 학 과

독 어 독 문 학 과

교  육  학  과 1

사  학  과 1 1

가  정  학  과 2

가 정 관 리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정 치 외 교 학 과 1 1

법  학  과

행  정  학  과

경  제  학  과

경  영  학  과

수  학  과

물  리  학  과 3

화  학  과

생  물  학  과

생  명  과  학  과

전  산  학  과

컴 퓨 터 과 학 과

의  류  학  과

식 품 영 양 학 과

약  학  과 1 1 2 1 3 1

제  약  학  과

음  악  학  과

미  술  사  학  과

체  육  학  과

계 1 0 2 2 1 0 3 5 0 0 4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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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년도

학과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국 어 국 문 학 과 1 2 1 5 1 5 2 5 5

영 어 영 문 학 과 1 1 1 1 2 2 3

불 어 불 문 학 과

중 어 중 문 학 과

독 어 독 문 학 과 1 1

교  육  학  과 1 1 4 3 2 3 4 2

사  학  과 2 1 1 2

가  정  학  과 1 1 1 2 1 3 2 1

가 정 관 리 학 과 2 4 2 2

아 동 복 지 학 과 1 2 2 1 4

정 치 외 교 학 과 1

법  학  과

행  정  학  과

경  제  학  과 1

경  영  학  과 1 1 1 2 2

수  학  과

물  리  학  과 1

화  학  과 1 1

생  물  학  과 2 2 2

생  명  과  학  과

전  산  학  과

컴 퓨 터 과 학 과

의  류  학  과 3 2 1 2 3 1 5

식 품 영 양 학 과 3 2 5 6 5 2 6

약  학  과 1 4 2 1 1 1 1

제  약  학  과

음  악  학  과

미  술  사  학  과

체  육  학  과

계 2 6 0 1 3 7 9 10 15 18 23 23 2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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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년도

학과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국 어 국 문 학 과 3 6 1 6 4 1 3 2 2 2 2 3 65

영 어 영 문 학 과 2 2 1 3 1 4 1 1 5 1 6 32

불 어 불 문 학 과 1 1 1 1 2 1 7

중 어 중 문 학 과 1 2 3

독 어 독 문 학 과 1 1 1 2 1 2 1 11

교  육  학  과 3 1 7 1 4 3 3 7 1 10 6 4 10 71

사  학  과 3 2 1 1 2 2 2 4 3 3 1 31

가  정  학  과 14

가 정 관 리 학 과 2 2 1 4 2 2 3 2 2 2 32

아 동 복 지 학 과 3 5 6 5 5 2 8 13 16 21 13 15 12 14 14 148

정 치 외 교 학 과 1 1 1 6

법  학  과 1 2 1 3 1 8

행  정  학  과 1 1

경  제  학  과 1 2 1 2 1 2 1 5 11

경  영  학  과 2 3 1 2 1 2 1 3 1 1 4 1 3 29

수  학  과 1 2 1 1 5

물  리  학  과 1 1 1 6

화  학  과 2

생  물  학  과 1 2 1 3 13

생  명  과  학  과 3 1 2 1 3 1 3 3 4 6 27

전  산  학  과 1 3 1 5

컴 퓨 터 과 학 과 2 4 1 2 1 4 1 2 2 3 22

의  류  학  과 4 1 4 3 7 4 8 3 5 3 6 4 4 5 73

식 품 영 양 학 과 6 4 2 6 2 6 5 3 2 2 3 2 5 2 2 79

약  학  과 1 2 1 1 4 1 2 3 3 2 2 3 3 45

제  약  학  과 1 2 2 1 1 1 2 10

음  악  학  과 2 3 6 11

미  술  사  학  과 1 1 2 1 1 6

체  육  학  과 1 7 3 5 5 3 3 8 35

계 30 30 27 47 32 32 37 38 54 51 46 55 54 55 85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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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졸업
년도

학과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유아교육  6 10  2  8 12 10 10 10 15 14  9 16 6 16 13 17 13 17  9 16 17 18 13 10 13 8 13 321

초등교육  1  8  7  8  6  4  3  4  7  3 12 17  9  9  5  4  9  6 2 1 1 126

중등교육  2  7  2  3  1  1  3  2  4  2  4  4  2  2  2 41

교육심리  2  3  7  5  5  2  5  9  5  6  4  4  9  2  4  2  7  3  4  1  2  4 2 2 99

국어교육  2  1  3  6  3  4  3  9  7  3  9  3 13  9  8 13 14 16 14 17 12 17 14 12 14 226

한문교육  1  2  1  2  1  2  1  1  1 12

영어교육  2  3  1  4  2  2  2  3  8  7  6  6 10  6  8 12 15 10 22  9 11 20 17 22 17 24 16 265

불어교육  2  1  1  5  4  2  1  2  4  3  1  1  3  6  1 3 2 42

독어교육  1  1  3  2  1  2  1  3  2  1  3  1 1 22

역사교육  1  1  1  1  5  4  4  4  1  3  3  4  1  2  1  6  5  1  5  3  6 8 6 3 4 83

사서교육  2  2  1  2  1  5  2  1 16

일반사회  3  1  3  4  7  8  4  4  1  6  2  1  4  4  9 14  8  6 12 10 12 4 8 135

상업교육  1  1  5  5  2  1  4  1  3  4  2  3  2  2  3 39

수학교육  1  2  3  3  3  7  4  3  4  4  4  7  7  6 6 10 13 13 15 16 18 13 14 13 19 208

물리교육  1  2  2  1  2  2  3  2  3  2  2  5  1 1  4  2  5  4  3  2 1 3 1 54

화학교육  2  2  1  2  1  1  1  4  3  1  1 5  5  7  5  3  2  7 5 7 6 2 73

생물교육  4  1  2  3  1  3  2  3  3  3  2  2  1  3  4  1  6  5 11 7 3 1 71

전산교육  2  4  1  2  3 5  9  5 16  9 16 15 5 9 4 7 112

가정교육  4  4 11  5  8 10 13  5  6  5  5  3  9  4  9  3  7  1  2  6  2  3  4 5 6 2 3 145

체육교육  3  2  1  4  1  1  4  4  5  3  6  4  4  5  8  8  3  3  5  9 10  9 10 9 14 14 14 163

음악교육 11 34 18 27 30 20 10 19  6 10 12  5 11  7 11 14 14 16 14 13 22 20 11 20 21 21 14 431

미술교육  6  5  3 12  8  7 10  5  7 10  8  8  9 10 17  9 11 16 10 17 14 21 17 18 20 16 13 307

교육행정  3  3  6  3  2  1 2 4 1 1 26

상담교육  9 10 21 16 10 15 10 14 13 118

중국어교육   2  7 10 16 14 17 15 18 15 114

영양교육 5 4 4 5 18

계 1203160 131 175 184 171 175 182 188 187 180 179 194 200 226 207 113 138 150 182 183 209 179 207 204 180 176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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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졸업년도
학과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계

조 직 인 사 ․ 관 리  1  2  3  1  1   8

소 비 자 경 제  4  5  2  4  3  1  1  2  22

마  케  팅

회 계 ․ 재 무 관 리

무  역  경  영

소     계  4  6  2  6  6  1  1  2  2  30

일  반  행  정

병  원  행  정  4   4

의  회  행  정

사 회 문 화 행 정  1   1

소     계  5   5

시 각 디 자 인  3  4  2  2  5  5  5  8  4  38

포 장 디 자 인  1  3  3  3  3  2  1  16

제 품 디 자 인  1  1  2   4

복 식 디 자 인  2  2  3  3  6  4  2  4  26

실 내 디 자 인  4  4  5  1  7  1  1  23

사 진 디 자 인  1  3  1  3  2  3  4  3  20

목 공 예 디 자 인  1  1  1  1  2  3  1  10

염 직 공 예 디 자 인  5  2  6  7  3  6  8  2  3  42

금 속 공 예 디 자 인  1  1  2  1  2  1  2  1  1  12

도 자 공 예 디 자 인  2  2  4  6  5  8  1  5 15  5  53

소     계 10 19 22 27 21 39 26 27 41 12 244

합     계 28 50 48 66 54 80 54 58 92 29 558

경영대학원

졸업년도
학과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조직 및 인사관리 2 3  1  5  3 14

재  무  관  리  2  2

마  케  팅 4 3  9 3  4  7  6 1  4 37

국  제  경  영 1  2 3  3  1  3 1 6  3 23

산업 및 소비자경제 3  1  4

소 비 자 관 련 학  5  1  3 2  4 11

합     계 7 9 13 6 17 14 12 4 6 1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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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경영대학원

졸업년도학과 2005 2006 2007 2008 계

국 제 경 영   2 2 4

디 지 털 콘 텐 츠  1  5 4  10

마 케 팅  4  5 4 6 19

소 비 자 경 제 학  5  1 3 9

인 터 넷 미 디 어  1  1

e 비 즈 니 스  1  5 4 10

서 비 스 경 영 13 13

합     계 12 18 17 19 66

정책대학원

졸업년도
학과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일  반  행  정 1  1   2

지  방  자  치

문 화 예 술 행 정  3 1  4  1  8  4  5 10 6 7  49

병  원  행  정 4 1 5  3  4 1  1  2 21

사 회 문 화 행 정 1  

여  성  정  책  3  1 1  4   9

사  회  복  지  1  1 4  7 12 24  8  9 12 7 6 12  103

환  경  정  책  1 1   2

정 보 방 송 정 책  4  1  1  1  1 17  25

소 비 자 경 제 학 4 4

디 지 털 콘 텐 츠 2 2

e 비 지 니 스 3 7 10

합     계 5 1 6 11 12 8 13 19 25 17 13 34 17 17 30 227

정책ㆍ산업대학원

졸업년도학과 2007 2008 2009 2010 계

소 비 자 경 제 학 4 2 1 7

디 지 털 콘 텐 츠 2 1 3

문 화 예 술 행 정 5 7 7 7 12

사 회 복 지 3 12 9 12 15

e 비 즈 니 스 3 7 6 4 10

합     계 13 30 25 2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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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대학원

졸업년도
학과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뉴 미 디 어 영 상 디 자 인  7  8 10  9 3 37

시 각 디 자 인  9  5  2  6  8  1  8  9 14  8  9 1 80

포 장 디 자 인  2  3  2  2  2 11

제품•환경디자인 1 1 1 1 2 1 1 4 1 13

패 션 디 자 인  2  5  1  3  1  2  3  7  5  1  2 32

인 테 리 어 디 자 인  3  2  1  2  4  1  3  2  3  2  1 24

사 진 디 자 인  1 1

영 상 미 디 어 디 자 인  1  8 16  9  8  9  5 56

섬 유 디 자 인  2  9  7  2  6  7  1  5  3  8 1 51

장 신 구 디 자 인  4  4  5  1  3  4  5  2  3  3 34

칠 공 예 디 자 인  1  2  2  1  1  4  2  2 1 16

도 자 공 예 디 자 인  5  8  8  1  4  2  6  3  4  3  1  5 1 51

화 예 디 자 인  2  2  3  5  1  4 2 19

일러스트레이션․캐릭터디자인  0  0  0  0  1  3  1  6 4 15 

합     계 11 38 37 25 44 35 29 39 46 45 34 43 14 425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졸업년도
학과 2007 2008 2009 2010 계

도 자 공 예 디 자 인 1 1

장 신 구 디 자 인 6 4 10

시 각 디 자 인 1 3 1 5

일러스트레이션․캐릭터디자인 2 3 3 1 9 

제품•공간연출디자인 1 2 1 4

칠 공 예 디 자 인 1 1 1 3

패 션 디 자 인 1 1 2

화 예 디 자 인 3 4 4 3 14

리 빙 스 타 일 디 자 인 2 2

섬 유 디 자 인 1 1

합     계 92 19 15 7 51

임상약학대학원

졸업년도
학과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임  상  약  학 1 12 15 26 28 17 18 13 21 22 22 16 14 10 235

사  회  약  학  2 6 12 20

합     계 1 12 15 26 28 19 18 13 21 22 22 16 20 22 255

국제관계대학원

졸업년도
학과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국  제  홍  보 4  4 7 10  4 11  7  6 6 7 9 4 79

인간안보 및 국제기구  6 2  2  6  6 10  6 9 4 5 56

스 포 츠 외 교 1 1 2

합     계 4 10 9 12 10 17 17 12 15 12 14 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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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대학원
졸업년도학과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임 상 음 악 치 료 13 26 33 38 55 40 38 59 41 32 53 44 472

치 유 음 악 목 회  2  2  1  2  1 4 5  4 7  28
합      계 13 26 33 40 57 41 40 60 45 37 57 51 500

정보통신대학원

졸업년도학과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컴 퓨 터 통 신 5 4 2  1  2 14

멀 티 미 디 어  1  1 2

데 이 타 베 이 스 2  2 4

전 자 상 거 래 3 22 25

e 비 즈 니 스 19 19

합     계 5 4 7 21 27 64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졸업년도학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전  통  무  용 13 10  9 15 19  9 16 22 10 9 16 148

전  통  음  악  4  3  1  9  6  7  4 3 4 7 8 56
전 통 식 생 활 문 화  4 16 10 13 15 16 22 22 25 18 161

합     계 17 17 26 34 38 31 36 47 36 41 42 365

TESOL 대학원

졸업년도학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T E S O L  4 29 23 29 23 26 31 28 35 228

C A L L  7  2  3  4  2 3 2 1 24

합     계 11 31 26 33 25 29 33 29 35 252

원격대학원

졸업년도학과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사 이 버 교 육  3 3

향  장  미  용 25 32 22 41 24 28 33 205

원 격 교 육 공 학  9 14 19 27 36 27  21 26 179 

유 아 교 육 정 보  4 21  8 33

영 ․ 유 아 교 육 16 19 6 12 15 68

실 버 산 업  2  9 8 15 23 22 79

아 동 문 화 콘 텐 츠 2 7 9

합     계 12 43 74 82 104 74 84 103 576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졸업년도학과 2008 2009 2010 계

여 성 인 적 자 원 개 발 3 7 7 17

합     계 3 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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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대학원

졸업년도학과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놀 이 치 료 2 8 13 10 11 44

유 리 드 믹 스 4 8 7 2 21

리 더 십 3 7 4 14

미 용 예 술 3 3

피 아 노 페 다 고 지 1 3 4
골 프 매 니 지 먼 트 2

합     계 2 12 24 38



교  가



캠퍼스 배치도

제1캠퍼스

 1 순헌관(본관) 

 2 수련교수회관

 3 행파교수회관

 4 진리관(대학원관)

 5 명신관(서관) 

 6 명신신관

 7 행정관 

 8 학생회관

 9 대강당 

10 평화문(제1캠퍼스 정문)

11 기숙사

12 지혜문(서문)

제2창학캠퍼스

13 르네상스플라자,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14 음악대학

15 사회교육관

16 약학대학

17 미술대학

18 백주년기념관

19 자유문

   (제2창학캠퍼스 정문) 

20 한국음식연구원

21 중앙도서관

22 이과대학(과학관)

23 백로국제관

24 매화국제관 

25 숙명인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