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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2학년도 세종캠퍼스 교양 교과목 수강 관련 유의사항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공통교양, 핵심교양, 선택교양 세부영
역과 상관없이 서울캠퍼스 과목 수강금지]
 

1. 공통교양 [글쓰기, Academic English, 1학년세미나, 창업과진로, CB프로그램] 관련 유의사항

가. 글쓰기 [~17학년도 사고와표현 → 18학년도 글쓰기]

▶ 18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경과조치 

▷ 개편사항

2017학년도 까지 2018학년도 이후
비고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GSTE003 사고와표현Ⅰ 2 3 GSTE005 글쓰기Ⅰ 2 3 글쓰기Ⅰ은 사고와표현Ⅰ의 유사과목.

GSTE004 사고와표현Ⅱ 2 3 GSTE006 글쓰기Ⅱ 2 3 글쓰기Ⅱ는 사고와표현Ⅱ의 유사과목

▷ 경과조치

17학년도 포함 이전 세종캠퍼스 입학생으로 사고와표현Ⅰ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또는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

생은 글쓰기Ⅰ을 수강하며, 사고와표현Ⅱ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 또는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글쓰기Ⅱ를 

수강함.

1) 글쓰기Ⅰ(GSTE005), 글쓰기Ⅱ(GSTE006)는 세종캠퍼스 입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함.(학사편입생은 전적

대학에 따라 변동되며, 21학년도 신설 학과(부) 중 과학기술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과학기술대학 미래모빌

리티학과, 스마트도시학부는 글쓰기Ⅰ(GSTE005)만 이수함.) 

2) 글쓰기Ⅰ의 개설학기는 1학기, 글쓰기Ⅱ의 개설학기는 2학기임.

3) 글쓰기Ⅱ의 선수과목이 글쓰기Ⅰ이므로, 글쓰기Ⅰ의 성적을 취득한 후에만 글쓰기Ⅱ의 수강신청이 가능함.

  예) 22/2학기 글쓰기Ⅰ 수강 중인 학생이 22/겨울계절수업 글쓰기Ⅱ 수강신청은 불가함.

4) 당해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1학기 글쓰기Ⅰ, 2학기 글쓰기Ⅱ는 지정분반에서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에, 수강신청기간이 개시되기 전 교학처 교무학사팀에서 선수강 신청으로 일괄 처리함.

  예) 22/2학기 1학년 수강신청기간인 22.08.19(금) 오전10시 이후 22학번 신입생이 수강신청시스템에 로그인

하면 글쓰기Ⅱ 자동으로 수강신청 되어있음.

5) 당해 학년도 신입생(22학번)이 아닌 학생은 교과목명 밑에 [미수강, 재수강]으로 기재된 분반을 수강하는 것이 

원칙임.

※ 문의 : 세종캠퍼스 교학처 세종교양교육원 (tel. 044-860-1901 / 농심국제관 111호)

 

나. Academic English

1) [Academic EnglishⅠ(SLSC001), Ⅱ(SLSC002), Ⅲ(SL)(SLSC003), Ⅳ(SL)(SLSC004)] 트랙 또는 [Academic 

EnglishⅢ(HL) (SLSC103), Ⅳ(HL) (SLSC104)] 트랙은 17학년도 세종캠퍼스 입학생(학사편입생, 약대 입학생

제외)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공통교양 교과목임.

    단, 21학년도 신설 5개 학과(부)인 공공정책대학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과학기술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과학기술대학 미래모빌리티학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스마트도시학부는 [Academic EnglishⅠ  

    (SLSC001), Ⅱ(SLSC002)]만 이수함.

▶ [Academic EnglishⅠ,Ⅱ,Ⅲ(SL),Ⅳ(SL)] 트랙과 다른, [Academic EnglishⅢ(HL),Ⅳ(HL]) 트랙에 대한 사항은 아

래에서 안내함. ※ SL = Standard Level / HL = High Level

2) Academic EnglishⅠ의 개설학기는 1학기, Ⅱ의 개설학기는 2학기이며, 이수학기는 1학년 1학기 및 1학년 2



학기를 권장함. Academic EnglishⅠ,Ⅱ의 담당교수는 내국인교원, 언어는 한국어로 하는 강의임.

3) 당해 학년도 신입생(22학번)의 경우, 1학기 Academic EnglishⅠ, 2학기 Ⅱ는 지정 분반에서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강신청기간이 개시되기 전 교학처 교무학사팀에서 선수강신청으로 일괄 처리함.

  예) 22/2학기 1학년 수강신청기간인 22.08.19(금) 오전10시 이후 22학번 신입생이 수강신청시스템에 로그인

하면 Academic EnglishⅡ 자동으로 수강신청 되어있음.

▶ 당해 학년도 신입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은 교과목명 밑에 [미수강, 재수강]으로 기재된 분반을 수강하는 것

이 원칙임.

4) 1학기 Academic EnglishⅢ(HL) 이수자는 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Academic English Ⅳ(HL)를 직접 수강 신청 

  해야 함.

5) Academic EnglishⅢ(SL),Ⅲ(HL)의 개설학기는 1학기, Ⅳ(SL),Ⅳ(HL)는 2학기이며, 담당교수는 외국인, 강의는 

영어로 하는 강의임. Academic EnglishⅢ(SL), Ⅳ(SL)의 이수(권장)학기는 2학년 1학기 및 2학기, Ⅲ(HL), Ⅳ

(HL)의 이수학기는 1학년 1학기 및 2학기임.

6) Debate in English(SLSC113), Presentation in English(SLSC114),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SLSC115), Technical Writing in English(SLSC116) 중 택1과목 관련 사항

  : 17학년도 신입생에게는 필수과목이 아님.

  (수강을 원하는 17학번 포함 이후 학생은 선수과목인 Academic EnglishⅢ(SL) 학점취득 후 선택교양으로 수

강이 가능함.)

※ 16학번 포함 이전 학번학생은 위 과목 중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16학번 포함이전 학생 중 미이수

학생은 16학년도까지 [수강신청시스템 > 실용외국어] → 17학년도부터 [수강신청시스템 > 선택교양]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경상대학 및 공공행정학부는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 중 

택1)

7)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

  : 영강으로  진행하지만 [졸업요건으로서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 5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음.

※ 문의 : 세종캠퍼스 교학처 세종교양교육원 (tel. 044-860-1901 / 농심국제관 111호)

다. 1학년세미나

▶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경과조치

▷ 개편사항

17학년도까지 18~19학년도 20학년도부터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GSKS001 1학년 세미나 1 1 GSKS001 1학년 세미나 1 1 GSKS001 1학년 세미나 1 1

GSKS002 1학년 세미나 1 1 GSKS004 정보적사고 1 1
GSKS004 정보적사고 1 1

GSKS006 창업과진로 1 1

▷ 경과조치

13학번~17학번 세종캠퍼스 입학생(인문대학 입학생은 14학번~)으로 1학년 세미나 2학기 과목인 GSKS002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 또는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보적사고를 수강함.

 

1) 1학년세미나(GSKS001), 정보적사고(GSKS004)는 세종캠퍼스 입학생(학사편입생 제외)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공통교양 과목임. (학기당 1학점)

  ▶ 인문대학은 14학번부터, 과학기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경상대학, 공공행정학부는 13학번부터 적용.

2) 1학년세미나(GSKS001)의 개설학기는 1학기, 창업과진로(GSKS006)와 정보적사고(GSKS004)의 개설학기는 2

학기임.

3) 1학년세미나는 선수과목 지정사항이 없음.

4) 당해 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학기에 개설되는 창업과진로(GSKS006)는 지정분반에서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



기 때문에, 수강신청기간이 개시되기 전 교학처 교무학사팀에서 선수강신청으로 일괄진행함. 단, 전공비예약

자(학부 입학생)의 경우, 해당되는 분반을 확인하여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함.

5) 정보적사고는 2학기에 개설되는 MOOC 강좌이며, 블랙보드 접속 후 온라인 동영상 시청 및 퀴즈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음. 자세한 수업운영 방안은 KUPID 및 블랙보

  드 공지사항을 통해 진행되므로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2학기에 개설되는 정보적사고도 1학기에 

  개설되는 1학년세미나와 동일하게 교학처 교무학사팀에서 선수강으로 처리함.

※ 문의 : 세종캠퍼스 교학처 세종교양교육원 (tel. 044-860-1901/ 농심국제관 111호)

라. 창업과진로(2학기 개설)

1) 창업과진로(GSKS006)은 세종캠퍼스 20학번(학사편입생 제외) 포함 이후 입학생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공통교양 과목임. 

2) 창업과진로는 2학기에만 개설되는 1학점(1시간) 교과목이며. 공통교양인 사유로 지정분반에서 수강하는 것

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강신청기간이 개시되기 전 교학처 교무학사팀에서 선수강신청으로 일괄진행함. (단, 

전공비예약으로 입학한 학생은 담당교수의 소속 학과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함.)    

3) 창업과진로는 학기 당 16시간(=주 당 1시간*16주) 중 ‘창업 관련 온라인특강 8시간(=2시간*4회)’ 및 ‘학과

(전공)별 담당교수의 진로 관련 세미나’로 구성됨.

4) ‘창업 온라인 특강(8시간)’ 및 ‘각 학과(전공)별 담당교수 세미나(8시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담당교수가 성적

을 부여하며, 성적등급은 P/F임. 

▶ 단, 60점 이상(100점 만점)이어야 P이고, ’창업 온라인 특강 1회(2시간) 이수‘는 12.5점(=50점/4회, 100점 만

점)이므로 ’창업 온라인 특강 4회‘를 모두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50점(=-12.5점*4회)이 되어 담당교수 세미

나의 점수와 무관하게 F가 부여됨. 

※ ‘창업 온라인특강 관련 문의’ : 세종창업교육센터 (tel. 044-860-1481 / 세종학술정보원 B107-D호)

※ ‘담당교수 세미나 관련 문의’ :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

마. CB프로그램(구) RC프로그램)

▶ 22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사항

▷ 개편사항

~21학년도 22학년도 2학기

비고영역

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영역

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CB

프로

그램

CBAM001
아트앤

미디어

1 (1)

CB

프로

그램

CBCS001 문화감성멘토링

1 (1)

CBCS001
문화감성

멘토링

CBGF001
글로벌역량

멘토링

CBGF001 글로벌역량멘토링
CBRS001

지역연계

창의융합

1) CB프로그램은 문화감성멘토링(CBCS001), 글로벌역량멘토링(CBGF001)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CB프로그램은 16학번(학사편입생 제외, 약학대학 22학번부터 해당)부터 공통교양(=전 학과 공통 교양필수) 

과목임.

단, 21학년도 신설 5개 학과(부)인 공공정책대학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과학기술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과

학기술대학 미래모빌리티학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스마트도시학부는 CB 프로그램의 이수의무가 없음.

2) 2022학년도 2학기의 경우, 상기 2과목은 분반이(문화감성 10개, 글로벌역량 9개) 각각 개설되었으며 신입생 



본인이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직접 수강신청함.

3) 2022학년도의 경우, 상기 3과목은 1학기 및 2학기 수강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 22/1학기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공공정책대학, 과학기술대학 중 전자및정보공학과, 약학대학(22학번부터)

  ▶ 22/2학기 : 문화스포츠대학, 과학기술대학(전자및정보공학과 제외), 스마트도시학부

4) CB프로그램은 학기당 1학점 주당 1시간이며, 수업방식은 ‘통합강의/특강/분반토론’ 등으로 진행하며, 수업방  

  식에 따라 강의실이 변경될 수 있음.

5) 성적평가는 P/F로 부여함.

※ 문의 : 세종교양교육원 RC 프로그램 담당자 (tel. 044-860-1903 / 농심국제관 111호)

바. 외국인 유학생 입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수강과목 제한

1) 대상: 2019-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2) 내용: 입학당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에 따른 수강과목 제한

        단, 한국어집중교육과정을 일정기간 이수하면 TOPIK4급 또는 5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부여함

TOPIK 3급 이하 TOPIK 4급 TOPIK 5급 이상

- 한국어집중교육과정 2학기 이수

- 전공과목 수강 불가능

- 한국어집중교육과정 1학기 이수

- 전공과목은 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 가능

-한국어집중교육과정 면제

-전공과목 수강 가능(제한없음)

3) 한국어집중교육과정 구성

▶ TOPIK 3급 이하인 학생의 경우

(하기의 1차년도 1학기 과목들을 모두 이수시 TOPIK 4급에 해당하므로, 2학기때 전공과목 6학점까지 수강가

능)

구분 이수시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시간)

필수과정 1차년도 1학기 SLSC263 한국어말하기Ⅰ 교양 2(3)

필수과정 1차년도 1학기 SLSC265 한국어읽기Ⅰ 교양 2(3)

필수과정 1차년도 1학기 SLSC267 한국어쓰기Ⅰ 교양 2(3)

필수과정 1차년도 2학기 SLSC264 한국어말하기Ⅱ 교양 2(3)

필수과정 1차년도 2학기 SLSC266 한국어읽기Ⅱ 교양 2(3)

필수과정 1차년도 2학기 SLSC268 한국어쓰기Ⅱ 교양 2(3)

▶ TOPIK 4급인 학생의 경우

(하기의 한국어집중교육과정 과목들을 모두 이수시 TOPIK 5급에 해당하므로, 2학기때 제한 없이 전공과목 

수강가능)

구분 이수시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시간)

필수과정 1차년도 1학기 SLSC264 한국어말하기Ⅱ 교양 2(3)

필수과정 1차년도 1학기 SLSC266 한국어읽기Ⅱ 교양 2(3)

필수과정 1차년도 1학기 SLSC268 한국어쓰기Ⅱ 교양 2(3)



2. 핵심교양 관련 유의사항
 

가. 세부영역

: 핵심교양은 7개 세부영역, 과학과기술, 문학과예술, 사회의이해, 세계의문화, 역사의탐구, 윤리와사상, 정량적

사고로 구성됨.

 

나. 학과(전공)별 교육과정에 따라 지정된 [세부영역별]로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예를들어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학부의 핵심교양 교육과정은 [세계의문화+역사의탐구+문학과예술+윤리

와사상+사회의 이해] 중 서로 다른 2개영역에서 최소 1과목씩 최소 6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과학과기

술+정량적사고]에서 최소 1과목 최소 3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그러므로 17학번 글로벌학부 학생이 [세계의문화]에서 1과목, [역사의탐구]에서 1과목, [과학과기술]에서 1과

목을 이수하면 핵심교양 이수완료로 인정되지만,

▶ [세계의문화]에서 1과목, [역사의탐구]에서 1과목, [문학과예술]에서 각 1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나, [세계의문

화]에서 2과목, [과학과기술]에서 1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이수완료로 인정되지 않음. 

  : 핵심교양은 7개 세부영역, 과학과기술, 문학과예술, 사회의이해, 세계의문화, 역사의탐구, 윤리와사상, 정량

적사고로 구성됨.

 

다. 학과에 따라 핵심교양 세부영역 중 지정과목이 있는 경우

: 예를들어 17학년도 과학기술대학 환경시스템공학과의 아래 핵심교양 교육과정과 같이, 핵심교양 세부영역별 

이수의무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한 학과에서는 반드시 핵심교양 세부영역 중 [지정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며, 지정과목은 해당학과 행정실로 문의.

 

라. 17학년도 ~ 22학년도 신설 핵심교양

1) 17/1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우리역사속의라이벌 (학수번호 : GSHI029)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역사의탐구

나) 콘텐츠이노베이션 (학수번호 : GSLA052) / 핵심교양 세부영역 : 문학과예술

다) 발상의전화:글로벌리더의혁신적마인드 (GSSO068)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라) 의사소통과문제해결 (학수번호 : GSSO069)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마) 동아시아영토분쟁 (학수번호 : GSSO070)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바) 뇌건강과운동혁명 (학수번호 : GSST042) / 핵심교양 세부영역 : 과학과기술

사) 스포츠운동과학개론 (학수번호 : GSST044) / 핵심교양 세부영역 : 과학과기술 : 기존 SPLS170 스포츠와운

동과학개론 및 SPLS160 운동과학개론 유사과목.

2) 17/2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영화속의경영 (학수번호 : GSSO065)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나) 공감으로서인문학 (학수번호 : GSSO067)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다) 조직과인간행동의이해 (학수번호 : GSSO071)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라) 인간행동과커뮤니케이션 (학수번호 : GSSO072)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마) 상상력과문제해결의힘 (학수번호 : GSSO073)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3) 18/1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자유정의진리Ⅰ (학수번호 : GSCE024)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윤리와사상

나) 국제거래의이해 (학수번호 : GSSO062)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다) 모더니즘시대의서양명작순례 (학수번호 : GSSO076)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4) 18/2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자유정의진리II (학수번호 : GSCE025)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윤리와사상

나) 역사속스포츠영웅론 (학수번호 : GSHI030)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역사의탐구

다) 영화속의경영 (학수번호 : GSSO065)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5) 19/1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사극의배반:역사와소설·드라마·영화 (학수번호 : GSHI032) / 핵심교양 세부영역: 역사의탐구 [2019-1학기부

터 핵심교양으로 변경]

▶ 기존 : KAAH103, ARAH103 사극의배반:역사와소설·드라마·영화 과목과 유사과목

나) 연극영상미디어와힐링 (학수번호 : GSLA053) / 핵심교양 세부영역 : 문학과예술 )

다) 한국문화와공연예술 (학수번호: GSLA055) / 핵심교양 세부영역 : 문학과예술 [2019-1학기부터 핵심교양으

로 변경]

▶ 기존: KORS103 한국문화와공연예술 과목과 유사과목

가) 한국의미를찾아서 (학수번호: GSLA057 / 핵심교양 세부영역 : 문학과예술 [2019-1학기부터 핵심교양으로 변

경]

▶ 기존: KAAH101, ARAH101 한국의미를찾아서 과목과 유사과목

나) 한국미술명작감상 (학수번호: GSLA058) / 핵심교양 세부영역 : 문학과예술 [2019-1학기부터 핵심교양으로 변경]

▶ 기존: KAAH102, ARAH102 한국미술명작감상 과목과 유사과목

다) 인문치유 (학수번호: GSSO077) / 핵심교양 세부영역 : 사회의이해

라) 4차산업혁명시대의에너지전환 (학수번호 : GSST046) / 핵심교양 세부영역 :과학과기술

마) 인간과의학 (학수번호: GSST047) / 핵심교양 세부영역 : 과학과기술 [2019-1학기부터 핵심교양으로 변경]

▶ 기존: SPLS134/SPLS152/GLOS134 인간과의학 과목과 유사과목

 

6) 19/2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우리의옛이야기와스토리텔링 (학수번호: GSLA056) / 핵심교양 세부영역: 문학과예술 [2019-1학기부터 핵심

교양으로 변경]

▶ 기존: KORS104 우리의옛이야기와스토리텔링 과목과 유사과목

나) 실용커뮤니케이션연습 (학수번호: GSSO081)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다) 가치와미래의브릿징 (학수번호: GSSO082) / 핵심교양 세부영어: 사회의이해

▶ 기존: GSSO068 발상의전환:글로벌리더의혁신적마인드 과목과 유사과목

라)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그리드 (학수번호: GSST049) / 핵심교양 세부영역: 과학과기술

7) 20/1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4차산업혁명과윤리 (학수번호: GSCE027) / 핵심교양 세부영역: 윤리와사상

나) 과학의진보와종교적정체성 (학수번호: GSCE028) / 핵심교양 세부영역: 윤리와사상

다) 커뮤니티언어와소통 (학수번호: GSSO083)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라) 문화현상과인간심리 (학수번호: GSSO084)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마) 국제이슈세미나 (학수번호: GSSO085)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8) 20/2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지속가능중심의사회혁신 (학수번호: GSSO086)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9) 21/1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성의역사와문화 (학수번호: GSHI034 / 핵심교양 세부영역: 역사의탐구

 나) 그림책과인문학 (학수번호: GSLA059) / 핵심교양 세부영역: 문학과예술

 다) 문화정책과예술법 (학수번호: GSLA060) / 핵심교양 세부영역: 문학과예술



 라) 현대미술비평 (학수번호: GSLA061) / 핵심교양 세부영역: 문학과예술

 마) 인간수업-뉴노멀시대의창의융합인문MOOC (학수번호: GSSO087)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바) Reader & Leader (학수번호: GSSO088)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사) 모의유엔회의 (학수번호: GSSO089)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아) 인문융합파이썬 (학수번호: GSST050) / 핵심교양 세부영역: 과학과기술

10) 21/2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GSQR032 빅데이터기반미디어콘텐츠제작 / 핵심교양 세부영역: 정량적사고

 나) GSSO090 창의적금융의이해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다) GSSO091 여행과관광현상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라) GSSO092 스타트업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마) GSSO093 21세기를위한리더십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11) 22/1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GSFC034 유럽의 도시문화 탐방 / 핵심교양 세부영역: 세계의문화

 나) GSQR033 경영 경제를 위한 양적 방법론 입문 / 핵심교양 세부영역: 정량적사고

 다) GSLA064 인공지능시대의인간과이야기 / 핵심교양 세부영역: 문학과예술

 라) GSLA065 성의명서읽기 / 핵심교양 세부영역: 문학과예술

 마) GSCE029 인물로 배우는 영어 / 핵심교양 세부영역: 윤리와사상

 바) GSSO097 자기창조와도전의즐거움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사) GSSO096 세상을바꾸는토론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아) GSSO095 테드강연-동시대이슈들을탐구하기(영강) / 핵심교양 세부영역: 사회의이해

 자) GSST051 입자가속기와과학기술의발전:전자부터빅데이터까지 / 핵심교양 세부영역: 과학과 기술

 차) GSLA063 문학으로본근대의풍경 / 핵심교양 세부영역: 문학과예술

12) 22/2학기 신설 핵심교양 교과목

 가) GSCE029 인물로배우는영어 / 핵심교양 세부영역: 윤리와사상

3. 선택교양 관련 유의사항

  

가. 교양체육 교과목

: 선택교양 중 교양체육 교과목은 [수강신청시스템 > 선택교양]에서 조회되는 교과목 중 [교과목명 : 스포츠명

칭]이며. [학점 : 1학점]인 교과목임.

 

▶ [수강신청시스템 > 학부 전공과목 > 2020/1학기 문화스포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스포츠과학전공]에서 조

회되는 교과목 중 [SPOS305-01분반 아웃도어스포츠]는 전공과목인 사유로 교양체육이 아니며

▶ [수강신청시스템 > 선택교양]에서 조회되는 교과목 중 [GLOS132-00 여성과건강]은 2학점인 사유로 교양체

육이 아님.

 

나. 교양체육 관련 유의사항

1) 문화스포츠대학 국제스포츠학부를 제외한 타 학과 소속 학생

: 재학기간 중 교양체육은 3학점까지만 이수가능함. 일반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이수학점 중 교양체육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의 인정학점 포함임.

※ 단, 2003학번 포함이전 학생의 경우, 교양체육 이수학점 상한은 6학점임.

 

2) 국제스포츠학부, 사회체육학부, (과학기술대학) 사회체육학과 소속 학생



▶ 교양체육 교과목 중 [골프], [수영], [배드민턴], [스키], [스포츠댄스], [축구], [탁구], [테니스], [야구]는 수강신

청이 금지됨.

▶ 교양체육 교과목 중 위 9개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3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함. 

(일반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이수학점 중 학점인정 받은 교과목을 포함하는 사항이나 2003학번 포함이전 

학생의 교양체육 이수학점 상항이 6학점인 사항은 타 학과 학생과 동일함.)

 

다. 신설 선택교양

 1) 21/1학기 신설 선택교양 교과목

  가) 픽션창작입문 (학수번호: CWMS101)

  나) 효율적영어논문쓰기 (학수번호: SPGS271)

  다) 예술의이해와활용 (학수번호: SPGS272)

  라) 서비스 경험 디자인 PBL (학수번호 : SPGS277)

  마) 인간 중심 디자인 PBL (학수번호 : SPGS278)

 2) 21/2학기 신설 선택교양 교과목

   가)  지역문제해결을위한창업교육 (학수번호:　SPGS280）

 3) 22/1학기 신설 선택교양 교과목

   가) 인터내셔널커뮤니케이션(영강) (학수번호: SLSC271)

   나) 전쟁으로보는한국사 (학수번호:SPGS283)

 4) 22/2학기 신설 선택교양 교과목

   가) 테크테인먼트비즈니스이스포츠 (학수번호: SPGS264)

   나) 외국인학습자를위한실용생활한국어 (학수번호: SLCS196)

   다) 다양성과미래사회 (학수번호: SPGS265)



4. (구)전공관련교양 개편 관련 유의사항

가. 전공관련교양 영역은 21학년도에 폐지되고, 20학년도까지 전공관련교양 영역에 포함되었던 교과목은 

   21학년도부터 선택교양 또는 학문의기초로 개편됨. 

나. 전공관련교양 영역 폐지에 따른 개편 사항 (이수구분/학수번호)

~20학년도 21학년도

비고
개설 대학 개설 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

구분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

분
영역

공공정책 정부행정 DPAD150 행정학의이해 교양 전공관련교양
DPAD16

1
행정학의이해 교양 선택교양

공공정책 정부행정 DPAD152 KU공공정책포럼 교양 전공관련교양
DPAD16

2
KU공공정책포럼 교양 선택교양

공공정책 경제정책학 ECOP150 한국경제의이해 교양 전공관련교양 ECOP161 한국경제의이해 교양 선택교양

공공정책 국가통계 NAST150 통계학개론 교양 전공관련교양 유사과목 지정 없이 폐지.

공공정책 국가통계 NAST151
응용통계학입문

Ⅰ
교양 전공관련교양 BDSC152 통계학입문 교양 선택교양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개설

공공정책 국가통계 NAST152
응용통계학입문

Ⅱ
교양 전공관련교양 유사과목 지정 없이 폐지.

공공정책 빅데이터 BIDS150 빅데이터입문 교양 전공관련교양 BDSC151
빅데이터사이언스

입문
교양 선택교양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개설

공공정책 통일외교안보 KUDS150 한반도와4대강국 교양 전공관련교양
KUDS16

1
한반도와4대강국 교양 선택교양

공공정책 공공사회학 PUBS150
현대사회학의초

대
교양 전공관련교양 PUBS161 현대사회학의초대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53
미적분학및연습

Ⅰ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

1
미적분학및연습Ⅰ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54
미적분학및연습

Ⅱ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

2
미적분학및연습Ⅱ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55
기초미적분학및

연습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

3

기초미적분학및연

습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56
일반미적분학및

연습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

4

일반미적분학및연

습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71 전산수학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

5
전산수학

학문의

기초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72
응용수리과학의

이해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

6

응용수리과학의이

해

학문의

기초

과학기술 사이버보안 SECU101 암호수학 교양 전공관련교양 AICS101 암호수학
학문의

기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개설

과학기술 사이버보안 SECU102 정보보호개론 교양 전공관련교양 AICS102 정보보호개론
학문의

기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개설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1
일반물리학및연

습Ⅰ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1

일반물리학및연습

Ⅰ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2
일반물리학및연

습Ⅱ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2

일반물리학및연습

Ⅱ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3
일반물리학실험

Ⅰ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3 일반물리학실험Ⅰ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4
일반물리학실험

Ⅱ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4 일반물리학실험Ⅱ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5
교양물리학및연

습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5 교양물리학및연습 교양 선택교양



~20학년도 21학년도

비고개설 

대학
개설 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

구분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

구분
영역

공공정책 정부행정 DPAD150 행정학의이해 교양 전공관련교양 DPAD161 행정학의이해 교양 선택교양

공공정책 정부행정 DPAD152 KU공공정책포럼 교양 전공관련교양 DPAD162 KU공공정책포럼 교양 선택교양

공공정책 경제정책학 ECOP150 한국경제의이해 교양 전공관련교양 ECOP161 한국경제의이해 교양 선택교양

공공정책 국가통계 NAST150 통계학개론 교양 전공관련교양 유사과목 지정 없이 폐지.

공공정책 국가통계 NAST151
응용통계학입문

Ⅰ
교양 전공관련교양 BDSC152 통계학입문 교양 선택교양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개설

공공정책 국가통계 NAST152
응용통계학입문

Ⅱ
교양 전공관련교양 유사과목 지정 없이 폐지.

공공정책 빅데이터 BIDS150 빅데이터입문 교양 전공관련교양 BDSC151
빅데이터사이언스

입문
교양 선택교양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개설

공공정책 통일외교안보 KUDS150
한반도와4대강

국
교양 전공관련교양 KUDS161 한반도와4대강국 교양 선택교양

공공정책 공공사회학 PUBS150
현대사회학의초

대
교양 전공관련교양 PUBS161 현대사회학의초대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53
미적분학및연습

Ⅰ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1 미적분학및연습Ⅰ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54
미적분학및연습

Ⅱ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2 미적분학및연습Ⅱ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55
기초미적분학및

연습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3

기초미적분학및연

습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56
일반미적분학및

연습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4

일반미적분학및연

습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71 전산수학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5 전산수학

학문

의기

초

과학기술 데이터계산과학 DCSC172
응용수리과학의

이해
교양 전공관련교양 DCSC166

응용수리과학의이

해

학문

의기

초

과학기술 사이버보안 SECU101 암호수학 교양 전공관련교양 AICS101 암호수학

학문

의기

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개설

과학기술 사이버보안 SECU102 정보보호개론 교양 전공관련교양 AICS102 정보보호개론

학문

의기

초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개설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1
일반물리학및연

습Ⅰ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1

일반물리학및연습

Ⅰ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2
일반물리학및연

습Ⅱ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2

일반물리학및연습

Ⅱ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3
일반물리학실험

Ⅰ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3 일반물리학실험Ⅰ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4
일반물리학실험

Ⅱ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4 일반물리학실험Ⅱ 교양 선택교양

과학기술 반도체물리 DSSP155
교양물리학및연

습
교양 전공관련교양 DSSP165 교양물리학및연습 교양 선택교양



~20학년도 21학년도

비고
개설 대학 개설 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

구분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

분
영역

과학기술 전자·기계융합공학 EMSE154 기초역학 교양
전공관련교

양
EMSE162 기초역학

학문의

기초

과학기술 환경시스템공학 ENVE171 환경공학개론I 교양
전공관련교

양
ENVE163 환경공학개론I

학문의

기초

과학기술 환경시스템공학 ENVE172 환경공학개론Ⅱ 교양
전공관련교

양
ENVE164 환경공학개론Ⅱ

학문의

기초

과학기술 환경시스템공학 ENVE140 공업역학 교양
전공관련교

양
ENVE166 공업역학

학문의

기초
글로벌비즈

니스
한국학 KORS150

한국어와한국문

화
교양

전공관련교

양
KORS161 한국어와한국문화 교양

선택

교양
글로벌비즈

니스
중국학 CHIS161 현대중국개황 교양

전공관련교

양
CHIS163 현대중국개황 교양

선택

교양
글로벌비즈

니스
영미학 ENGS151 영미어문의이해 교양

전공관련교

양
ENGS161 영미어문의이해 교양

선택

교양
글로벌비즈

니스
독일학 GERS150 독일의언어문화 교양

전공관련교

양
GERS161 독일의언어문화 교양

선택

교양
글로벌비즈

니스
글로벌경영 GLOB150 기업과경영 교양

전공관련교

양
GLOB161 기업과경영

학문의

기초
글로벌비즈

니스
글로벌경영 GLOB160 기업경제학 교양

전공관련교

양
GLOB162 기업경제학

학문의

기초
글로벌비즈

니스
글로벌경영 GLOB170 경영통계 교양

전공관련교

양
GLOB163 경영통계

학문의

기초
글로벌비즈

니스
글로벌경영 GLOB180 회계정보의이해 교양

전공관련교

양
GLOB164 회계정보의이해

학문의

기초
글로벌비즈

니스
디지털경영 DIGB150 정보와사회 교양

전공관련교

양
유사과목 지정 없이 폐지.

글로벌비즈

니스
디지털경영 DIGB151 스프레드시트활용 교양

전공관련교

양
GIGB161 스프레드시트활용

학문의

기초
글로벌비즈

니스
디지털경영 DIGB152

비즈니스프로그

래밍
교양

전공관련교

양
GIGB162

비즈니스프로그래

밍

학문의

기초

다. 기존 전공관련교양 영역 교과목의 이수 의무는 위 표의 이수구분 변경과 관계 없이 유지됨. 

   단, 유사과목 지정 없이 폐지된 교과목은 이수의무가 없음.

라. 전공관련교양 폐지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해당 교과목의 개설부서 학과행정실로 문의.     



Ⅱ. 세종캠퍼스 개설교과목 재수강 관련 학사규정 개정 세부사항 안내
 

1. 2016.03.01부터 세종캠퍼스 재수강 관련 학사규정인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제74조 제5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아래 -

규정 제74조(재수강)

① 성적 등급이 C+(평점: 2.50)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평점: 4.00)를 넘을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

적등급은 B+(평점: 3.50)를 넘을 수 없다.

③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수강 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한다.

④ 낮은 성적이어서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R’(Retake)로 표기한다.

⑤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F학점

은 재수강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항 신설 : 16.03.01]

 

2. 규정 제74조 제5호 규정개정 세부사항 안내

 

가.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최초 이수학기가 16/1학기 (포함)이후인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하는 

경우는 재학기간 중 1회만 가능함.

  : 세종캠퍼스 [학생]이 기준이 아니고 세종캠퍼스 [개설과목]이 기준입니다. 세종캠퍼스 소속학생이 서울캠퍼

스 개설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은 적용사항이 없으며, 서울캠퍼스 소속학생이 세종캠퍼스 개

설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나. 16/1학기 포함이후 세종캠퍼스 개설교과목을 최초이수한 사항에 대한 재수강이라도, F 부여받은 사항에 대

한 재수강은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예) 16/1학기 F → 17/1학기 C+ → 18/1학기 재수강까지 가능.

  (F에 대한 재수강은 제한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17/1학기 C → 18/1학기 재수강'가 1회의 재

수강임.)

 

다. 16.03.01 개정 사항 외 14.03.01 이후 규정 개정 (제74조 제2호 내지 제4호) 세부사항 안내

 

가. 규정 제74조 제1항은 14학년도 이전/이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나. 규정 제74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최초 이수학기가 14/1학기 (포함)이후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최초 이수학기가 14/1학기 (포함)이후인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부터, 재수강은 최고 A등급까지 부여가능하

고, 삼수강 이상은 최고 B+등급까지 부여가능하도록 구분함. 

▶ 단, 최초 이수학기가 16/1학기 (포함)이후인 세종캠퍼스 개설교과목의 경우 -F등급이 아닌 경우- 삼수강은 

불가함.

2) 최초 이수학기가 14/1학기 (포함)이후인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부터, 성적증명서에 기존 취득과목과 재수강 

취득과목을 모두 표기.

3) 최초 이수학기가 14/1학기 (포함)이후인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부터, 성적증명서에 기존 취득과목과 재수강 

취득과목 중 등급이 낮은 과목은 R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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