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학부(학과) 전공 내선번호

공공사회학전공 044-860-1250

통일외교안보전공 044-860-1270

국가통계전공

빅데이터전공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044-860-1510

044-860-1540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044-860-1310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사이버보안전공 044-860-1656

디스플레이융합전공

반도체물리전공

044-860-1340

044-860-1440

044-860-1330

044-860-1350, 1420

044-860-1410

044-860-1430

044-860-1450

044-860-1460

044-860-1858

044-860-1858

스마트도시학부 044-860-1857

한국학전공 044-860-1210

중국학전공 044-860-1220

영미학전공 044-860-1230

독일학전공 044-860-1240

044-860-1599

044-860-1530

044-860-1520

디지털경영전공 044-860-1560

고고미술사학전공

문화ICT융합전공

미디어문예창작전공 044-860-1280

문화콘텐츠전공 044-860-1650

디지털매체문화융합전공 디지털매체문화융합전공 044-860-1260

스포츠과학전공 044-860-1360

스포츠비즈니스전공 044-860-1592

약학대학 044-860-1604

※ 글쓰기, 1학년세미나, Academic English, CB프로그램 관련 문의 : 세종교양교육원(044-860-1901)

스마트도시학부

정부행정학부

약학과

세종캠퍼스 학과(전공)행정실 연락처

생명정보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자유공학부

미래모빌리티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044-860-1550

044-860-1320

044-860-1260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학부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문화스포츠대학

문화유산융합학부

문화창의학부

국제스포츠학부

공공정책대학

공공사회 통일외교학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과학기술대학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싞소재화학과

전자 및 정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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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폐지 비고

한국문화의이해(전공필수)

한국의전통문화

언어의이해

한국어발음교육법

한국어문법교육법

한국어어휘교육법

한국어교수법

대조언어학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실습(선수지정)

한국어교재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어문규범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영강)

(2018년 신설)현장실습Ⅰ, Ⅱ, 

Ⅲ

(2019년 신설)응용언어학

(2019년 신설)아동청소년을위

한한국어교육

(2019년 신설)멀티미디어를활

용한한국어교육

(2022년 신설)한국어세미나

(2022년 신설)한국문화세미나

KLLS462 한국어연구사

KLLS371 고전문학작가론

KLLS302 한국어의문장구조

KLLS411 한국어의의미구조

KLLS312 인터넷과한국어

KLLS362 중세국어강독

KLLS372 고전문학과현대문학

KLLS474 고전문학세미나

KLLS311 한국어의방언

(2022년 폐지)실용한국사Ⅰ

(2022년 폐지)실용한국사Ⅱ

폐지 과목

유사 과목 없음

2017-2022학년도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경과조치

  1. 2017학년도 개편사항
    1) 학과 명칭 변경: 국어국문학과 →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2) 학수번호 변경: “KLLS” → “KORS”

  2. 전공 교과목 신설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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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개편 후

유사/
신설/
폐지

현행 교과과정
(2016학년도 이전 국어국문학과)

신 교과과정
(2017학년도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학수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 명

KLLS161
(전공필수)

3(3) 한국문학의이해
KORS172
(전공선택)

3(3) 한국문학의이해(한)(교) 유사

KLLS162
(전공필수)

3(3) 한국어의이해
KORS171
(전공선택)

3(3) 한국어의이해(한)(교) 유사

KLLS223 3(3) 구비문학의이해 KORS201 3(3) 한국의구비문학 유사

KLLS424 3(3) 민속예술론 KORS202 3(3) 한국의민속예술 유사

KLLS233 3(3) 대중문학의이해 KORS301 3(3) 한국대중문학의이해(교) 유사

KLLS461 3(3) 한국어변천사 KORS305 3(3) 한국어의뿌리와역사(한)(교) 유사

KLLS201 3(3) 한국어의말소리 KORS319 3(3) 한국어의말소리(한)(교) 유사

KLLS412 3(3) 한국어학세미나 KORS174 3(3) 실용한국어 유사

KLLS472 3(3) 고전문학사의쟁점 KORS175 3(3) 실용한국사Ⅰ 유사

KLLS231 3(3) 현대문학사의전개 KORS176 3(3) 실용한국사Ⅱ 유사

KLLS421 3(3) 한국한문학의이해 KORS177 3(3) 실용한자Ⅰ 유사

KLLS322 3(3) 고전비평의이해 KORS178 3(3) 실용한자Ⅱ 유사

KLLS261 3(3) 광고홍보언어론 KORS486 3(3) 한국학과정보화 유사

KLLS281 3(3) 아동문학의이해 KORS302 3(3) 한국아동문학감상 유사

KLLS335 3(3) 현대희곡의이해 KORS485 3(3) 한국문화와미디어 유사

KLLS333 3(3) 현대비평의이해 KORS308 3(3) 한국문화비평연습 유사

KLLS382 3(3) 영상문학의이해 KORS219 3(3) 한국문화산업의이해 유사

KLLS321 3(3) 한국고전문학명작감상 KORS217 3(3) 한국의문화원형 유사

KLLS426 3(3) 현대문학명작감상 KORS303 3(3) 스토리텔링연습 유사

KLLS332 3(3) 현대작가론 KORS487 3(3) 문화캐릭터기획과개발 유사

KLLS482 3(3) 현대문학세미나 KORS488 3(3) 한국학과캡스톤디자인 유사

KLLS221 3(3) 고전문학사 KORS209 3(3) 한국고전문학사(교) 유사

KLLS232 3(3) 현대시의이해 KORS309 3(3) 한국현대시의이해(교) 유사

 3. 유사과목 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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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LS334 3(3) 현대소설의이해 KORS316 3(3) 한국현대소설의이해(교) 유사

KLLS422 3(3) 고전소설의이해 KORS211 3(3) 한국고전소설의이해(교) 유사

KLLS323 3(3) 고전시가의이해 KORS491 3(3) 지역문화산업개발연습 유사

KLLS192 3(3) 국어교과교육론 KORS191 3(3) 국어교과교육론(교) 유사

KLLS194 3(3) 논리및논술지도법 KORS194 3(3) 논리및논술지도법(교) 유사

KLLS191 2(2) 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KORS192 2(2) 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교) 유사

KLLS462 3(3) 한국어연구사 폐지

KLLS371 3(3) 고전문학작가론 폐지

KLLS302 3(3)  한국어의문장구조 폐지

KLLS411 3(3) 한국어의의미구조 폐지

KLLS312 3(3) 인터넷과한국어 폐지

KLLS362 3(3) 중세국어강독 폐지

KLLS372 3(3) 고전문학과현대문학 폐지

KLLS474 3(3) 고전문학세미나 폐지

KLLS311 3(3) 한국어의방언 폐지

KORS181 3(3) 한국문화의이해(전공필수) 신설

KORS304 3(3) 한국의전통문화 신설

KORS179 3(3) 언어의이해 신설

KORS314 3(3) 한국어발음교육법 신설

KORS312 3(3) 한국어문법교육법 신설

KORS323 3(3) 한국어어휘교육법 신설

KORS215 3(3) 한국어교수법 신설

KORS206 3(3) 대조언어학 신설

KORS182 3(3) 한국어교육개론 신설

KORS208 3(3) 한국어표현교육법 신설

KORS207 3(3) 한국어이해교육법 신설

KORS313 3(3) 한국문화교육론 신설

KORS318 3(3) 한국어교육실습(선수지정) 신설

KORS317 3(3) 한국어교재론 신설

KORS212 3(3) 한국어문법론 신설

KORS306 3(3) 한국어평가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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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214 3(3) 한국어어문규범 신설

KORS321 3(3)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영강)
신설

KORS493 3(3) 현장실습Ⅰ(선수지정) 2018년
신설

KORS494 3(3) 현장실습Ⅱ(선수지정) 2018년
신설

KORS495 6(3) 현장실습Ⅲ(선수지정) 2018년
신설

KORS216 3(3) 응용언어학
2019년
신설

KORS322 3(3)
아동·청소년을위한한국어

교육
2019년
신설

KORS307 3(3)
멀티미디어를활용한한국

어교육

2019년
신설

KORS150 3(3) 한국어와한국문화 KORS161 3(3) 한국어와한국문화
2021년
유사

KORS175 3(3) 실용한국사Ⅰ
2022년
폐지

KORS176 3(3) 실용한국사Ⅱ
2022년
폐지

KORS324 3(3) 한국어세미나
2022년
신설

KORS325 3(3) 한국문화세미나
2022년
신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전공 필수 

제1전공 선택

6학점

36학점

3학점

36학점

심화전공 18학점 18학점

복수전공 36학점(전공필수 6학점 포함) 45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이중전공 36학점(전공필수 6학점 포함) 39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부전공 21학점(전공필수 6학점 포함) 21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4. 교육과정 전공 이수 학점 변경(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전공 이수학점과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이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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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161 한국어와한국문화

택2* 

글로벌학부생은 소속 전공과 상관없이 3개의 선

택교양 중 2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해야 함(교과

목의 영역이 ‘전공관련교양’에서 ‘선택교양’으로 

변경되나, 글로벌학부 선택교양 3개 교과목에서 

2개 선택 이수해야 하는 조건에는 변동이 없습

니다).

(학사구조개편: 독일학전공 폐지에 따른 선택교

양 교과목 개정 및 교육과정표 반영: GERS161 

‘독일의언어문화’ 폐지)

ENGS161 영미어문의이해

CHIS163 현대중국개황

변경 전

국어국문학과 졸업요구 조건

변경 후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졸업요구 조건

1) 총 요구학점 : 130학점 이상 취득 1) 총 요구학점 : 130학점 이상 취득

2) 전공요구학점

가) 기본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42학점

(전공필수 6학점 포함)

나) 심화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60학점

2) 전공요구학점

가) 기본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39학점

(전공필수 3학점 포함)

나) 심화전공 이수자의 최소전공이수학점 : 57학점

3) 졸업요구조건

가) 졸업논문 졸업시험 시행여부 및 방법 : 졸업논

문(단, 학술조사1회 이상 참여한 자는 학술조사

로 대체함)

나) 공인영어 기준점수(택 1하여 기준점수 이상 취

득)

구분 TOEIC

TOEFL
TOSEL

(A)
TEPS IELTS

PBT CBT iBT

기준
점수

550 470 150 52 350 400 4.5

3) 졸업요구조건

가)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 학술조사 없음

나) 공인영어 기준점수(택 1하여 기준점수 이상 취

득)

구분 TOEIC

TOEFL
TOSEL

(A)
TEPS IELTS

PBT CBT iBT

기준
점수

550 470 150 52 350 400 4.5

다) 한자인증 없음

때문에,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7. 참조. 

  5. ‘전공관련교양’에서 ‘선택교양’으로 변경(유사)(2021년 변경)(2022년 
추가 변경)

  6. 졸업요구조건 변경(“변경 후”는 2017학번부터 적용됨. 전과 여부와 
무관하게 졸업요구조건은 학번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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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자인증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2급 이
상 취득 또는 교양한자, 교양한문수업으로 대체
가능

<외국인 졸업요구조건>
  가) 공인영어성적 면제
  나)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

4) 학사편입, 2~3학년 일반편입, 이중전공, 

복수전공자들의 전공 및 이수학점 지정에 관한 

학과(부)내규

가) 학사편입 : *60학점이상 이수(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30학점, 일반선택 24학점)

*영어강의 3과목 이수

*공인영어(외국어) 취득 및 한자

인증 해당학번과 동일

나) 일반편입 : *해당학번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과목이수는 본교 인정과목 확인

받은 후, 앞으로 이수해야할 과목을 학과에서 추

후 지정함

다) 복수전공 - 36학점(전공필수 6학점 포함)

이중전공 - 36학점(전공필수 6학점 포함)

부 전 공 - 21학점(전공필수 6학점 포함)

4) 학사편입, 2~3학년 일반편입, 이중전공, 

복수전공자들의 전공 및 이수학점 지정에 관한 

학과(부)내규

가) 학사편입 : *60학점이상 이수(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36학점, 일반선택 24학점)

*영어강의 3과목 이수

나) 일반편입 : *해당학번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과목이수는 본교 인정과목 확인

받은 후, 앞으로 이수해야할 과목을 학과에서 추

후 지정함

다) 복수전공 - 45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이중전공 - 39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부 전 공 - 21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영  역

필수 이수 학점

개설 교과목제1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2급 3급 과목명 전필 선택

【1영역】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한국어의이해
한국어의말소리

한국어의뿌리와역사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문규범

○
○
○
○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언어의이해
대조언어학
응용언어학

○
○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발음교육법
한국어문법교육법
한국어어휘교육법
한국어표현교육법

○
○
○
○
○

  7.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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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교수법
한국어교재론
한국어평가론

아동·청소년을위한한
국어교육

멀티미디어를활용한
한국어교육

○
○
○
○
○

○

【4영역】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한국문화의이해
한국문학의이해
한국의전통문화

한국문화와미디어*
한국대중문학의이해*

○
○
○
○
○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한국어교육실습** ○

합  계 45학점 21학점

 * 한국문화와미디어, 한국대중문학의이해는 2019학년도 이후로 수강한 과목에 한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과목으로 인정함.

** 한국어교육실습은 1영역, 3영역을 합쳐 24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해 수강 가능.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한국학전공을 제1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하였을 
때 취득할 수 있다. 제1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은 2급, 부전공은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한국학전공으로 이중전공 시 졸업요구학점은 39학점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적으
로 45학점을 ‘7.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표에 따라 이수해
야 하며,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2017학년도부터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해야 함. 자격증 수여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동일 교과목이더라도 2017학년도 2월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체의 유사과목도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TOPIK 한국어능력시험 6급 자격을 
갖춘 후 영역별 학점을 이수해야 함. 

  8. 경과조치
    1) 폐지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유사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함. 재수강 불가.
    2) 변경되는 전공 이수학점은 2017학년도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으로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
    3) 글로벌학부에서는 전공관련교양 4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전공별 소속과 관계없이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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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수하여야 함(2017학번부터 적용).
    4) 국어국문학과 소속에서 한국학전공으로 전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번 기준의 졸업요구

조건에 따름.
    5) 국어국문학과 소속에서 한국학 전공으로 전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번 기준의 교육과

정표를 따름(교양영어 또한 학번별 기 교육과정표에 적용을 받음).
    6) 국어국문학과 학생은 한국학 전공을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으로 할 수 없음.
    7)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신설되는 한국학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전공교과목

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한국어 교원 자격 신청은 소속이 한국학 전공인 학생만 
가능하며, 국어국문학과 학생은 불가함. 타과 학생의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중전공 또
는 부전공으로 합격하고 7.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KORS161 한국어와한국문화

택2 3(3), 3(3)CHIS163 현대중국개황

ENGS161 영미어문의이해

2023학년 1학기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수강신청 유의사항

1. 2023학번 신입생 전공선택 수강 신청 안내
 가. 중국학전공(중국학전공 전공배정 희망자) 신입생은 아래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수강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학기 실용중국어입문Ⅰ/실용중국어연습Ⅰ 

교과목명 학수번호 분반 이수구분 담당교수 비고

실용중국어입문Ⅰ CHIS171

01 전공선택 김준석

실용중국어연습Ⅰ CHIS173  

  나. 주의사항

   1) 실용중국어입문Ⅰ과 실용중국어연습Ⅰ은 세트 교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수강 신청 시 

두 과목 모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중국어 수준이 높은 학생은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023학번 신입생 선택교양 수강 신청 안내

 - 2023년 신입생은 재학 중 전공에 상관없이 글로벌학부 선택교양 3과목 중 2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필수로 수강해야 함.



3. 2017∼2020학번 전공관련교양 개편에 따른 수강 신청 안내
 가. 2017∼2020학번은 필수로 전공관련교양을 이수(4과목 중 택2)하여야합니다.

 나.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전공관련교양의 이수구분이 선택교양으로 변경이 되

었으므로 2017∼2020학번 학생 중 전공관련교양 미이수자는 아래와 같이 선택교양 카테고

리에서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공관련교양 → 선택교양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
학수번호

학점

(시간)

이수

구분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점

(시간)

이수

구분
교과목 명

KORS150

3(3)

전공

관련

교양

한국어와한국문화 KORS161

3(3)
선택

교양

한국어와한국문화

이수구분 변경

학수번호 변경

유사정의

ENGS151 영미어문의이해 ENGS161 영미어문의이해

CHIS161 현대중국개황 CHIS163 현대중국개황

GERS150 독일의언어문화 GERS161 독일의언어문화



4. 2017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사항
   가. 학과 명칭 변경: 중국학부 →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나. 학수번호 이니셜 변경: CLLS → CHIS

   다. 폐지 교과목 목록

    

구분 학수번호 학점(시간) 교과목명

폐지교과목

(유사과목이 

없으므로 재수강 

불가)

CLLS003 3(3) 무제강좌

CLLS142 3(3) 기초중국어독해

CLLS237 3(3) 초급중국어회화Ⅰ

CLLS239 3(3) 초급중국어회화Ⅱ

CLLS252 3(3) 중한번역입문Ⅱ

CLLS267 3(3) 통상중국어

CLLS270 3(3) 관광중국어

CLLS312 3(3) 현대중국어와중국문화

CLLS316 3(3) 중국현대문학과영화

CLLS318 3(3) 응용중국어

CLLS340 3(3) 매스컴중국어

CLLS357 3(3) 중국대중문화

CLLS362 3(3) 중국현장실습Ⅱ

CLLS363 3(3) 중국현장실습Ⅰ

CLLS364 3(3) 중국국제경영중국어

CLLS365 3(3) 비지니스중국어

CLLS375 3(3) 중국전통사상선독

CLLS376 3(3) 고전단편읽기

CLLS377 3(3) 중국시의세계

CLLS387 3(3) 중국당대문화비평

CLLS388 3(3) 삼국지인간학

CLLS419 3(3) 중국현대문화세미나

CLLS451 3(3) 중국기업론

CLLS452 3(3) 화교사회의이해

CLLS453 3(3) 중국인의성격연구

CLLS463 3(3) 중국전통문화주제탐구

 



변경 전 (∼2016년도) 변경 후 (2017년도)

변경 내용
학수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 명

CLLS269 3(3) 현대중국개황 CHIS161 3(3) 현대중국개황
이수구분변경

(전공선택→전공관련교양)
학수번호변경

CLLS171 3(3) 초급중국어Ⅰ CHIS171 3(3) 실용중국어입문Ⅰ
신설

유사정의

CLLS126 3(3) 초급중국어Ⅱ CHIS172 3(3) 실용중국어입문Ⅱ
신설

유사정의

CLLS131 2(2) 중국어실습Ⅰ CHIS173 2(2) 실용중국어연습Ⅰ
신설

유사정의

CLLS132 2(2) 중국어실습Ⅱ CHIS174 2(2) 실용중국어연습Ⅱ
신설

유사정의

CLLS180 3(3) 중국학입문 CHIS182 3(3) 중국학입문
이수구분변경

(전공필수→전공선택)
학수번호변경

CLLS339 3(3) 스크린중국어 CHIS201 3(3) 중국문화기초독해
신설

유사정의

    라. 신설교과목 목록

    

구분 학수번호 학점(시간) 교과목명

신설교과목

CHIS202 3(3) 중국사회기초독해

CHIS241 3(3) 고대중국역사개관

CHIS242 3(3) 현대중국역사개관

CHIS281 3(3) 중국정치체제의구조와특성

CHIS282 3(3) 정치지도자와중국정치

CHIS304 3(3) 신조어로중국사회읽기

CHIS344 3(3) 80후∙90후시대의중국영화

CHIS345 3(3) 중국역사현장탐구

CHIS363 3(3) 사회주의시장경제와중국영화산업의발전

CHIS364 3(3) 중국기업의발전전망탐색

CHIS381 3(3) 21세기중국사회의주요문제

CHIS382 3(3) 현대중국의국제관계

CHIS384 3(3) 21세기중국정치철학유파

CHIS461 3(3) 21세기중국경제정책고찰

CHIS462 3(3) 글로벌시대의중국경제이슈

CHIS481 3(4)

캡스톤디자인

2학점→3학점으로 학점 변경(2019년 2학기~)
CHIS483→CHIS481로 학수번호 변경(2019년 2학기~)
CHIS483 캡스톤디자인과 유사정의(2019년 2학기~)

  

    마. 교과목 변경 현황(유사정의)



CLLS231 3(3) 중급중국어Ⅰ CHIS203 3(3) 중국문화정보정독
신설

유사정의

CLLS232 3(3) 중급중국어Ⅱ CHIS204 3(3) 중국사회정보정독
신설

유사정의

CLLS241 3(3) 중국어문법Ⅰ CHIS205 3(3)
중국어문장구조의이해 

및작성법입문
신설

유사정의

CLLS353 3(3) 중국어작문Ⅰ CHIS206 3(3)
중급중국어문장

구조의이해및작성법
신설

유사정의

CLLS233 3(3) 중급중국어회화Ⅰ CHIS207 3(3) 중급중국어회화Ⅰ 학수번호변경

CLLS234 3(3) 중급중국어회화Ⅱ CHIS208 3(3) 중급중국어회화Ⅱ 학수번호변경

CLLS153 3(3) 실용한문특강Ⅰ CHIS209 3(3) 실용한문특강Ⅰ 학수번호변경

CLLS154 3(3) 실용한문특강Ⅱ CHIS210 3(3) 실용한문특강Ⅱ 학수번호변경

CLLS373 3(3) 현대중국문화탐색 CHIS243 3(3)
현대중국사회와
영화문학의명작

신설
유사정의

CLLS242 3(3) 중국어문법Ⅱ CHIS301 3(3) 중국어문법특강
신설

유사정의

CLLS266 3(3) 중국어작문Ⅱ CHIS302 3(3) HSK작문
신설

유사정의

CLLS458 3(3) 한중문화비교연구 CHIS303 3(3) 한중문화기행중국어
신설

유사정의

CLLS350 3(3) 시사중국어 CHIS305 3(3) 중국시사읽기
신설

유사정의

CLLS251 3(3) 중한번역입문Ⅰ CHIS306 3(3) 중국어번역연습
신설

유사정의

CLLS338 3(3) 고급중국어 CHIS310 3(3) 중국고급정보정독
신설

유사정의

CLLS354 3(3) 중국문화지리개설 CHIS341 3(3) 중국문화지리개설 학수번호변경

CLLS417 3(3) 중국문화특강 CHIS342 3(3) 중국문화특강 학수번호변경

CLLS454 3(3) 중국생활문화 CHIS343 3(3) 중국음식문화
신설

유사정의

CLLS457 3(3) 중국지역문화연구 CHIS346 3(3) 중국문화현장탐구
신설

유사정의

CLLS320 3(3) 중국경제론 CHIS361 3(3) 중국경제론 학수번호변경

CLLS322 3(3) 중국경제산책 CHIS362 3(3) 중국경제세미나
신설

유사정의

CLLS359 3(3) 고급중국어회화Ⅰ CHIS401 3(3) 중국어프리젠테이션연습
신설

유사정의

CLLS360 3(3) 고급중국어회화Ⅱ CHIS402 3(3) 시사이슈중국어토론
신설

유사정의

CLLS381 3(3) 중국어교과교육론 CHIS403 3(3) 중국어교과교육론 학수번호변경

CLLS201 3(3) 중국고전문학사 CHIS441 3(3) 중국고전문학사 학수번호변경

CLLS202 3(3) 중국현대문학사 CHIS442 3(3) 중국현대문학사 학수번호변경

     



개편 전 필수과목 목록(∼2016학년도) 개편 후 필수과목 목록(2017학년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CLLS180 중국학입문 3

CHIS310 중국고급정보정독 3

CLLS241 중국어문법Ⅰ 3

CLLS338 고급중국어 3

CLLS359 고급중국어회화 3

CLLS373 현대중국문화탐색 3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KORS150  한국어와한국문화

택2 3(3), 3(3)
CHIS161  현대중국개황
ENGS151  영미어문의이해
GERS150  독일의언어문화

전공구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2중전공
전공필수 CHIS310 중국고급정보정독 3

2017-1학기

진입생

부터적용

전공선택 33
합계 36

복수전공
전공필수 CHIS310 중국고급정보정독 3
전공선택 33

합계 36

부전공
전공필수 CHIS310 중국고급정보정독 3
전공선택 18

합계 21

개편 전 전공이수학점(∼2016학년도) 개편 후 전공이수학점(2017학년도∼)
전공필수 15 전공필수 3

전공선택(이중전공자) 42(21) 전공선택(이중전공자) 54(33)
합계(이중전공자) 57(36) 합계(이중전공자) 57(36)

  바. 2017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기본원칙: 모든 학생은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전과생 포함)

     2) 2016학번 이전 학생(2016학번포함)에 대한 경과조치

      가) 신설 교과목 수강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나) 폐지 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없으며, 이미 이수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다) 유사 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입학년도의 이수구분으로 인정한다.

   사. 2017학번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신입생부터 전공필수 학점을 3학점으로 축소 함.

   

  아. 2017학번 신입생부터 전공에 상관없이 글로벌학부 전공관련교양 4과목 중 2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필수로 수강해야함.     

   ※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2021년도부터 전공관련교양의 이수구분 및 학수번호가 변경 됨.

     (본 문서 2. 2017∼2020학번 전공관련교양 개편에 따른 수강 신청 안내 참조)

  

  자. 다전공(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2017-1학기 진입생부터 전공필수 학점을 3학점으로  

    축소 함. 

 ※ 다전공(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자) 2016년도까지 진입자는 해당 진입년도 다전공 이

수지정 과목표에 따르며, 신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는 제1전공자와 동일하게 적용

한다.



5. 2019학년도 개편사항
   가. 교과목 변경 현황

변경 전 (2017년도∼2019년도 1학기) 변경 후 (2019년도 2학기∼ )
변경 내용

학수번호
학점

(시간)

이수

구분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점

(시간)

이수

구분
교과목 명

CHIS483 2(4)
전공

선택
캡스톤디자인 CHIS481 3(4)

전공

선택
캡스톤디자인

학수번호 변경

학점 변경

유사정의   

   나. 2019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유사 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있다.

6. 2021학년도 개편사항
   가. 교과목 변경 현황

변경 전 (2017년도∼2020년도) 변경 후 (2021년도∼ )
변경 내용

학수번호
학점

(시간)

이수

구분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점

(시간)

이수

구분
교과목 명

CHIS161 3(3)

전공

관련

교양

현대중국개황 CHIS163 3(3)
선택

교양
현대중국개황

학수번호 변경

이수구분 변경

유사정의   

   나. 2021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유사 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입학년도의 이수구분으로 인정한다.

      (∼2016학번: 전공선택, 2017∼2020학번: 전공관련교양, 2021학번∼: 선택교양)

7. 2022학년도 개편사항
   가.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신설 교과목 수강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폐지 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없으며, 이미 이수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유사 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입학년도의 이수구분으로 인정한다.

   

   나. 폐지 교과목 목록

구분 학수번호 학점(시간) 교과목명 비고

폐지 CHIS344 3(3) 80후·90후시대의중국영화 개설이력없음   

  

  다. 신설 교과목 목록

구분 학수번호 학점(시간) 교과목명 비고

신설 CHIS483 3(3) 중국산업동향보고제작PBL 2022-1학기 신설



변경 전 (∼2021년도) 변경 후 (2022년도∼)

변경 내용
학수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 명

CHIS243 3(3)
현대중국사회와

영화문학의명작
CHIS347 3(3) 중국,백년의삶과문화

신설

유사정의

CHIS362 3(3) 중국경제세미나 CHIS463 3(3) 중국의지역경제와비즈니스문화 
신설

유사정의

CHIS461 3(3) 21세기중국경제정책고찰 CHIS252 3(3) 중국어로배우는경제학기초
신설

유사정의

  라. 교과목 변경 현황(유사정의)

     

 마. 신설 교과목 목록

구분 학수번호 학점(시간) 교과목명 비고

신설 CHIS292 1(2) 한중크림슨메이트 2022-2학기 신설

8.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사항
  가.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신설 교과목 수강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폐지 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없으며, 이미 이수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나. 폐지 교과목 목록

구분 학수번호 학점(시간) 교과목명 비고

폐지 CHIS342 3(3) 중국문화특강

폐지 CHIS345 3(3) 중국역사현장탐구

폐지 CHIS346 3(3) 중국문화현장탐구   

  

  다. 신설 교과목 목록

구분 학수번호 학점(시간) 교과목명 비고

신설 CHIS391 1(1) 커리어비전세미나Ⅰ 2023-1학기 신설

신설 CHIS392 1(1) 커리어비전세미나Ⅱ

※ 2023학번부터는 졸업요건으로 커리어비전세미나Ⅰ, 커리어비전세미나Ⅱ 중 1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은 4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 해 수강이 가능.(편입생은 등록 학기 수
와 무관하게 수강 가능)



영어영문학과, 영미학전공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졸업요구조건 중 영어강의(제2외국어 강의) 이수 관련 주의사항

  1) 2004~2006학년도 입학생

: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를 제외한 

영어강의(제2외국어 강의) 5과목 이상 이수

  2) 2004~2006학년도 학사편입생

: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를 제외한 

영어강의(제2외국어 강의) 3과목 이상 이수

  3)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통합영어(회화)Ⅰ, 통합영어(회화)Ⅱ,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를 제외한 영어강의(제2외국어 강의) 5과목 이상 이수

: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영어강의 이수 (다전공 과목의 영어강의도 이수 인정)

  4) 2007학년도 이후 학사편입생

: 통합영어(회화)Ⅰ, 통합영어(회화)Ⅱ,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를 제외한 영어강의(제2외국어 강의) 3과목 이상 이수

: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영어강의 이수 (다전공 과목의 영어강의도 이수 인정)

  5) 외국인 유학생

: 2018학년도 외국인 입학생부터 영어강의(제2외국어 강의) 이수 의무 면제

2. Flippd Class 이수 관련 주의사항

  1)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Flipped Class 강의 5과목 이상 이수

  2) 2021학년도 학사편입생부터 Flipped Class 강의 3과목 이상 이수

3. 전공관련교양 이수 관련 주의사항

  1) 기존 ‘전공관련교양’ 영역에서 ‘선택교양’ 영역으로 이수구분 변경

  2) 이수구분 변경과 관계없이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

4. 서울캠퍼스 개설교과목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은 서울캠퍼스 개설교과목 중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최

대 21학점 수강 가능하며, 해당 과목은 일반선택 영역으로 인정

  2) 학생 본인의 제1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은 수강 불가

  3)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를 제2전공(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4)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제한을 적용함

5. 산학협력친화형 전공 PBL 교과목 코드쉐어(전공선택 학점 인정) 관련 유의사항

  1) 2022학년도 1학기 이전 : 산학협력친화형 PBL 교과목 중 기업기술혁신PBL Ⅰ(ELEN131) 

과목에 한하여 코드쉐어 인정

  2)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 산학협력친화형 PBL 교과목 6과목 전체 코드쉐어 인정      

(기업기술혁신PBL Ⅰ·Ⅱ, 사회혁신CBL Ⅰ·Ⅱ, 사회문제해결리빙랩PBL Ⅰ·Ⅱ)



6. 기업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코드쉐어(전공선택 학점 인정) 관련 유의사항

  1)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부터 기업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교과 중 공감·통찰 캡스톤 

디자인 Ⅰ·Ⅱ 과목에 한하여 코드쉐어 인정

  2) 혁신·융합 캡스톤 디자인 Ⅰ·Ⅱ 과목은 이공계 코드쉐어 과목으로 영미학전공에서는 

코드쉐어를 인정하지 않음



~2020학년도 : RC프로그램 2021학년도~ : CB프로그램
비고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RCAM001 아트앤미디어 1 (1) CBAM001 아트앤미디어 1 (1) 유사

RCCE001 창의교육멘토링 1 (1) CBCE001 창의교육멘토링 1 (1) 유사

RCCR001 문화감성멘토링 1 (1) CBCS001 문화감성멘토링 1 (1) 유사

RCGF001 글로벌역량멘토링 1 (1) CBGF001 글로벌역량멘토링 1 (1) 유사

CBRS001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 문제해결
1 (1) 신설

RC프로그램·CB프로그램은 2017~2022학번만 적용 (2023학년도 이후 입학생 미적용)

2017학년도 전공관련교양 신설 2020학년도 전공관련교양 변경 (유사)

KORS150 한국어와한국문화 KORS161 한국어와한국문화

CHIS161 현대중국개황 CHIS163 현대중국개황

ENGS151 영미어문의이해 ENGS161 영미어문의이해

GERS150 독일의언어문화 GERS161 독일의언어문화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들은 전공관련교양 2과목 이상 이수

2020학년도 이후 전공관련교양에서 선택교양으로 이수구분 변경

~2022학년도 : Academic English 2023학년도~ : Global English

SLSC001 Academic English Ⅰ SLSC023 Global English Ⅰ

SLSC002 Academic English Ⅱ SLSC024 Global English Ⅱ

SLSC003 Academic English Ⅲ SLSC025 Global English Ⅲ

SLSC004 Academic English Ⅳ SLSC026 Global English Ⅳ

2017~2023학년도 글로벌학부 영미학전공 교과과정 개편

1. 교과과정 개편사항

  1) 명칭 변경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학부 영미학전공

  2) 교과목 학수번호 변경 : ELLS → ENGS

  3) 전공 이수 학점 변경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① 기본전공 : 전공선택 36학점 이수 (기존) → 전공선택 39학점 이수 (변경)

     ② 심화전공 : 심화전공 18학점 이수 (기존) → 심화전공 21학점 이수 (변경)

  4) 전공관련교양 신설 및 변경

  5) RC프로그램 개편 : RC프로그램 → CB프로그램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6) Academic English 변경 : Academic English -> Global English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7) 정보적사고·CB프로그램 폐지 및 디지털리터러시입문(DSAI001) 신설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개편 전 개편 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ELLS003 무제강좌 3 ENGS412 영미주제연구 3 유사

ELLS191 영어교과교육론 3 ENGS317 영어교과교육론 3 유사

ELLS205 실용영문법 3 ENGS255 실용영문법 3 유사

ELLS207 영어학개론 3 ENGS257 영어학개론 3 유사

ELLS209 영미아동문학읽기 3 ENGS259 영미아동문학읽기 3 유사

ELLS211 영문의이해 3 ENGS203 영문의이해 3 유사

ELLS212 영어학강독 3 ENGS257 영어학개론 3 유사

ELLS213 영작문회화Ⅰ 3 ENGS251 영작문회화Ⅰ 3 유사

ELLS214 영작문회화Ⅱ 3 ENGS252 영작문회화Ⅱ 3 유사

ELLS232 영국소설 3 ENGS314 영미소설 3 유사

ELLS234 영어음성학 3 ENGS204 영어음성학 3 유사

ELLS242 20세기미국시 3 ENGS313 영미시 3 유사

ELLS243 영국문학사 3 ENGS321 영국문학사 3 유사

ELLS253 테스트영어 3 ENGS305 테스트영어 3 유사

ELLS254 영어표현연습 3 ENGS302 영어표현연습 3 유사

ELLS255 영미단편읽기 3 ENGS261 영미단편 3 유사

ELLS256 영미권생활의이해 3 ENGS265 영미권생활의이해 3 유사

ELLS257 미디어영어 3 ENGS253 미디어영어 3 유사

ELLS258 우리시대영미소설 3 ENGS406 우리시대영미소설 3 유사

ELLS262 영어독해연습 3 ENGS203 영문의이해 3 유사

2. 전공과목 변경사항 : ~2017학년도



ELLS263 영어실습 3 ENGS311 영어실습 3 유사

ELLS264 영어교육학개론 3 ENGS263 영어교육학개론 3 유사

ELLS265 팝스잉글리쉬 3   3 폐지

ELLS341 19세기미국시 3 ENGS313 영미시 3 유사

ELLS343 미국소설 3 ENGS314 영미소설 3 유사

ELLS344 18세기영문학 3 ENGS321 영국문학사 3 유사

ELLS345 미국희곡 3 ENGS318 영미희곡 3 유사

ELLS346 영미문화배경 3 ENGS262 영미문화배경 3 유사

ELLS348 영미언어 3 ENGS304 영미언어 3 유사

ELLS352 미국문학사 3 ENGS326 미국문학사 3 유사

ELLS354 영국희곡 3 ENGS318 영미희곡 3 유사

ELLS356 낭만시의이해 3 ENGS313 영미시 3 유사

ELLS358 미국산문 3 ENGS403 영미산문 3 유사

ELLS359 영국산문 3 ENGS403 영미산문 3 유사

ELLS366 영어구문과의미 3 ENGS306 영어구문과의미 3 유사

ELLS367 소설과영화 3 ENGS256 소설과영화 3 유사

ELLS372 대중매체번역 3 ENGS309 대중매체번역 3 유사

ELLS373 일반번역 3 ENGS307 일반번역 3 유사

ELLS376 영어교육평가 3 ENGS324 영어교육평가 3 유사

ELLS377 영어회화Ⅰ 3 ENGS201 영어회화Ⅰ 3 유사

ELLS378 영어회화Ⅱ 3 ENGS202 영어회화Ⅱ 3 유사

ELLS379 영어교육방법론 3 ENGS258 영어교육방법론 3 유사



ELLS413 시사영어 3 ENGS401 시사영어 3 유사

ELLS432 영어발달사 3 ENGS332 영어발달사 3 유사

ELLS433 셰익스피어 3 ENGS405 셰익스피어 3 유사

ELLS438 번역연습 3 ENGS254 번역연습 3 유사

ELLS443 문학번역 3 ENGS307 일반번역 3 유사

ELLS445 영어습득론 3 ENGS407 영어습득론 3 유사

ELLS448 영어교육실습 3 ENGS408 영어교육실습 3 유사

ELLS451 미국시Ⅰ 3 ENGS313 영미시 3 유사

ELLS452 미국시Ⅱ 3 ENGS313 영미시 3 유사

   ENGS402 영어습득과문화 3 신설

   ENGS404 한영번역 3 신설

   ENGS323 미국문화 3 신설

   ENGS328 영국문화 3 신설

   ENGS308 미국사 3 신설

   ENGS301 영국사 3 신설

   ENGS409 영미사회의이해 3 신설

   ENGS264 영미전설과동요·동화 3 신설

   ENGS267 영미인물사 3 신설

   ENGS336 영미학세미나 3 신설

   ENGS266 세계속의영국과미국 3 신설

   ENGS161
영미어문의이해

(전공관련교양)
3 신설



개편 전 개편 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ENGS201 영어회화Ⅰ 3 폐지

ENGS202 영어회화Ⅱ 3 폐지

ENGS309 대중매체번역 3 폐지

ENGS332 영어발달사 3 폐지

ENGS151 영미어문의이해 3 ENGS161 영미어문의이해 3 유사

ENGS405 셰익스피어 3 ENGS337 영미대중예술 3 유사

ENGS256 소설과영화 3 ENGS346 문학과영화 3 유사

ENGS339 영연방연구 3 신설

ENGS268 영어권업무영어 3 신설

ENGS341

Civics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3 신설

ENGS343

Regional Studies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3 신설

ENGS340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3 신설

ENGS344

Social Issues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3 신설

3. 교과목 변경사항 : 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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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2020년 교육과정

(개편 전)
2021년 교육과정

(개편 후) 비고
이수구분 학수번호 이수구분 학수번호

기업과경영 전공관련교양 GLOB150 학문의기초 GLOB161 유사과목
기업경제학 전공관련교양 GLOB160 학문의기초 GLOB162 유사과목
경영통계 전공관련교양 GLOB170 학문의기초 GLOB163 유사과목

회계정보의이해 전공관련교양 GLOB180 학문의기초 GLOB164 유사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개설학과 비고
CHIS364 중국기업의발전전망탐색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글로벌경영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

CHIS462 글로벌시대의중국경제이슈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DIGB344 마케터를위한데이터분석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DIGB414 파이썬을활용한BusinessDataAnalytics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DIGB441 알고리즘투자전략 융합경영학부 디지털경영전공
EIEN131 기업기술혁신 PBL Ⅰ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공학과
EIEN132 기업기술혁신 PBL Ⅱ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공학과
EIEN133 사회혁신 CBL Ⅰ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공학과
EIEN134 사회혁신 CBL Ⅱ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공학과
EIEN135 사회문제해결리빙랩 PBL Ⅰ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공학과
EIEN136 사회문제해결리빙랩 PBL Ⅱ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공학과
EIEN129 지역사회혁신공감실습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공학과
EICI301 공감·통찰캡스톤디자인Ⅰ 크림슨산학융합원
EICI302 공감·통찰캡스톤디자인Ⅱ 크림슨산학융합원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수강신청 유의사항

1. 2021년 '전공관련교양' 폐지에 따른 개편 안내

2. 2021년 '전공관련교양' 폐지에 따른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원칙적으로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나. 유사 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입학 당시의 이수구분으로 인정한다.
다.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는 제1전공

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구 교육과정 이수자들이 신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고려대학교 시행세칙 「교육과

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세칙」을 준용하고, 학과에서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타과개설 전공인정 교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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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공)

디지털경영전공
경영정보학과

자유
공학부

경제통계학부
국가통계/

빅데이터전공
사회복지
융합전공

디지털매체
문화융합전공

파생금융공학
융합전공

지식산업
융합전공

한류문화산업경영
융합전공

수강

허용

과목

경영통계

회계정보의이해

조직행동론

재무관리

마케팅

생산운영관리

핀테크

데이터사이언스개론

경영계량분석

경영과학

회계감사

기업과경영 마케팅조사론

품질경영

경영과학

기업경영과노동법 마케팅

소비자행동의이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마케팅사례연구

회계정보의이해

재무관리

투자이론과실제

표준과품질

기술경영론

비즈니스인텔리전스

혁신경영론

품질경영

서비스경영

글로벌비즈니스캡스톤디자인

융합경영캡스톤디자인

비즈니스인텔리전스

문화예술경영

경영세미나

융합경영캡스톤디자인

4. 타학과 수강신청 제한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자 포함)이 아닌 타학과생의 경우, 수강희망과목 
등록 및 수강신청 기간에는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타학과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여석에 한해 수강신
청이 가능합니다.

<타학과(전공) 수강허용 교과목 현황>

5. 수강신청 인원제한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은 50명 이하로 수강인원을 제한(과목별 차이 있음)하고 있습니다.

6. 선수과목
전공필수 GLOB211 「IRFS중급회계 I」 과목의 수강을 위해서는 학문의기초 GLOB164 「회계정보의이해」 
과목의 선수강이 필수임.
「회계정보의이해」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선수과목과 동시 수강은 불가함.

7. 유사과목 주의
교과과정개편으로 인한 교과목명 및 학수번호 변경에 유의하여 수강신청하기 바람.
- 확인방법 : 포탈> 수업> 학부 유사과목

8. 세종캠퍼스 졸업요구조건 신설 : Flipped Class 이수
「세종캠퍼스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규」 (2021.04.01 제정) 제18조(졸업요건)에 의함.
  1) 일반 학생 : Flipped Class 5과목 이상 이수
  2) 편입(일반편입/연계편입/학사편입) 학생 : Flipped Class 3과목 이상 이수
  * 적용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2021년에 입학한 19학번 편입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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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lipped Class(FC) 강좌 Type별 운영 방식 

 

10. 졸업요건 중 영어강의 수강 (대상 : 내국인 학생)

11. 졸업요건 중 영어강의 수강 (대상 : 외국인 학생)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경상대학 경영학부) 소속의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영어강의 
이수 의무 없음.

12. 졸업요건 중 영어강의 수강 (대상 : 이중전공, 복수전공 학생)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경상대학 경영학부)을 이중전공,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영강 이수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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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수강 관련 유의사항
재수강 시 취득 성적이 낮은 과목은 삭제 처리됩니다(동일 학점 취득 시에는 최근 이수한 과목이 삭제됨).
예를 들어, 최초 수강을 영강으로 하였으나, 재수강을 국강으로 하고, 더 높은 성적을 취득한 경우, 영강 
이수 과목은 삭제 처리됩니다. 졸업요건으로서의 영강이수 과목에서도 빠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외국인 신입생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한국어집중교육 이수 및 전공과목 수강 제한
적용 : 2019-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자부터
     -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에 따라 한국어집중교육 이수 의무
     -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에 따라 전공과목 수강을 제한함. 

TOPIK 3급 이하 TOPIK 4급 TOPIK 5급 이상

한국어집중교육 2학기 의무 이수
전공과목 수강 불가

한국어집중교육 1학기 의무 이수
전공과목은 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 가능

한국어집중교육 면제
전공과목 수강 가능(제한없음)

1) TOPIK 3급 이하자

구분 이수시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시간)

필수
과정

1차년도 제1학기
SLSC263 한국어말하기Ⅰ 교양 2(3)
SLSC265 한국어읽기Ⅰ 교양 2(3)
SLSC267 한국어쓰기Ⅰ 교양 2(3)

1차년도 제2학기
SLSC264 한국어말하기Ⅱ 교양 2(3)
SLSC266 한국어읽기Ⅱ 교양 2(3)
SLSC268 한국어쓰기Ⅱ 교양 2(3)

  ▶ 「세종캠퍼스 외국인 학부생 학사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전공과목 수강제한)에 있어 한국어능력
시험(TOPIK) 3급 이하인 학생이 1차년도 1학기 한국어집중교육 교과목을 모두 이수할 경우 한국어능
력시험(TOPIK) 4급(전공 6학점까지 신청 가능)으로 간주하고, 1차년도 1학기와 2학기 한국어집중교육
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전공과목 수강 제한없음)으로 간주한다.

2) TOPIK 4급

구분 이수시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시간)

필수
과정

1차년도 제1학기
SLSC264 한국어말하기Ⅱ 교양 2(3)
SLSC266 한국어읽기Ⅱ 교양 2(3)
SLSC268 한국어쓰기Ⅱ 교양 2(3)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학생이 교과목을 한국어집중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전공과목 수강 제한없음)으로 간주한다.

15. 졸업요건 한국어능력시험(TOPIC) 제출 (대상 : 외국인 학생)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적용 : 2018년 신입생 및 2016학번 편입생까지)
2019년 입학자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제출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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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구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이중전공
∙

복수전공

학문의기초
GLOB161
GLOB162
GLOB164

기업과경영
기업경제학
회계정보의이해

9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전공필수

GLOB201
GLOB211
GLOB222
GLOB231
GLOB243
GLOB251
GLOB262

조직행동론
IFRS중급회계Ⅰ
재무관리
마케팅
생산운영관리
국제경영론
기업과정보

21

전공선택 24

이수학점 합계 54

부전공

학문의기초
GLOB161
GLOB162
GLOB164

기업과경영
기업경제학
회계정보의이해

택7 이수
전공필수

GLOB201
GLOB211
GLOB222
GLOB231
GLOB243
GLOB251
GLOB262

조직행동론
IFRS중급회계Ⅰ
재무관리
마케팅
생산운영관리
국제경영론
기업과정보

이수학점 합계 21

16. 다전공자 이수과목 목록

17.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전공교과목 수강 불가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은 서울캠퍼스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
서울캠퍼스에서 개설된 과목 중 제1전공과 동일 내지 유사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 예 : 경상대 경영학부 학생은 경영대 경영학과의 전공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18. 체육관련 교과목 이수
선택교양 중 체육교과목은 전체 학년을 통하여 3학점까지 이수 가능함
교양체육과목 : 농구, 축구, 탁구, 볼링, 배드민턴, 수영,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댄스, 보디빌딩,   
                       스케이팅, 암벽등반, 인라인스케이트, 캠프1, 캠프2, 테니스1, 테니스2, 
                       스키1, 스노우보드1, 골프1, 골프2, 호신술, 요가 

19. 수강신청 학점 : 최소 1학점 ~ 최대 19학점
* 단, 아래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 3학점까지 초과 수강신청이 가능함.
1.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2. 직전 학기(정규학기만 해당) F 등급이 없이 17(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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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졸업요건 중 '인권과성평등 교육' 이수
1. 학년별 1회, 재학 중 총4회 이상 이수 시 졸업요건 충족
    (편입생은 총2회 이상 이수)
2. 적용 대상 : 2017년 입학자부터 
3. 이수방법 : 블랙보드를 통한 교육이수

21. 꿀팁사이트  (https://kultips.korea.ac.kr)
다양한 온라인 강의 학습 노하우를 사전 학습하시면,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꿀팁사이트에서는 블랙보드, 실시간 강의도구 이용 방법 및 기타 온라인 강의에 관한 메뉴얼과 꿀팁을 
제공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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