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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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수강  선호학년

170~199(전공 기초과목) 1학년

200~299 2학년

300~399 3학년

400~499(전공 심화과목) 4학년

학수번호 학점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점 교과목 명 비고

KUDS251 3
북한통치이데올로

기
NOKS175 3

북한의주체사상과

계급혁명론

신설,

유사과목정의

KUDS475 3
한반도주변정세세

미나
NOKS413 3 한반도주변정세론

신설,

유사과목정의

KUDS482 3 남북통일세미나 NOKS428 3 남북통합연구
신설,

유사과목정의

KUDS184 3 남북한관계사연구 NOKS251 3 남북문제연구
신설,

유사과목정의

공공정책대학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전과 경과조치

2017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사항

1) 학과명칭 변경: 인문대학 북한학과 ⇒ 공공정책대학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통일외교안보전공

2) 전공이니셜 변경: “NOKS” ⇒ “KUDS”

3) 학수번호에 따른 교과목 분류(수강선호학년 및 과목 지정 참고)

  가) 학수번호 홀수/짝수(0제외) : 1학기/2학기 개설 예정과목

  나) 학수번호 XX0 : 매학기 개설 예정과목 

4) 2017년 폐지되는 14개 교과목은 유사과목 없으며 재수강 불가. 

5)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유사과목 지정 4과목에 대해서만 재수강 가능. (재수강 관련 규정 참고) 



신설과목 폐지과목

비고
학수번호 학점 과목 학수번호 학점 과목

KUDS185 3 외교정책개론 NOKS211 3 북한언어론 　

KUDS187 3 한국외교사 NOKS213 3 북한교육론 　

KUDS225 3 국제정치경제 NOKS219 3 북한체육론 　

KUDS276 3 유엔과국제기구 NOKS224 3 북한청소년연구 　

KUDS278 3 안보연구 NOKS226 3 북한언론 　

KUDS277 3 전쟁과평화연구 NOKS223 3 북한의대외경제 　

KUDS378 3 전략연구 NOKS314 3 남북한교류협력 　

KUDS382 3 국제분쟁해결연구 NOKS322 3 북한법연구 　

KUDS282 3 국제협상연구 NOKS326 3 북한의해외동포정책론 　

KUDS484 3 사이버안보정책세미나 NOKS330 3 북한여성가족론 　

KUDS384 3 이주및난민문제세미나 NOKS426 3
북한의산업구조와기업

론
　

KUDS184 3 남북한관계사연구 NOKS251 3 남북문제연구 유사과목정의　

KUDS251 3 북한통치이데올로기 NOKS175 3
북한의주체사상과계급

혁명론
유사과목정의

KUDS475 3 한반도주변정세세미나 NOKS413 3 한반도주변정세론 유사과목정의

KUDS482 3 남북통일세미나 NOKS428 3 남북통합연구 유사과목정의

KUDS401 3 현장실습Ⅰ NOKS003　 3　 무제강좌　 폐지　

KUDS402 3 현장실습Ⅱ NOKS179　 3　 남북한의민족주의　 폐지　

KUDS403 6 현장실습Ⅲ KUDS151 3 북한시사영어 폐지　

6) 교과목 신설 및 폐지

 

7) 현장실습 교과목 신설(매학기 개설 예정)

    가) 목적 : 학기중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졸업 전 이수가 가능한 현장실습 교과목의 최대 학점은 12학점임)

    나) 현장실습 교과목 구성 : 현장실습Ⅰ(3학점), 현장실습Ⅱ(3학점), 현장실습Ⅲ(6학점)

※ 유의 사항

    가) 현장실습 개시 전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나) 정규학기 현장실습은 그 기간이 12주 이상(주5일*8시간*12주=480시간)이어야 함.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그 기간이 4주 이상(주5일*8시간*4주=160시간)이어야 함.

    다) 4학기(전공 36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할 수 있음. 

    라) 현장실습을 정규학기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학상태여야 함.



구분 학점

기본전공 45

심화전공 63

이중전공 45

복수전공 45

부전공 21

학수번호 학점 전공관련교양(변경) 학수번호 학점 선택교양(기존) 비고

KUDS150 3 한반도와4대강국 NOKS101 3 한반도와4대강국

학수번호 및 

이수구분 

변경

공공정책대학 학수번호 교과목 학점(시간) 교과목 선정

경제정책학전공 ECOP150 한국경제의이해 3(3)

        택 3

국가통계전공 NAST150 통계학개론 3(3)

빅데이터전공 BIDS150 빅데이터입문 3(3)

공공사회학전공 PUBS150 현대사회학의초대 3(3)

통일외교안보전공 KUDS150 한반도와4대강국 3(3)

정부행정학부 DPAD150 행정학의이해 3(3)

소계 9(9)

2. 전과 경과조치

※ 예외: 2017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전과신청 시 전과 경과조치 적용 없이 전과를 허용함.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름. 전과 신청 및 적용을 1회 한함)

1) 기존 북한학과 학생은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전과 신청 및 적용을 1회 한함.

2) 전과 적용은 신청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3월 1일, 9월 1일)되며, 졸업 학기에 신청 시 초과학기 이수 

후 졸업해야 함

3) 전과한 경우에는 新공공정책대학 교육과정표를 따름.

   가) 전공관련교양 3과목 이수

   나) 전공기본요구학점 45학점 이수

   다) 졸업요구조건: 영어강의 5과목 이수 중 전공과목 2과목 영어강의 필히 이수(기본, 심화, 이중, 복

수전공 포함)

4) 공공정책대학의 전공관련교양 교과목

 ※ 통일외교안보전공 전공관련교양 과목 선정

 ※ 공공정책대학 전공별 전공관련교양 교과목  

5) 전공 기본 요구학점 (기본전공, 심화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6) 학위명 변경 

 - 북한학과 : 문학사 

 - 통일외교안보전공 : 정책학사 



         내 용
 구 분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1次年度 2次年度 3次年度 4次年度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공통
교양

사고와표현 GSTE003,004 사고와표현Ⅰ․Ⅱ 2(3)․2(3) • •

교양영어 SLSC001,002 Academic English Ⅰ․Ⅱ 2(4)․2(4) • •

실용외국어 SLSC003,004 Academic English Ⅲ(SL)․Ⅳ(SL) 2(4)․2(4) • •

1학년세미나 GSKS001,002 1학년 세미나 1(1)․1(1) • •

RC프로그램  RC 프로그램   택1 1(1) •

소   계 15

핵심
교양

세계의문화
            

                  택 2

                        (2개 영역에서    1과목씩)

3(3)․3(3)

•
•

•
•

역사의탐구

문학과예술

윤리와사상
                  택 1 3(3)

사회의이해

과학과기술
                  택 1 3(3)

정량적사고

소   계 12

전공
관련
교양

경제정책학전공 ECOP150 한국경제의이해    

   택 3

           

3(3)
3(3)
3(3)

•
•

•

국가통계전공 NAST150 통계학개론

빅데이터전공 BIDS150 빅데이터입문

공공사회학전공 PUBS150 현대사회학의초대

통일외교안보전공 KUDS150 한반도와4대강국

정부행정학부 DPAD150 행정학의이해

소   계 9

선 택 교 양 2

계 38

기본
전공

필   수 통일외교안보(00) 

선   택 통일외교안보(36) 

계 통일외교안보(36)

심화
전공

필   수 통일외교안보(00)   

선   택 통일외교안보(18)  
졸업요구

총 이수학점
130

비   고 
 *공통교양 영역
 2017학년도 신입생 중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영어능력 우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Academic EnglishⅢ(HL),Ⅳ(HL)을 이수하며, 해당 
학생에게는 Academic English Ⅰ,Ⅱ 이수를 면제함.

3. 공공정책대학 新교육과정표

    공  공  정  책  대  학

【공공사회·통일외교 학부 통일외교안보 전공】  



개편 전(~2016년) 개편 후(2017년 교과과정)

학수번호
학

점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

점
교과목 명 비고

NOKS174 3 국제관계이론 KUDS176 3 국제관계이론 학수번호변경

NOKS175 3
북한의주체사상과계급혁명

론
KUDS251 3 북한통치이데올로기

신설,유사과목

정의

NOKS176 3 북한사회문화론 KUDS212 3 북한사회문화론 학수번호변경

NOKS177 3 비교정치개론 KUDS177 3 비교정치개론 학수번호변경

NOKS178 3 비교사회주의개론 KUDS214 3 비교사회주의개론 학수번호변경

NOKS202 3 북한정치론 KUDS178 3 북한정치론 학수번호변경

NOKS211 3 북한언어론 　 　 　 폐지

NOKS213 3 북한교육론 　 　 　 폐지

NOKS215 3 북한지리 KUDS311 3 북한지리 학수번호변경

NOKS217 3 북한문학예술론 KUDS313 3 북한문학예술론 학수번호변경

NOKS218 3 북한의사회생활 KUDS412 3 북한의사회생활 학수번호변경

NOKS219 3 북한체육론 　 　 　 폐지

NOKS222 3 북한경제론 KUDS182 3 북한경제론 학수번호변경

NOKS223 3 북한의대외경제 　 　 　 폐지

NOKS224 3 북한청소년연구 　 　 　 폐지

NOKS226 3 북한언론 　 　 　 폐지

NOKS228 3 북한외교론 KUDS226 3 북한외교론 학수번호변경

NOKS229 3 북한의행정과정책 KUDS253 3 북한의행정과정책 학수번호변경

NOKS231 3 국가정보학개론 KUDS175 3 국가정보학개론 학수번호변경

NOKS233 3 북한연구조사방법론 KUDS179 3 북한연구조사방법론 학수번호변경

NOKS251 3 남북문제연구 KUDS184 3 남북한관계사연구
신설,유사과목

정의

NOKS253 3 북한선전선동론 KUDS211 3 북한선전선동론 학수번호변경

NOKS254 3 북한의협상전략론 KUDS351 3 북한의협상전략론 학수번호변경

NOKS256 3 북한리더십연구 KUDS252 3 북한리더십연구 학수번호변경

NOKS313 3 남북한통일정책론 KUDS181 3 남북한통일정책론 학수번호변경

NOKS314 3 남북한교류협력 　 　 　 폐지

NOKS317 3 북한군사론 KUDS353 3 북한군사론 학수번호변경

NOKS318 3 한반도평화체제 KUDS352 3 한반도평화체제 학수번호변경

NOKS319 3 북한엘리트연구 KUDS375 3 북한엘리트연구 학수번호변경

NOKS322 3 북한법연구 　 　 　 폐지

NOKS323 3 북한이탈주민연구 KUDS183 3 북한이탈주민연구 학수번호변경

NOKS326 3 북한의해외동포정책론 　 　 　 폐지

4. 신교과과정표 (참고)



NOKS328 3 조선로동당사 KUDS354 3 조선로동당사 학수번호변경

NOKS330 3 북한여성가족론 　 　 　 폐지

NOKS331 3 북한의농업과식량문제 KUDS315 3 북한의농업과식량문제 학수번호변경

NOKS332 3 북한관광연구 KUDS476 3 북한관광연구 학수번호변경

NOKS333 3 북한인권문제 KUDS275 3 북한인권문제 학수번호변경

NOKS334 3 대북심리전연구 KUDS376 3 대북심리전연구 학수번호변경

NOKS413 3 한반도주변정세론 KUDS475 3 한반도주변정세세미나
신설,유사과목

정의

NOKS422 3 현장연구 KUDS470 3 현장연구 학수번호변경

NOKS426 3 북한의산업구조와기업론 　 　 　 폐지

NOKS427 3 체제전환연구 KUDS377 3 체제전환연구 학수번호변경

NOKS428 3 남북통합연구 KUDS482 3 남북통일세미나
신설,유사과목

정의

NOKS101 3 한반도와4대강국 KUDS150 3 한반도와 4대강국
이수구분,학수

번호변경

NOKS102 3 남북한체제비교론 KUDS102 3 남북한체제비교론 학수번호변경

NOKS103 3 민족과통일 KUDS103 3 민족과통일 학수번호변경

NOKS022 3 북한인권과탈북자문제 KUDS022 3 북한인권과탈북자문제 학수번호변경

　 　 　 KUDS012 3 북한의대중문화론 학수번호변경

KUDS185 3 외교정책개론 신설

　 　 　 KUDS187 3 한국외교사 신설

　 　 　 KUDS225 3 국제정치경제 신설

　 　 　 KUDS276 3 유엔과국제기구 신설

　 　 　 KUDS278 3 안보연구 신설

　 　 　 KUDS277 3 전쟁과평화연구 신설

　 　 　 KUDS378 3 전략연구 신설

　 　 　 KUDS382 3 국제분쟁해결연구 신설

　 　 　 KUDS282 3 국제협상연구 신설

　 　 　 KUDS484 3 사이버안보정책세미나 신설

　 　 　 KUDS384 3 이주및난민문제세미나 신설

　 　 　 KUDS401 3 현장실습Ⅰ 신설

　 　 　 KUDS402 3 현장실습Ⅱ 신설

　 　 　 KUDS403 6 현장실습Ⅲ 신설

NOKS003　 3　 무제강좌　 폐지

NOKS179　 3　 남북한의민족주의　 폐지

KUDS151 3 북한시사영어 폐지



구분 학점

기본전공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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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36

부전공 21

구분 학점 비고

기본전공 36

심화전공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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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전공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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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점 비고

기본전공 45

심화전공 63

복수전공 45

이중전공 45

부전공 21

2018학년도 통일외교안보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경과조치 

1. 2018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사항 

- 졸업요구조건 중 전공기본요구학점이 변경됨(45학점ㅡ>36학점)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이에 따라 심화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기본학점도 변경됨

2. 경과조치
- 2017년도 입학자 및 2017년도 전과한 학생도 졸업요구조건 중 전공기본요구학점 45학점에서 36학점

으로 이수하도록 소급적용함. 

전공 기본 요구학점 (기본전공, 심화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3. 통일외교안보전공 졸업요구 조건 변경 전·후 비교

• 총 요구학점 : 130학점 이상 취득

• 전공 기본 요구학점

               < 변경 전>                                      < 변경 후>

 

• 졸업논문/ 졸업시험 : 학과 관련 분야의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편입(일반/학사), 이중전공, 복수전공의 이수학점 지정에 관한 내규



구분 적용학번 비고
총 요구학점      ~ 2017 130학점 이상 취득

공인외국어성적      ~ 2017 폐지.

영강(원어, 외국어)
2007 ~ 2017 5 과목 이수 ⦁실용영어1,2(ACADEMIC ENGLISHⅢ,Ⅳ)인정

⦁전공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

학사편입생 3 과목 이수

한자인증성적 2004 ~ 
⦁공인기관 학교요람 참조
⦁본교시험 Pass로 대체 가능
⦁교양한자, 교양한문 中 한 과목 수강으로 대체 가능

졸업논문      ~ 2017 ⦁별도 서식 부재 (자유 주제 및 자율 양식)
⦁P/F제

학사편입

- 58학점이상 이수(전공선택 36점, 일반선택 22학점)

- 영어강의 3과목 이수

- 한자인증 해당학번과 동일

일반편입

- 해당학번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 과목이수는 본교 인정과목 확인 받은 후, 앞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과에서 추후 지정함.

• 졸업요구조건 (기본, 심화, 복수, 이중전공자 적용)



학수번호(구)
학

점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

점
교과목 명 비고

NOKS174 3 국제관계이론 KUDS176 3 국제관계이론

NOKS175 3
북한의주체사상과계급혁명

론
KUDS251 3 북한통치이데올로기

NOKS176 3 북한사회문화론 KUDS212 3 북한사회문화론

NOKS177 3 비교정치개론 KUDS177 3 비교정치개론

NOKS178 3 비교사회주의개론 KUDS214 3 비교사회주의개론

NOKS202 3 북한정치론 KUDS178 3 북한정치론

NOKS211 3 북한언어론 　 　 　

NOKS213 3 북한교육론 　 　 　

NOKS215 3 북한지리 KUDS311 3 북한지리

NOKS217 3 북한문학예술론 KUDS313 3 북한문학예술론

NOKS218 3 북한의사회생활 KUDS412 3 북한의사회생활

개편 전(~2017학년도) 개편 후(2018학년도)

학수번호 학점 교과목 명 학수번호 학점 교과목 명 변경 사항

KUDS012 3 북한의대중문화론 KUDS258 3 북한의대중문화론

이수구분변경, 

학수번호변경, 

유사과목정의

2018학년도 2학기 통일외교안보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경과조치

1. 2018학년도 2학기 교과과정 개편사항 

- 선택교양 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수구분 변경, 학수번호 변경 및 유사과목 정의

2. 경과조치

- 2018년 개편 이후 교과목을 이수하면 현행 이수구분으로 인정 

- 유사과목으로 지정하여 수강 및 재수강 가능함

3. 교과과정표



NOKS219 3 북한체육론 　 　 　

NOKS222 3 북한경제론 KUDS182 3 북한경제론

NOKS223 3 북한의대외경제 　 　 　

NOKS224 3 북한청소년연구 　 　 　

NOKS226 3 북한언론 　 　 　

NOKS228 3 북한외교론 KUDS226 3 북한외교론

NOKS229 3 북한의행정과정책 KUDS253 3 북한의행정과정책

NOKS231 3 국가정보학개론 KUDS175 3 국가정보학개론

NOKS233 3 북한연구조사방법론 KUDS179 3 북한연구조사방법론

NOKS251 3 남북문제연구 KUDS184 3 남북한관계사연구

NOKS253 3 북한선전선동론 KUDS211 3 북한선전선동론

NOKS254 3 북한의협상전략론 KUDS351 3 북한의협상전략론

NOKS256 3 북한리더십연구 KUDS252 3 북한리더십연구

NOKS313 3 남북한통일정책론 KUDS181 3 남북한통일정책론

NOKS314 3 남북한교류협력 　 　 　

NOKS317 3 북한군사론 KUDS353 3 북한군사론

NOKS318 3 한반도평화체제 KUDS352 3 한반도평화체제

NOKS319 3 북한엘리트연구 KUDS375 3 북한엘리트연구

NOKS322 3 북한법연구 　 　 　

NOKS323 3 북한이탈주민연구 KUDS183 3 북한이탈주민연구

NOKS326 3 북한의해외동포정책론 　 　 　

NOKS328 3 조선로동당사 KUDS354 3 조선로동당사

NOKS330 3 북한여성가족론 　 　 　

NOKS331 3 북한의농업과식량문제 KUDS315 3 북한의농업과식량문제

NOKS332 3 북한관광연구 KUDS476 3 북한관광연구

NOKS333 3 북한인권문제 KUDS275 3 북한인권문제

NOKS334 3 대북심리전연구 KUDS376 3 대북심리전연구

NOKS413 3 한반도주변정세론 KUDS475 3 한반도주변정세세미나

NOKS422 3 현장연구 KUDS470 3 현장연구

NOKS426 3 북한의산업구조와기업론 　 　 　

NOKS427 3 체제전환연구 KUDS377 3 체제전환연구

NOKS428 3 남북통합연구 KUDS482 3 남북통일세미나

NOKS101 3 한반도와4대강국 KUDS150 3 한반도와 4대강국



NOKS102 3 남북한체제비교론 KUDS102 3 남북한체제비교론

NOKS103 3 민족과통일 KUDS103 3 민족과통일

NOKS022 3 북한인권과탈북자문제 KUDS022 3 북한인권과탈북자문제

KUDS012 3 북한의대중문화론 KUDS258 3 북한의대중문화론

이수구분변경, 

학수번호변경, 

유사과목정의

KUDS185 3 외교정책개론

KUDS187 3 한국외교사

KUDS225 3 국제정치경제

　 　 　 KUDS276 3 유엔과국제기구

　 　 　 KUDS278 3 안보연구

　 　 　 KUDS277 3 전쟁과평화연구

　 　 　 KUDS378 3 전략연구

　 　 　 KUDS382 3 국제분쟁해결연구

　 　 　 KUDS282 3 국제협상연구

　 　 　 KUDS484 3 사이버안보정책세미나

　 　 　 KUDS384 3 이주및난민문제세미나

　 　 　 KUDS401 3 현장실습Ⅰ

　 　 　 KUDS402 3 현장실습Ⅱ

　 　 　 KUDS403 6 현장실습Ⅲ

NOKS003　 3　 무제강좌　

NOKS179　 3　 남북한의민족주의　

KUDS151 3 북한시사영어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시간) 비고

DPAD151 KU공공정책포럼 3(3) 신설

공공정책대학 학수번호 교과목 학점(시간) 교과목 선정

경제정책학전공 ECOP150 한국경제의이해 3(3)

        택 3

국가통계전공 NAST150 통계학개론 3(3)

빅데이터전공 BIDS150 빅데이터입문 3(3)

공공사회학전공 PUBS150 현대사회학의초대 3(3)

통일외교안보전공 KUDS150 한반도와4대강국 3(3)

정부행정학부 DPAD150 행정학의이해 3(3)

정부행정학부 DPAD151 KU공공정책포럼 3(3)

소계 9(9)

2020학년도 1학기 통일외교안보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1. 2020학년도 1학기 교과과정 개편사항
 

1) 전공관련교양 교과목 신설

2) 공공정책대학 전공별 전공관련교양 교과목  



2. 교육과정표

【공공사회·통일외교 학부 통일외교안보 전공】

            내 용
 구 분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1次年度 2次年度 3次年度 4次年度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공통
교양

글쓰기 GSTE005,006 글쓰기Ⅰ․Ⅱ 2(3)․2(3) • •

Academic English
SLSC001,002 Academic English Ⅰ․Ⅱ 2(4)․2(4) • •

SLSC003,004 Academic English Ⅲ(SL)․Ⅳ(SL) 2(4)․2(4) • •

1학년세미나
GSKS001 1학년 세미나 1(1) •

GSKS006 창업과진로 1(1) •

정보적사고 GSKS004 정보적사고 1(1) •

RC프로그램 RC 프로그램  택1 1(1) •

소   계 16

핵심
교양

세계의문화

 택 2 (2개 영역에서 1과목씩) 3(3)․3(3)

•
•

•
•

역사의탐구

문학과예술

윤리와사상
 택 1 3(3)

사회의이해

과학과기술
 택 1 3(3)

정량적사고

소   계 12

전공
관련
교양

전공관련교양

DPAD150 행정학의이해

    

택3
3(3)
3(3)
3(3)

• •

DPAD151 KU공공정책포럼

PUBS150 현대사회학의초대

KUDS150 한반도와4대강국

ECOP150 한국경제의이해

NAST150 통계학개론

BIDS150 빅데이터입문

소   계 9

선 택 교 양 2

계 39

기본
전공

필   수 공공사회(09) 통일외교안보(00)

선   택 공공사회(27) 통일외교안보(36)

계 공공사회(36) 통일외교안보(36)

심화
전공

필   수 공공사회(00) 통일외교안보(00)

선   택 공공사회(18) 통일외교안보(18)

계 공공사회(18) 통일외교안보(18)

졸업요구 총 이수학점 130

비   고 

 * 공통교양 영역 
   2020학년도 신입생 중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영어능력 우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Academic EnglishⅢ(HL),Ⅳ(HL)을  
   이수하며, 해당 학생에게는 Academic EnglishⅠ,Ⅱ 이수를 면제함.
   공공사회학전공 학생은 공공사회학전공의 전공관련교양(현대사회학의초대)를 제외한 3과목을 이수해야함.   



학수번호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시간) 비고

KUDS227 전공선택 국제법Ⅰ 3(3) 신설

KUDS228 전공선택 국제법Ⅱ 3(3) 신설

학수번호 학점 교과목 명 비고

KUDS022 3 북한인권과탈북자문제   

KUDS102 3 남북한체제비교론   

KUDS103 3 민족과통일   

KUDS150 3 한반도와 4대강국   

KUDS175 3 국가정보학개론   

KUDS176 3 국제관계이론   

KUDS177 3 비교정치개론   

KUDS178 3 북한정치론   

KUDS179 3 북한연구조사방법론   

KUDS181 3 남북한통일정책론   

KUDS182 3 북한경제론   

KUDS183 3 북한이탈주민연구   

KUDS184 3 남북한관계사연구   

KUDS185 3 외교정책개론   

KUDS187 3 한국외교사   

KUDS211 3 북한선전선동론   

KUDS212 3 북한사회문화론   

2020학년도 2학기 통일외교안보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1. 2020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사항
 

1) 교과목 신설

2. 2020년 교과과정표



KUDS214 3 비교사회주의개론   

KUDS225 3 국제정치경제   

KUDS226 3 북한외교론   

KUDS227 3 국제법Ⅰ 신설

KUDS228 3 국제법Ⅱ 신설

KUDS251 3 북한통치이데올로기   

KUDS252 3 북한리더십연구   

KUDS253 3 북한의행정과정책   

KUDS258 3 북한의대중문화론   

KUDS275 3 북한인권문제   

KUDS276 3 유엔과국제기구   

KUDS277 3 전쟁과평화연구   

KUDS278 3 안보연구   

KUDS282 3 국제협상연구   

KUDS311 3 북한지리   

KUDS313 3 북한문학예술론   

KUDS315 3 북한의농업과식량문제   

KUDS351 3 북한의협상전략론   

KUDS352 3 한반도평화체제   

KUDS353 3 북한군사론   

KUDS354 3 조선로동당사   

KUDS375 3 북한엘리트연구   

KUDS376 3 대북심리전연구   

KUDS377 3 체제전환연구   

KUDS378 3 전략연구   

KUDS382 3 국제분쟁해결연구   

KUDS384 3 이주및난민문제세미나   

KUDS401 3 현장실습Ⅰ   

KUDS402 3 현장실습Ⅱ   

KUDS403 6 현장실습Ⅲ   

KUDS412 3 북한의사회생활   

KUDS470 3 현장연구   

KUDS475 3 한반도주변정세세미나   

KUDS476 3 북한관광연구   

KUDS482 3 남북통일세미나   

KUDS484 3 사이버안보정책세미나   



공공정책대학 학수번호 교과목 학점(시간) 비고
경제정책학전공 ECOP161 한국경제의이해 3(3)

        택 3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BDSC151 빅데이터사이언스입문 3(3)
공공사회학전공 PUBS161 현대사회학의초대 3(3)

통일외교안보전공 KUDS161 한반도와4대강국 3(3)
정부행정학부 DPAD161 행정학의이해 3(3)
정부행정학부 DPAD162 KU공공정책포럼 3(3)

소계 9(9)

개편 전(~2020학년도) 개편 후(2021학년도)

학수번호 학점
교과목명

(전공관련교양)
학수번호 학점

교과목명

(선택교양)
변경 사항

KUDS150 3 한반도와4대강국 KUDS161 3 한반도와4대강국

이수구분변경, 

학수번호변경, 

유사과목정의

ECOP150 3 한국경제의이해 ECOP161 3 한국경제의이해

이수구분변경, 

학수번호변경, 

유사과목정의
NAST150 3 통계학개론 NAST150 3 통계학개론 교과목 폐지

BIDS151 3 빅데이터입문 BDSC151 3 빅데이터사이언스입문

이수구분변경,

학수번호변경,

유사과목정의

PUBS161 3 현대사회학의초대 PUBS161 3 현대사회학의초대

이수구분변경, 

학수번호변경, 

유사과목정의

DPAD150 3 행정학의이해 DPAD161 3 행정학의이해

이수구분변경, 

학수번호변경, 

유사과목정의

DPAD151 3 KU공공정책포럼 DPAD162 3 KU공공정책포럼

이수구분변경, 

학수번호변경, 

유사과목정의

2021학년도 전공관련교양영역 폐지관련 

교양 교과목 개편사항 및 경과조치

1. 2021학년도 전공관련교양영역 폐지 관련 교양 교과목 개편사항
 

1) 공공정책대학 선택교양 변경 사항

- 2021학년도부터 전공관련교양영역 이수구분의 폐지에 따라 선택교양(지정)영역으로 이수구분 변경됨

- 교육과정 상 이수하여야 하는 기존 전공관련교양 영역 교과목의 이수 의무에는 변경사항 없음

- 2021학년도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개편에 따라 통계학개론(국가통계전공) 교과목은 폐지됨

- 공공정책대학 전공별 선택교양 6과목 지정됨

2) 공공정책대학 전공별 선택교양 지정 교과목



            내 용
 구 분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1次年度 2次年度 3次年度 4次年度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공통
교양

글쓰기 GSTE005,006 글쓰기Ⅰ․Ⅱ 2(3)․2(3) • •

Academic English
SLSC001,002 Academic English Ⅰ․Ⅱ 2(4)․2(4) • •

SLSC003,004 Academic English Ⅲ(SL)․Ⅳ(SL) 2(4)․2(4) • •

1학년세미나
GSKS001 1학년 세미나 1(1) •
GSKS006 창업과진로 1(1) •

정보적사고 GSKS004 정보적사고 1(1) •
CB프로그램 CB 프로그램  택1 1(1) •

소   계 16

핵심
교양

세계의문화
 택 2 (2개 영역에서 1과목씩) 3(3)․3(3)

•
•

•
•

역사의탐구
문학과예술
윤리와사상

 택 1 3(3)사회의이해
과학과기술

 택 1 3(3)
정량적사고

소   계 12

선택
교양

선택교양

DPAD161 행정학의이해

    

택3
3(3)
3(3)
3(3)

• •

DPAD162 KU공공정책포럼

PUBS161 현대사회학의초대

KUDS161 한반도와4대강국

ECOP161 한국경제의이해

BDSC151 빅데이터사이언스입문

소   계 9
선 택 교 양 2

계 39

기본
전공

필   수 공공사회(06) 통일외교안보(00)

선   택 공공사회(30) 통일외교안보(36)

계 공공사회(36) 통일외교안보(36)

심화
전공

필   수 공공사회(00) 통일외교안보(00)

선   택 공공사회(18) 통일외교안보(18)

계 공공사회(18) 통일외교안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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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공통교양 영역 
   2021학년도 신입생 중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영어능력 우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Academic EnglishⅢ(HL),Ⅳ(HL)을  

   이수하며, 해당 학생에게는 Academic EnglishⅠ,Ⅱ 이수를 면제함.
   공공사회학전공 학생은 공공사회학전공의 선택교양(현대사회학의초대)를 제외한 3과목을 이수해야함. 

 * 선택교양 영역
   선택교양 중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2. 경과조치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현 이수구분으로 인정

- 2017학번~2020학번 입학자 및 전과학생(~2016학번)은 전공관련교양으로 인정

- 유사 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가능함

- 폐지 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이 불가하며, 취득학점 포기 가능함

- 공공정책대학 전공별 선택교양(지정) 6과목 중 3과목(9학점) 이수하여야 함

3. 교육과정표
【2021학년도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수번호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시간) 비고

KUDS180 전공선택 북한학개론 3(3) 신설

학수번호 학점 교과목 명 비고

KUDS022 3 북한인권과탈북자문제   

KUDS102 3 남북한체제비교론   

KUDS103 3 민족과통일   

KUDS150 3 한반도와 4대강국   

KUDS175 3 국가정보학개론   

KUDS176 3 국제관계이론   

KUDS177 3 비교정치개론   

KUDS178 3 북한정치론   

KUDS179 3 북한연구조사방법론   

KUDS180 3 북한학개론 신설(1학년 필수 과목)

KUDS181 3 남북한통일정책론   

KUDS182 3 북한경제론   

KUDS183 3 북한이탈주민연구   

KUDS184 3 남북한관계사연구   

KUDS185 3 외교정책개론   

KUDS187 3 한국외교사   

KUDS211 3 북한선전선동론   

KUDS212 3 북한사회문화론   

2021학년도 2학기 통일외교안보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1. 2021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사항
 

1) 교과목 신설

2) 수강 대상

- ‘북한학개론’ 과목은 통일외교안보전공의 기초 개론 교과목으로 신입생(2학기) 대상

2. 2021년 교과과정표



KUDS214 3 비교사회주의개론   

KUDS225 3 국제정치경제   

KUDS226 3 북한외교론   

KUDS227 3 국제법Ⅰ

KUDS228 3 국제법Ⅱ

KUDS251 3 북한통치이데올로기   

KUDS252 3 북한리더십연구   

KUDS253 3 북한의행정과정책   

KUDS258 3 북한의대중문화론   

KUDS275 3 북한인권문제   

KUDS276 3 유엔과국제기구   

KUDS277 3 전쟁과평화연구   

KUDS278 3 안보연구   

KUDS282 3 국제협상연구   

KUDS311 3 북한지리   

KUDS313 3 북한문학예술론   

KUDS315 3 북한의농업과식량문제   

KUDS351 3 북한의협상전략론   

KUDS352 3 한반도평화체제   

KUDS353 3 북한군사론   

KUDS354 3 조선로동당사   

KUDS375 3 북한엘리트연구   

KUDS376 3 대북심리전연구   

KUDS377 3 체제전환연구   

KUDS378 3 전략연구   

KUDS382 3 국제분쟁해결연구   

KUDS384 3 이주및난민문제세미나   

KUDS401 3 현장실습Ⅰ   

KUDS402 3 현장실습Ⅱ   

KUDS403 6 현장실습Ⅲ   

KUDS412 3 북한의사회생활   

KUDS470 3 현장연구   

KUDS475 3 한반도주변정세세미나   

KUDS476 3 북한관광연구   

KUDS482 3 남북통일세미나   

KUDS484 3 사이버안보정책세미나   



3. 2021학년도 졸업요구조건 (Flipped Class 이수) 신설 
 

1) Flipped Class 이수

- 2021학번: Flipped Class 5과목 이상 이수

- 2019학번(일반, 학사편입): Flipped Class 3과목 이상 이수

2) 졸업요건 적용 대상

- Flipped Class 이수는 2021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졸업요구조건 중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 5과목 이상 이수요구 조건 안내 
[기안내사항과 변경 사항 없음.]

1) 07학번 ~ 17학번 :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 5과목 이상 
이수하되,통합영어(회화)1,2(=16학년도부터 대학영어(회화)1,2),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는 영강 5과목에서 제외하며,
전공 중 반드시 1과목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의) 1과목 이상 이수.

   07학번 ~ 17학번 학사편입학 :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 3과목 이상 이수하되, 
통합영어(회화)1,2(=16학년도부터 대학영어(회화)1,2),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는 영강 3과목에서 제외하며,
전공 중 반드시 1과목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의) 1과목 이상 이수.
04학번 ~ 06학번 :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 5과목 이상 
이수.통합영어(회화)1,2=대학영어(회화)1,2 영강으로 인정하나,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는 영강 5과목에서 제외하며,
전공 중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 1과목 이상 이수의무 없음.
04학번 ~ 06학번 학사편입학 :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 3과목 이상 이수.
통합영어(회화)1,2=대학영어(회화)1,2 영강으로 인정하나,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는 영강 3과목에서 제외하며,
전공 중 영강(또는 제2외국어강) 1과목 이상 이수의무 없음.

▶ 졸업요구조건 중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요구 조건 안내
1) 17학번~ : 각 학년도별 년1회씩 총4회교육이수 (재입학, 편입학도 해당)

▶ 졸업요구조건 중 FC(Flipped Class)과목 5과목 이상 이수요구 조건 안내 
1) 21학번~ 

Flipped Class 5과목 이상 이수(일반편입학생 및 학사편입생은 Flipped Class 3과목 
이상 이수19학번부터 포함)

 
▶ 서울캠퍼스 개설교과목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세종캠퍼스 소속학생은 서울캠퍼스 개설교과목 중 서울캠퍼스에서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 음.
1) 단, 학생 본인의 제1전공과 동일 내지 유사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 예 : 인문대 국문과 학생은 문과대 국문과의 전공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2) 세종캠퍼스 소속학생이 서울캠퍼스 개설교과목 중 상기 1), 2)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과목은 21학점까지 이수할수 있으며,
그렇게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졸업 총 학점에만 반영되는 이수구분)으로 인정됨.   

3) 단,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전공)을 제2전공(2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위 
제한을 적용 받음.
: 제2전공 이수는 졸업 필수사항이나 부전공 이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임.
예) 인문대 국문과 15학번 학생이 정경대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에서 6학점 이수한 경우, 
문과대 심리학과를 부전

공으로 이수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문과대 심리학과 15학번의 부전공 이수요구학점이 21학점인데, 부전공 포함하여 
서울캠퍼스 전공과목 중

이수가능학점이 21학점이기 때문임.
 
 
 
 
 



신설 폐지
비고이수

구분
학수번호

학점
(시간)

과목명
이수

구분
학수번호

학점
(시간)

과목명

선택
교양

BDSC153 3(3) 컴퓨터언어입문Ⅰ
전공
관련
교양

NAST150 3(3) 통계학개론

신설

이수구분 학수번호
학점
(시간)

과목명

전공선택 BDSC412 3(3) 통계학과 자연어처리 PBL

전공선택 BDSC313 3(3) 베이지안 통계분석 PBL

전공선택 BDSC315 3(3) 보건의료 빅데이터분석 PBL

전공선택 BDSC211 3(3) 빅데이터알고리즘

전공선택 BDSC317 3(3) 통계학과 파이썬

전공선택 BDSC319 3(3)
시공간 데이터분석 

캡스톤디자인

전공선택 BDSC321 3(3) 빅데이터 및 대규모 연산

전공선택 BDSC314 3(3) 확률모형 캡스톤디자인

1.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경과조치 

□ 2022학년도 개편사항

 1. 교과목 신설

2. 졸업요구조건 졸업논문 대체과목 인정기준 변경

(21학번 부터 모두 소급적용/ 21학번 이전 학번 또한 졸업논문 대체과목으로 PBL, 캡스톤디자인과목 인정)

- 졸업논문 : 졸업논문은 인쇄물 또는 문서file(hwp file 또는 doc file)의 형태로 졸업전( 7월, 1

월 내)에 학부 행정실에 제출해야한다. 

(1) 본 학부 심화전공자, 복수전공자 

  ⓵ 졸업논문 대체과목(PBL : Problem Based Learning, 캡스톤디자인) 과목 3개이상 이수 필수

(2) 그 외 본 학부생 중 타학과 다전공자 및 본 학부 이중전공자 (2개 중 택 1)

  ⓵ 졸업논문 대체과목(PBL : Problem Based earning, 캡스톤디자인) 과목 3개이상 이수 

  ⓶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졸업논문 1인 1저자로 작성 

□ 2021학년도 개편사항
 1. 학과 소속 및 명칭 변경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국가통계전공 · 빅데이터전공 

   ⇒ 공공정책대학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2. 학수번호 변경 : “NAST”,“BIDS” ⇒ “BDSC”

 3. 교과목 신설 및 폐지



선택
교양

BDSC154 3(3) 컴퓨터언어입문Ⅱ
전공
관련
교양

NAST151 3(3) 응용통계학입문Ⅱ

폐지 

과목 

유사 

과목

없음

 

폐지 

과목 

유사 

과목 

없음

전공
필수

BDSC155 3(3)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수학
전공
필수

NAST201 3(3) 확률론 입문 

전공
선택

BDSC403 3(3) 일반화선형모형방
법론

전공
선택

NAST203 3(3) 확률론 입문 연습

전공
선택

BDSC401 3(3) 딥러닝 이론
전공
선택

NAST204 3(3) 통계적 추론 연습

전공
선택

BDSC408 3(3) 생명과학 
데이터분석 PBL

전공
선택

NAST208 3(3) 통계적 방법Ⅱ

- 이   하 없 음  -
전공
선택

NAST404 3(3) 통계논설발표연구Ⅱ

전공
선택

NAST403 3(3) 통계논설발표연구 I

전공
선택

NAST405 3(3) 통계컨설팅캡스톤디
자인I 

전공
선택

NAST408 3(3) 통계컨설팅캡스톤디
자인Ⅱ

전공
선택

NAST211 3(3) 데이터시각화

전공
선택

NAST121 3(0) 프로젝트학기Ⅰ

전공
선택

NAST122 3(0) 프로젝트학기Ⅱ

전공
선택

NAST123 3(0) 프로젝트학기Ⅲ

전공
선택

NAST124 3(0) 프로젝트학기Ⅳ

전공
선택

NAST407 3(3) 데이터마이닝캡스톤
디자인I

전공
선택

NAST401 3(3) 통계학특강 I

전공
선택

BIDS203 3(3) 컴퓨터이용자료분석 
I

전공
선택

BIDS211 3(3) 컴퓨터이용자료분석
Ⅰ

전공
선택

BIDS201 3(3) 빅데이터통계방법론
I

전공
선택

BIDS209 3(3) 분석프로그래밍

전공
선택

BIDS204 3(3) 컴퓨터이용자료분석
Ⅱ

전공
선택

BIDS307 3(3) 베이지안모델링

전공
선택

BIDS315 3(3) 데이터마이닝방법론

전공
선택

BIDS207 3(3) 데이터베이스개론

전공
선택

BIDS403 3(3) 빅데이터세미나 I

전공
선택

BIDS206 3(3) 빅데이터처리실습Ⅱ

전공
선택

BIDS205 3(3) 빅데이터처리실습 I

전공
선택

BIDS202 3(3) 빅데이터통계방법론
Ⅱ

전공 BIDS208 3(3) 데이터모델링과SQL



선택
전공
선택

BIDS309 3(3) 빅데이터분산컴퓨팅

전공
선택

BIDS310 3(3) 패턴인식

전공
선택

BIDS407 3(3) 빅데이터 
비즈니스모델

전공
선택

BIDS408 3(3) 빅데이터와 
의사결정

전공
선택

BIDS404 3(3) 빅데이터세미나Ⅱ

전공
선택

BIDS405 3(3) 빅데이터응용사례연
구캡스톤디자인I

전공
선택

BIDS406 3(3) 빅데이터응용사례연
구캡스톤디자인Ⅱ

전공
선택

BIDS304 3(3) 빅데이터특강Ⅱ
전공
선택

BIDS401 3(0) 현장실습 I

전공
선택

BIDS402 3(0) 현장실습Ⅱ

전공
선택 BIDS412 6(0) 현장실습Ⅲ

2020 교육과정(변경 전) 2021 교육과정(변경 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명
이수

구분

학수

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명 비고

전공

관련

교양

BIDS

150
3(3) 빅데이터입문

선택

교양

BDSC

151
3(3) 빅데이터사이언스입문

전공관련교양

→선택교양

이수구분변경,

유사과목정의
선택

교양

BDSC

153
3(3) 컴퓨터언어입문Ⅰ 신설

선택

교양

BDSC

154
3(3) 컴퓨터언어입문Ⅱ 신설

전공

관련

교양

NAST
151 3(3) 응용통계학입문Ⅰ

선택

교양

BDSC

152
3(3) 통계학입문

전공관련교양

→선택교양

이수구분변경,

유사과목정의
전공

필수

BDSC

155
3(3)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

수학
신설

전공

선택
NAST
206 3(3) 데이터분석을 위한 

행렬이론
전공

필수

BDSC

156
3(3)

데이터사이언스를 위한 

행렬이론

전공선택

→전공필수

이수구분변경,

유사과목정의
전공

필수

NAST

202 
3(3) 통계적추론

전공

필수

BDSC

201
3(3) 수리통계학 유사과목정의

전공

필수
NAST
205 3(3)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

초급
전공

필수

BDSC

205
3(3)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

초급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13 3(3) 국가통계와 표본설계

전공

선택

BDSC

207
3(3) 공공데이터와 표본설계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210 3(3) 탐색적자료분석

전공

선택

BDSC

209
3(3) 데이터시각화입문(EDA) 유사과목정의

전공 NAST
207  3(3)   

통계적 방법 I 전공 BDSC 3(3) 데이터사이언스방법론 유사과목정의

□ 교과과정 목록표(유사, 변경, 신설)



선택 선택 203
전공

선택
NAST
305  3(3) 회귀 및 일반선형모형

전공

선택

BDSC

202
3(3) 회귀분석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07 3(3)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

중급
전공

선택

BDSC

206
3(3)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

중급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04 3(3) 국가통계지표의 이해

전공

선택

BDSC

204
3(3) 국가통계지표의 이해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209  3(3)  생명과학 데이터분석 

입문 
전공

선택

BDSC

208
3(3) 생명과학 데이터분석 

입문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02 3(3) 기초확률과정론 

전공

선택

BDSC

210
3(3) 최적화방법론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11  3(3)  실험설계 및 

분산분석
전공

선택

BDSC

301
3(3) 실험설계와 최적화 유사과목정의

전공
필수

NAST
301 3(3) 국가통계 입문

전공

선택

BDSC

309
3(3) 공공데이터활용

전공필수

→전공선택

이수구분변경,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12 3(3) 베이지안통계학

전공

선택

BDSC

305
3(3) 베이지안통계학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08 3(3) 비모수통계학

전공

선택

BDSC

307
3(3) 비모수통계학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18 3(3) 데이터마이닝캡스톤디

자인I
전공

선택

BDSC

303
3(3) 데이터마이닝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09 3(3) 공공데이터베이스분석

전공

선택

BDSC

311
3(3) 데이터프로세싱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03 3(3) 통계 세미나 I

전공

선택

BDSC

331
3(3) 데이터사이언스 세미나 

I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22 3(3) 다차원자료분석캡스톤

디자인
전공

선택

BDSC

308
3(3) 다차원자료분석 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15 3(3)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

디자인I
전공

선택

BDSC

310
3(3) 시계열자료분석 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313 3(3) 데이터마이닝실습

전공

선택

BDSC

312
3(3) 데이터마이닝 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409 3(3) 빅데이터와 시각화

전공

선택

BDSC

304
3(3) 데이터시각화방법론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10 3(3) 국가통계활용

전공

선택

BDSC

306
3(3) 공간데이터분석방법론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308 3(3) 기계학습

전공

선택

BDSC

302
3(3) 머신러닝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306 3(3) 통계 세미나 II

전공

선택

BDSC

332
3(3) 데이터사이언스 

세미나Ⅱ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DSC

403
3(3) 일반화선형모형방법론 신설

　
전공

선택

BDSC

401
3(3) 딥러닝 이론 신설

전공

선택
NAST
406 3(3)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

디자인II
전공

선택

BDSC

405
3(3) 경영경제자료분석 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411 3(3) 소셜미디어애널리틱스

전공

선택

BDSC

407
3(3) 소셜네크워크분석 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312 3(3) 기계학습실습

전공

선택

BDSC

409
3(3) 통계학과 머신러닝 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
T409 3(3)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

디자인III
전공

선택

BDSC

411
3(3) 공공데이터분석 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303 3(3) 빅데이터특강 I

전공

선택

BDSC

431
3(3) 데이터사이언스 특강 I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410 3(3) 빅데이터 특수연구

전공

선택

BDSC

402
3(3) 통계학과 딥러닝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NAST 3(3)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 전공 BDSC 3(3) 범주형자료분석 PBL 유사과목정의



선택 320 디자인IV 선택 404
전공

선택
NAST
316 3(3) 서베이실습캡스톤디자

인
전공

선택

BDSC

406
3(3) 서베이실습 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DSC

408
3(3) 생명과학 데이터분석 

PBL 신설

전공

선택
BIDS
306 3(3) 텍스트마이닝

전공

선택

BDSC

410
3(3) 텍스트마이닝 PBL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402 3(3) 통계학특강Ⅱ

전공

선택

BDSC

432
3(3) 데이터사이언스 특강 

Ⅱ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122 3(0) 프로젝트학기Ⅰ

전공

선택

BDSC

121
3(0) 프로젝트학기Ⅰ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123 3(0) 프로젝트학기Ⅱ

전공

선택

BDSC

122
3(0) 프로젝트학기Ⅱ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BIDS
124 3(0) 프로젝트학기Ⅲ

전공

선택

BDSC

123
3(0) 프로젝트학기Ⅲ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402 3(0) 프로젝트학기Ⅳ

전공

선택

BDSC

124
3(0) 프로젝트학기Ⅳ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410 3(0) 현장실습 I

전공

선택

BDSC

441
3(0) 현장실습 I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411 3(0) 현장실습 Ⅱ

전공

선택

BDSC

442
3(0) 현장실습 Ⅱ 유사과목정의

전공

선택
NAST
412 6(0) 현장실습 III

전공

선택

BDSC

443
6(0) 현장실습 III 유사과목정의

□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모든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교양영어의 경우 2016학년도 세종캠퍼스 교양영어 경과조치에 따른다. 

 2. 전과신청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ex)

응용통계학과 국가통계전공 빅데이터전공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로 

소속변경

기본전공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30학점

기본전공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24학점

기본전공

전공선택 36학점 ⇒ ▶ 모든학생은 입학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른다.

 3. 재입학생은 재입학 신청 시 기존학과 유지 또는 개편된 학과(부)･전공을 선택한다.

 4. 전과 적용은 신청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3월 1일, 9월 1일)되며, 졸업학기에 신청 시 초과학

기 이수 후 졸업해야 한다.

 5. 폐지된 전공필수 과목 확률론입문(3학점)을 미이수한 경우 추가적으로 전공선택(3학점)을 이

수하여 기본전공 36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정보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국가통계전공 해당)

 6. 20학번까지의 학생(정보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국가통계전공) 중 전공필수 NAST202 통계

적추론, NAST205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초급, NAST301 국가통계입문 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 아

직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유사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유사과목 지정사항 표 참고) BDSC201 수리

통계학, BDSC205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초급, BDSC309 공공데이터활용으로 이수해야 한다.

 7. 폐지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능하며,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있다.

 8. NAST151 응용통계학입문Ⅰ을 이수 및 재수강하는 경우 필히 1학기에 개설되는 BDSC152 

통계학입문을 수강해야 한다.



신설 폐지 비고

 NAST310 국가통계활용
 NAST405 통계컨설팅 캡스톤디자인Ⅰ
 NAST408 통계컨설팅 캡스톤디자인Ⅱ
 NAST150 통계학개론
 NAST411 현장실습Ⅲ

  INST322 금융통계학방법론
 INST324 보험통계학
 INST348 통계적품질관리
 INST421 금융시계열자료분석
 INST433 마케팅공학
 INST447 식스시그마방법론

폐지과목의 
유사과 목 

없음.

 INST422 금융통계학특강
 INST171 통계소프트웨어R기초Ⅰ

학과 이수구분
교과목명

개편 전(2016년 
교과과정)

개편 후(2017년 교과과정)

경제학과
(경제정책학전공)

전공선택 AAAA111 
경제학원론:미시

ECOP171 경제학원론:미시

전공선택 AAAA112 
경제학원론:거시

ECOP172 경제학원론:거시

수학과
(데이터계산과학전

공)
전공선택 IMSC316 금융수학개론 DCSC316 금융수학개론

컴퓨터정보학과
(컴퓨터융합소프트
웨어학과)

전공선택 CSIE304 데이터베이스 DCCS304 데이터베이스

전공선택 CSIE305 수치해석 DCCS305 수치해석

생명정보공학과
전공선택 BTEC213 생물정보학Ⅰ BTEC213 생물정보학Ⅰ

전공선택 BTEC214 생물정보학Ⅱ BTEC214 생물정보학Ⅱ

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전공선택 EDBA246 경영과학 GLOB442 경영과학

전공선택 EDBA332 마케팅조사론 GLOB333 마케팅조사론

전공선택 EDBA346 품질경영 GLOB342 품질경영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NAST314 다차원자료분석 NAST322 다차원자료분석캡스톤디 
자인

학수번호 변경

2.경제통계학부 국가통계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경과조치
 
 

□ 2017학년도 개편사항
1. 학과 소속 및 명칭 변경   과학기술대학 응용통계학과 ⇒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국가통계전공
2. 학수번호 변경 : “INST” ⇒ “NAST”
3. 교과목 신설 및 폐지

 

4. 타전공 인정과목

 

□ 2018학년도 개편사항
- 교과목명 변경

 



개편 전 개편 후

학수번호 학
점

교과목명 학수번호 학
점

교과목명 비고

INST 151 3 정보통계학입문Ⅰ NAST 151 3 응용통계학입문Ⅰ
전공관련

교양INST 152 3 정보통계학입문Ⅱ NAST 152 3 응용통계학입문Ⅱ

NAST 150 3 통계학개론 신설

INST 201 3 확률론입문 NAST 201 3 확률론입문 전공필수

INST 203 3 확률론입문연습 NAST 203 3 확률론입문연습

INST 207 3 통계적방법Ⅰ NAST 207 3 통계적방법Ⅰ

INST 205 3 컴퓨터이용초급통계학 NAST 205 3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초급 전공필수

INST 209 3 바이오통계입문 NAST 209 3 생명과학데이터분석입문

INST 210 3 탐색적자료분석 NAST 211 3 데이터시각화

INST 202 3 통계적추론 NAST 202 3 통계적추론 전공필수

INST 204 3 통계적추론연습 NAST 204 3 통계적추론연습

INST 208 3 통계적방법Ⅱ NAST 208 3 통계적방법Ⅱ

INST 206 3 컴퓨터이용행렬대수학 NAST 206 3 데이터분석을 위한 행렬 
이론

INST 301 3 회귀 및 일반선형모형 NAST 305 3 회귀 및 일반선형모형

INST 303 3 표본조사방법론 NAST 313 3 국가통계와 표본설계

INST 305 3 컴퓨터이용중급통계학 NAST 307 3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 
중급

INST 307 3 실험설계 및 분석 NAST 311 3 실험설계 및 분산분석

INST 313 3 통계세미나Ⅰ NAST 303 3 통계세미나Ⅰ

INST 315 3 국가통계학입문 NAST 301 3 국가통계입문 전공필수

INST 333 3
대용량자료분석과 

데이터베이스 NAST 309 3 공공데이터베이스분석

INST 304 3 시계열자료분석 NAST 315 3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
인 I

INST 302 3 다변량자료분석 NAST 322 3 다차원자료분석캡스톤디자
인

학수번호 
및 

과 목명 
변경

INST 308 3 통계조사실습 NAST 316 3 서베이실습캡스톤디자인

INST 314 3 통계세미나Ⅱ NAST 306 3 통계세미나Ⅱ

INST 316 3 통계지표의 이해 NAST 304 3 국가통계지표의 이해

INST 326 3 기초확률과정론 NAST 302 3 기초확률과정론

INST 328 3 베이지안통계학 NAST 312 3 베이지안통계학

INST 332 3 범주형자료분석 NAST 320 3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
인 IV

INST 334 3 데이터마이닝Ⅰ NAST 318 3 데이터마이닝 
캡스톤디자인 Ⅰ

INST 350 3 비모수 통계학 NAST 308 3 비모수 통계학

NAST 310 3 국가통계 활용 신설

INST 401 3 경영경제자료분석Ⅰ NAST 409 3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

□ 유사과목 지정사항(표 참고)



인 Ⅲ

INST 411 3 통계논설발표연구Ⅰ NAST 403 3 통계논설발표연구Ⅰ

INST 413 3 통계학특강Ⅰ NAST 401 3 통계학특강Ⅰ

NAST 405 3 통계컨설팅캡스톤디자인Ⅰ 신설

INST 431 3 데이터마이닝 Ⅱ NAST 407 3 데이터마이닝캡스톤디자인
Ⅱ

INST 451 2 인턴십 Ⅰ NAST 411 3 현장실습 Ⅰ 학점변경

INST 402 3 경영경제자료분석 Ⅱ NAST 406 3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
인 II

INST 412 3 통계논설발표연구 Ⅱ NAST 404 3 통계논설발표연구 Ⅱ

INST 414 3 통계학특강 Ⅱ NAST 402 3 통계학특강 Ⅱ

NAST 408 3 통계컨설팅캡스톤디자인Ⅱ 신설

INST 452 2 인턴십 Ⅱ NAST 410 3 현장실습 Ⅱ 학점변경

NAST 411 6 현장실습 Ⅲ 신설

INST 101 3 통계학의 이해 NAST 101 3 통계학의 이해
학수번호

변경INST 102 2 Leadership개발 NAST 102 2 Leadership개발

응용통계학과  

 

국가통계전공  

 

응용통계학과 ⇒ 국가통계전공으로 소속변경

기본전공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30학점

기본전공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24학점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30학점

*모든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시수) 비고
BIDS 150 빅데이터입문 전공관련교양 3(3)

BIDS 211 컴퓨터이용 자료분석Ⅰ 전공선택 3(3) 학수번호 및 

□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모든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교양영어의 경우 2016학년도 세종캠퍼스 교양영어 경과조치에 따른다.
2. 전과신청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국가통계전공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3. 재입학생은 재입학 신청 시 개편된 학과(부)･전공을 선택한다.
4. 전과 적용은 신청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3월 1일, 9월 1일)되며, 졸업학기에 신청 시 

초과학기 이수후 졸업해야 함.
5. 전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2017년 개편된 졸업요구조건을 따른다.
 

3. 경제통계학부 빅데이터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경과조치

 
 
□ 2017학년도 개편사항
1. 학과 소속 및 명칭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빅데이터전공
2. 학수번호 : BIDS
3. 교과목 및 타전공 인정과목

 <표1>빅데이터전공 교과목 목록



이수구 
분변경

BIDS 204 컴퓨터이용 자료분석Ⅱ 전공선택 3(3)
BIDS 205 빅데이터처리실습Ⅰ 전공선택 2(4)
BIDS 206 빅데이터처리실습Ⅱ 전공선택 2(4)
BIDS 207 데이터베이스 개론 전공선택 3(3)
BIDS 208 데이터모델링과SQL 전공선택 3(3)
BIDS 209 분석프로그래밍 전공선택 3(3)
BIDS 303 빅데이터특강Ⅰ 전공선택 3(3)
BIDS 304 빅데이터특강Ⅱ 전공선택 3(3)

BIDS 315 데이터마이닝방법론 전공선택 3(3)
학수번호 및 

이수구 
분변경

BIDS 306 텍스트마이닝 전공선택 3(3)
BIDS 308 기계학습 전공선택 3(3)
BIDS 309 빅데이터 분산컴퓨팅 전공선택 3(3)
BIDS 310 패턴인식 전공선택 3(3)
BIDS 401 현장실습Ⅰ 전공선택 3
BIDS 402 현장실습Ⅱ 전공선택 3
BIDS 403 빅데이터세미나Ⅰ 전공선택 3(3)
BIDS 404 빅데이터세미나Ⅱ 전공선택 3(3)

BIDS 405 빅데이터응용사례연구 
캡스톤디자인 Ⅰ 전공선택 3(3)

BIDS 406 빅데이터응용사례연구 
캡스톤디자인 Ⅱ 전공선택 3(3)

BIDS 407 빅데이터 비즈니스모델 전공선택 3(3)
BIDS 408 빅데이터와 의사결정 전공선택 3(3)
BIDS 409 빅데이터와 시각화 전공선택 3(3)
BIDS 410 빅데이터 특수연구 전공선택 3(3)
BIDS 411 소셜미디어애널리틱스 전공선택 3(3)
BIDS 412 현장실습Ⅲ 전공선택 6
BIDS 312 기계학습실습 전공선택 2(4)
BIDS 313 데이터마이닝실습 전공선택 2(4)

학과 이수구분 교과목명
(2018학년도 교육과정)

폐지과목

경제정책학전공
전공선택 ECOP171 경제학원론:미시
전공선택 ECOP172 경제학원론:거시

데이터계산과학전공 전공선택 DCSC316 금융수학개론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
학과

전공선택 DCCS304 데이터베이스  
전공선택 DCCS305 수치해석  
전공선택 DCCS208 빅데이터개론  
전공선택 DCCS408 최적화기법입문  
전공선택 DCCS410 빅데이터분산처리시스템  

전공선택 DCCS419 머신러닝실습  

생명정보공학과
전공선택 BTEC213 생물정보학Ⅰ  
전공선택 BTEC214 생물정보학Ⅱ  

글로벌경영전공
전공선택 GLOB442 경영과학  
전공선택 GLOB333 마케팅조사론  

<표2> 타과전공 인정과목



전공선택 GLOB342 품질경영  

국가통계전공

전공선택 NAST201 확률론입문 BIDS301 
수리통계학Ⅰ

전공선택 NAST202 통계적추론 BIDS302 
수리통계학Ⅱ

전공선택 NAST207 통계적방법Ⅰ BIDS201 
빅데이터통계방법
론Ⅰ

전공선택 NAST208 통계적방법Ⅱ BIDS202 
빅데이터통계방법
론Ⅱ

전공선택 NAST211 데이터시각화 BIDS210 
탐색적자료분석

전공선택 NAST305 회귀및일반선형모형 BIDS311 
선형모형방법론

전공선택 NAST206 데이터분석을위한행렬이론 BIDS212 선형대수

전공선택 NAST203 확률론입문연습  
전공선택 NAST209 생명과학데이터분석입문  

전공선택 NAST204 통계적추론연습  
전공선택 NAST301 국가통계입문  
전공선택 NAST303 통계세미나Ⅰ  
전공선택 NAST309 공공데이터베이스분석  

전공선택
NAST311 실험설계및분산분 석

 

전공선택
NAST313 국가통계와표본설 계

 

전공선택 NAST315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인Ⅰ

 

전공선택
NAST302 기초확률과정론

 

전공선택
NAST304 국가통계지표의이 해

 

전공선택 NAST306 통계세미나Ⅱ  
전공선택 NAST310 국가통계활용  
전공선택 NAST322 

다차원자료분석캡스톤디자인
 

전공선택 NAST316 서베이실습캡스톤디자인  

전공선택 NAST320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인Ⅳ

 

전공선택 NAST401 통계학특강Ⅰ  
국가통계전공 전공선택 NAST403 통계논설발표연구

Ⅰ
 

전공선택 NAST405 통계컨설팅캡스톤디자인Ⅰ  

전공선택 NAST409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인Ⅲ

 

전공선택 NAST402 통계학특강Ⅱ  

전공선택
NAST404 통계논설발표연구 Ⅱ

 

전공선택 NAST406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인Ⅱ

 

전공선택 NAST408 통계컨설팅캡스톤디자인Ⅱ  

전공선택 NAST312 베이지안통계학 BIDS307 
베이지안모델링



사이버보안전공
전공선택 SECU411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선택 SECU417 빅데이터응용및보안  

디지털경영전공

전공선택 DIGB212 데이터베이스설계  
전공선택 DIGB213 클라우드컴퓨팅  
전공선택 DIGB311 데이터베이스관리  
전공선택 DIGB312 빅데이터기술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전공선택 DIGB344 마케터를위한데이터분석  

전공선택 EMSE436 인공지능시스템개론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시수) 비고

BIDS 150 빅데이터입문 전공관련교양 3(3)

BIDS 211 컴퓨터이용자료분석Ⅰ 전공선택 3(3) 학수번호 
및 

이수구분 
변경BIDS 315 데이터마이닝방법론 전공선택 3(3)

BIDS 204 컴퓨터이용자료분석Ⅱ 전공선택 3(3)

BIDS 205 빅데이터처리실습Ⅰ 전공선택 2(4)

BIDS 206 빅데이터처리실습Ⅱ 전공선택 2(4)

BIDS 207 데이터베이스 개론 전공선택 3(3)

BIDS 208 데이터모델링과SQL 전공선택 3(3)

BIDS 209 분석프로그래밍 전공선택 3(3)

BIDS 303 빅데이터특강Ⅰ 전공선택 3(3)

BIDS 304 빅데이터특강Ⅱ 전공선택 3(3)

BIDS 306 텍스트마이닝 전공선택 3(3)

BIDS 308 기계학습 전공선택 3(3)

BIDS 309 빅데이터 분산컴퓨팅 전공선택 3(3)

BIDS 310 패턴인식 전공선택 3(3)

BIDS 312 기계학습실습 전공선택 2(4)

BIDS 313 데이터마이닝실습 전공선택 2(4)

BIDS 401 현장실습Ⅰ 전공선택 3

BIDS 402 현장실습Ⅱ 전공선택 3

BIDS 403 빅데이터세미나Ⅰ 전공선택 3(3)

BIDS 404 빅데이터세미나Ⅱ 전공선택 3(3)

BIDS 405 빅데이터응용사례연구 
캡스톤디자인Ⅰ

전공선택 3(3)

BIDS 406 빅데이터응용사례연구 
캡스톤디자인Ⅱ

전공선택 3(3)

BIDS 407 빅데이터 비즈니스모델 전공선택 3(3)

BIDS 408 빅데이터와 의사결정 전공선택 3(3)

BIDS 409 빅데이터와 시각화 전공선택 3(3)

BIDS 410 빅데이터 특수연구 전공선택 3(3)

BIDS 411 소셜미디어애널리틱스 전공선택 3(3)

□ 2019학년도 개편사항
1. 학과 소속 및 명칭 :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빅데이터전공

2. 학수번호 : BIDS

3. 교과목 및 타전공 인정과목
       <표1> 빅데이터전공 교과목 목록



BIDS 412 현장실습Ⅲ 전공선택 6

학과 이수구분 교과목명(2019학년도 교육과정) 폐지과목

경제정책학전공
전공선택 ECOP171 경제학원론:미시

전공선택 ECOP172 경제학원론:거시

데이터계산과학전
공

전공선택 DCSC316 금융수학개론

컴퓨터융합소프트
웨 어학과

전공선택 DCCS304 데이터베이스

전공선택 DCCS305 수치해석

전공선택 DCCS208 빅데이터개론

전공선택 DCCS408 최적화기법입문

전공선택 DCCS410 빅데이터분산처리시스템

전공선택 DCCS419 머신러닝실습

생명정보공학과
전공선택 BTEC213 생물정보학Ⅰ

전공선택 BTEC214 생물정보학Ⅱ

글로벌경영전공

전공선택 GLOB442 경영과학

전공선택 GLOB333 마케팅조사론

전공선택 GLOB342 품질경영

국가통계전공

전공선택 NAST201 확률론입문 BIDS301 수리통계학Ⅰ

전공선택 NAST202 통계적추론 BIDS302 수리통계학Ⅱ

전공선택 NAST207 통계적방법Ⅰ BIDS201 
빅데이터통계방법론Ⅰ 

전공선택 NAST208 통계적방법Ⅱ BIDS202 
빅데이터통계방법론Ⅱ 

전공선택 NAST211 데이터시각화 BIDS210 탐색적자료분석 

전공선택 NAST305 회귀및일반선형모형 BIDS311 선형모형방법론 

전공선택 NAST206 
데이터분석을위한행렬이론

BIDS212 선형대수 

전공선택 NAST312 베이지안통계학 BIDS307 베이지안모델링 

전공선택 NAST203 확률론입문연습

전공선택 NAST209 생명과학데이터분석입문

전공선택 NAST204 통계적추론연습

전공선택 NAST301 국가통계입문

전공선택 NAST303 통계세미나Ⅰ

전공선택 NAST309 공공데이터베이스분석

전공선택 NAST311 실험설계및분산분석

전공선택 NAST313 국가통계와표본설계

전공선택 NAST315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인Ⅰ

 

<표2> 타전공 인정과목 



전공선택 NAST302 기초확률과정론

전공선택 NAST304 국가통계지표의이해

전공선택 NAST306 통계세미나Ⅱ

전공선택 NAST310 국가통계활용

전공선택 NAST322 
다차원자료분석캡스톤디자인

전공선택 NAST316 서베이실습캡스톤디자인

전공선택 NAST320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인Ⅳ

전공선택 NAST401 통계학특강Ⅰ

전공선택 NAST403 통계논설발표연구Ⅰ

전공선택 NAST405 
통계컨설팅캡스톤디자인Ⅰ

전공선택 NAST409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인Ⅲ

전공선택 NAST402 통계학특강Ⅱ

전공선택 NAST404 통계논설발표연구Ⅱ

전공선택 NAST406 
공공데이터분석캡스톤디자인Ⅱ

전공선택 NAST408 
통계컨설팅캡스톤디자인Ⅱ

사이버보안전공
전공선택 SECU411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선택 SECU417 빅데이터응용및보안

디지털경영전공

전공선택 DIGB212 데이터베이스설계

전공선택 DIGB213 클라우드컴퓨팅

전공선택 DIGB311 데이터베이스관리

전공선택 DIGB312 빅데이터기술

전공선택 DIGB344 마케터를위한데이터분석

전자･기계융합공
학과

전공선택 EMSE436 인공지능시스템개론

□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전과신청 전, 반드시 신규 학과 및 전공의 교육과정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함.   

 (전과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 교육과정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  

2. 학사구조 개편으로 전과의 대상이 되는 학과(부)･전공은 <표3>과 같다.

3. 2016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 학생은 전과 적용시점에 2학년이어야 한다.  

(전과 적용은 신청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3월 1일, 9월 1일)되며, 졸업학기에 신청 시   
초과학기 이수 후 졸업해야 함.)

4. 재입학생은 재입학 신청 시 기존학과 유지 또는 개편된 학과(부)･전공을 선택한다.

5. 공통교양, 전공관련교양, 핵심교양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교양영어의 경우 2016학년도 세종캠퍼스 교양영어 경과조치에 따른다. 



응용통계학과 빅데이터전공 응용통계학과 ⇒ 빅데이터전공으로 소속변경

기본전공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30학점

심화전공 
전공선택 
18학점

기본전공 
전공선택 
36학점

심화전공 
전공선택 
18학점

기본전공 
전공선택 
36학점

심화전공 
전공선택 
18학점

단과대학
(2016) 학과,전공(2016)

전과 가능 학과, 전공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전공

과학기술
대학

응용통계학과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국가통계전공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빅데이터전공

정보통계학과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국가통계전공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빅데이터전공

6. 전과신청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빅데이터전공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7. 빅데이터전공으로 소속 변경 시 전공학점 및 졸업요구조건은 신 교육과정을 따른다.

<표3> 전과 대상 학과(부) 및 전공

□ 전공교과목 이수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빅데이터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변경 하여 

운영함.
2. 2017학년도 이후 취득한 전공필수 교과목은 전공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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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경과조치

 2021학년도 개편사항

  1) 이수구분 변경

    

폐지 신설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전공관련교양 ECOP150 한국경제의이해 선택교양 ECOP161 한국경제의이해

전공관련교양 DPAD150 행정학의이해 선택교양 DPAD161 행정학의이해

전공관련교양 PUBS150 현대사회학의초대 선택교양 PUBS161 현대사회학의초대

전공관련교양 KUDS150 한반도와사대강국 선택교양 KUDS161 한반도와사대강국

전공관련교양 BIDS150 빅데이터입문 선택교양 BDSC151 빅데이터사이언스입문

    ※ 위 과목은 학과지정 선택교양이므로 한국경제의이해 및 다른 4개 과목 중 2과목 필수 이수

  2) 과목 폐지

    - 전공관련교양 NAST150 통계학개론

      ※ 위 과목은 폐지가 됐으므로 재수강 불가. 학점취득포기 가능

  3) 전공선택 이수학점 변경

    

기 존 변 경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ECOP211 해외경제사례분석Ⅰ 2(2) ECOP221 해외경제사례분석Ⅰ 3(3)

ECOP212 해외경제사례분석Ⅱ 2(2) ECOP222 해외경제사례분석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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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개편사항

  1) 학과명칭 변경 : 경제학과 → 경제정책학전공

  2) 학수번호 변경 : AAAA → ECOP

  3) 전공필수 이수학점 추가(12 → 15학점)

    

기 존 변 경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AAAA111 경제학원론:미시 ECOP171 경제학원론:미시

AAAA112 경제학원론:거시 ECOP172 경제학원론:거시

AAAA205 시장경제의원리 ECOP201 시장경제의원리

AAAA206 거시경제학 ECOP202 거시경제학

ECOP305 계량경제학입문
*전공필수 추가

  4) 이수구분 변경

    

폐지 신설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전공선택 AAAA220 한국경제론 전공관련교양 ECOP150 한국경제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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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모든 학생은 입학/편입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1) 2016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➀ 2016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들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2017년에 

경제정책학전공으로 전과하는 경우라도 전과 시점이 아닌 입학/편입 시점에서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➁ 한국경제의이해(ECOP161) 수강 시 전공과목으로 인정된다.

    ➂ 폐지되는 한국경제론 과목의 재수강을 희망할 경우 한국경제의이해 과목으로 대체 재수강할 

수 있다.

    ➃ 폐지되는 통계학개론은 재수강이 불가능하다.

  2) 2017년 이후, 2020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➀ 한국경제의이해(ECOP161)는 전공관련교양으로 인정된다.

    ➁ 행정학의이해(DPAD161), 현대사회학의초대(PUBS161), 한반도와사대강국(KUDS161), 

빅데이터사이언스입문(BDSC151)은 전공관련교양으로 인정된다.

    ➂ 폐지되는 통계학개론은 재수강이 불가능하다.

  3) 2021년 이후 입학생 및 편입생

    ➀ 한국경제의이해(ECOP161)는 선택교양으로 인정된다. 다만 학과지정 선택과목이므로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➁ 행정학의이해(DPAD161), 현대사회학의초대(PUBS161), 한반도와사대강국(KUDS161), 

빅데이터사이언스입문(BDSC151)은 선택교양으로 인정된다. 다만 학과지정 선택과목이므로 

4개 과목 중 2개를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변경 전 (2017~2020학년도) 변경 후 (2021학년도부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전공관련교양

DPAD150 행정학의이해

선택교양

DPAD161 행정학의이해

ECOP150 한국경제의이해 ECOP161 한국경제의이해

NAST150 통계학개론 폐지 폐지

타과 개설 전공인정 교과목 안내

과학기술대학 전자및정보공학과에서 개설되는 기업기술혁신PBLⅠ.Ⅱ ,사회혁신CBLⅠ.Ⅱ , 

사회문제해결리빙랩PBLⅠ.Ⅱ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됩니다.

2021학년도부터 졸업요건 추가 신설 안내

1. 2021학년도부터 Flipped Class 이수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졸업요건 적용 대상 : 2021학번 입학생부터, 2019학번 편입학생부터

   - 2021학번 입학생부터 : Flipped Class 5과목 이상 이수

   - 2019학번 일반, 학사편입학생부터 : Flipped Class 3과목 이상 이수

2021학년도 전공관련교양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2021학년도부터 '[전공관련교양] 영역'이 폐지됩니다.

 

2. 기존 전공관련교양 교과목들은 [선택교양]으로 개편되며,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교과목이 유사과목의 지정 없이 폐지된 경우는 교과과정 개편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3. 폐지된 전공관련교양 교과목(NAST150 통계학개론)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없으며, 

   취득학점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4. 정부행정학부 2017~2020학번 학생은 전공관련교양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나, 

   2021학년도 NAST150 통계학개론 교과목 삭제됨에 따라 6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5. 신.구 교과목 변동표



학수번호 교과목 명

폐지 과목

DPAK221 행정조직론

DPAK233 현대행정의주요쟁점

DPAK263 생활과법률

DPAK303 근대정치사상사

DPAK305 행정과건강도시

DPAK315 자본주의의이해

DPAK321 문화행정론

DPAK325 한국의시민과공무원

DPAK328 NGO의이해

DPAK352 지방정부의예산과재정

DPAK371 정부와경제

DPAK422 웰빙과건강정책

DPAK442 복지국가의이해

DPAK472 생활행정학과한국행정

신설 과목

DPAD150 행정학의이해

DPAD217 시민사회와자치

DPAD218 형법

DPAD302 공공성과측정의이해

DPAD319 형사소송법

DPAD321 경찰행정론

DPAD322 범죄수사학

DPAD328 공공전략관리론

DPAD332 인적자원개발과CDP

DPAD334 공공의사결정론

변경 전 (공공행정학부) 변경 후 (정부행정학부)

학수번호 교과목 명 학수번호 교과목 명

DPAK211 인사행정론 DPAD201 공공인적자원관리론

DPAK276 정부조직행태론 DPAD204 정부조직관리론

DPAK301 행정계량분석입문 DPAD323 행정계량분석

DPAK348 정치경제학 DPAD316 정치경제론

2017학년도 정부행정학부 교과과정 개편사항 및 2016학번 포함

이전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 2017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사항

가. 학부 명칭 변경 : 공공행정학부 ⇒ 공공정책대학 정부행정학부

나. 학부 이니셜 변경 : DPAK ⇒ DPAD

다. 교과목 폐지 및 신설

라. 교과목 변경

2. 2016학번 포함 이전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가. 입학당시의 해당년도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나. 해당년도 전공필수과목은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04-07학번의 폐지된 전공필수 2과목(시사행정영어, 공직적성영어)은 전공(영강)과목으로  



    대체한다.

다. 이중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필수과목은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라. 폐지 전공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없다. 이미 수강한 학생은 전공으로 인정된다. 

마. 신설 전공교과목은 수강시 전공과목으로 인정된다.

바. 유사 전공교과목은 수강 및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된다. 

사. 아래 신.구 교육과정 교과목 변동표 참조

공공행정학부 구 교과과정 (2016학년도) 정부행정학부 신 교과과정 (2017학년도)
개편 내용

(폐지, 신설, 유사)

학수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 명

학수

번호

학

점

시 간

교과목 명이

론

실험

(실습)

실

기

DPAK221 3(3) 행정조직론 폐지

DPAK233 3(3) 현대행정의주요쟁점 폐지

DPAK263 3(3) 생활과법률 폐지

DPAK303 3(3) 근대정치사상사 폐지

DPAK305 3(3) 행정과건강도시 폐지

DPAK315 3(3) 자본주의의이해 폐지

DPAK321 3(3) 문화행정론 폐지

DPAK325 3(3) 한국의시민과공무원 폐지

DPAK328 3(3) NGO의이해 폐지

DPAK352 3(3) 지방정부의예산과재정 폐지

DPAK371 3(3) 정부와경제 폐지

DPAK422 3(3) 웰빙과건강정책 폐지

DPAK442 3(3) 복지국가의이해 폐지

DPAK472 3(3) 생활행정학과한국행정 폐지

DPAD150 3 3 행정학의이해 신설

DPAD217 3 3 시민사회와자치 신설

DPAD218 3 3 형법 신설

DPAD302 3 3 공공성과측정의이해 신설

DPAD319 3 3 형사소송법 신설

DPAD321 3 3 경찰행정론 신설

DPAD322 3 3 범죄수사학 신설

DPAD328 3 3 공공전략관리론 신설

DPAD332 3 3 인적자원개발과CDP 신설

DPAD334 3 3 공공의사결정론 신설



공공행정학부 구 교과과정 (2016학년도) 정부행정학부 신 교과과정 (2017학년도)
개편 내용

(폐지, 신설, 유사)

학수번호
학점

(시간)
교과목 명

학수

번호
학점

시 간

교과목 명
이론

실험

(실습)
실기

DPAK211 3(3) 인사행정론 DPAD201 3 3 공공인적자원관리론 유사

DPAK220 3(3) 공공정책론 DPAD202 3 3 공공정책론 유사

DPAK235 3(3) 재무행정론 DPAD203 3 3 재무행정론 유사

DPAK276 3(3) 정부조직행태론 DPAD204 3 3 정부조직관리론 유사

DPAK100 3(3) 행정학개론 DPAD205 3 3 행정학개론 유사

DPAK202 3(3) 행정과리더쉽 DPAD206 3 3 행정과리더쉽 유사

DPAK213 3(3) 헌법Ⅰ DPAD207 3 3 헌법Ⅰ 유사

DPAK214 3(3) 헌법Ⅱ DPAD208 3 3 헌법Ⅱ 유사

DPAK217 3(3) 민법총칙 DPAD209 3 3 민법총칙 유사

DPAK243 3(3) 한국정치의이해 DPAD211 3 3 한국정치의이해 유사

DPAK261 3(3) 도시행정론 DPAD212 3 3 도시행정론 유사

DPAK271 3(3) 정부조직진단론 DPAD213 3 3 정부조직진단론 유사

DPAK272 3(3) 정책설계론 DPAD214 3 3 정책설계론 유사

DPAK273 3(3) 공공선택론 DPAD215 3 3 공공선택론 유사

DPAK274 3(3) 국제정치경제론 DPAD216 3 3 국제정치경제론 유사

DPAK339 3(3) 공공관리론 DPAD301 3 3 공공관리론 유사

DPAK311 3(3) 전자정부론 DPAD303 3 3 전자정부론 유사

DPAK310 3(3) 공기업론 DPAD304 3 3 공기업론 유사

DPAK335 3(3) 행정법Ⅰ DPAD305 3 3 행정법Ⅰ 유사

DPAK336 3(3) 행정법Ⅱ DPAD306 3 3 행정법Ⅱ 유사

DPAK349 3(3) 지방정부론 DPAD307 3 3 지방정부론 유사

DPAK316 3(3) 정책과법 DPAD308 3 3 정책과법 유사

DPAK351 3(3) 규제정책론 DPAD309 3 3 규제정책론 유사

DPAK363 3(3) 정책분석론 DPAD311 3 3 정책분석론 유사

DPAK364 3(3) 정책평가론 DPAD312 3 3 정책평가론 유사

DPAK375 3(3) 정부관리세미나 DPAD313 3 3 정부관리세미나 유사

DPAK320 3(3) 정부간관계론 DPAD314 3 3 정부간관계론 유사

DPAK377 3(3) 행정이론 DPAD315 3 3 행정이론 유사

DPAK348 3(3) 정치경제학 DPAD316 3 3 정치경제론 유사

DPAK379 3(3) 국제행정론 DPAD317 3 3 국제행정론 유사

DPAK356 3(3) 조사방법론 DPAD318 3 3 조사방법론 유사

DPAK301 3(3) 행정계량분석입문 DPAD323 3 3 행정계량분석 유사

DPAK362 3(3) 공공기획론 DPAD324 3 3 공공기획론 유사

DPAK204 3(3) 도시및지역개발론 DPAD325 3 3 도시및지역개발론 유사

DPAK372 3(3) 환경행정론 DPAD326 3 3 환경행정론 유사

DPAK473 3(3) 정부성과관리론 DPAD401 3 3 정부성과관리론 유사

DPAK404 3(3) 행정현장연습 DPAD402 2 0 행정현장연습 유사

DPAK411 3(3) 행정학특강 DPAD403 3 3 행정학특강 유사

DPAK444 3(3) 정책사례연구 DPAD404 3 3 정책사례연구 유사

DPAK413 3(3) 정책학특강 DPAD405 3 3 정책학특강 유사

DPAK446 3(3) 정책과철학 DPAD406 3 3 정책과철학 유사

DPAK471 3(3) 공공감사론 DPAD407 3 3 공공감사론 유사

DPAK475 3(3) 갈등관리와협상 DPAD409 3 3 갈등관리와협상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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