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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 교육과정 구성 체계

 
가. 기본 체계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체계
⇩

인성 함양을 위한 선택형 교양필수 과목과 폭 넓고 다양한 교양선택 과목으로 구분
 

나. 교육과정 구성 체계

교양선택
대인
관계
능력

+ 실천적
봉사 +

창의
융합
능력

+
전공

(기초)
능력

+
현장
실무
능력

+
글로컬
소통
능력

+ 인문
소양

다. 구분별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교양필수
 대학예배 ․ 기독교인성과목 ․ 세계화과목

 정보화과목 ․ 국어과목 ․ 백석멘토링과목

교양필수

30학점 이상

이수

교양선택

 대인관계능력(Relationship)

 실천적 봉사 (Activeness)

 창의융합능력(Integration)

 전공(기초)능력(Specialty)

 현장실무능력(Experience)

 글로컬소통능력(Universality)

 인문소양(Personality)

교양선택

10학점 이상

이수

교양필수 대학
예배 + 기독교인성 

과목 + 세계화 
과목 + 정보화 

과목 + 국어 
과목 + 백석멘토링 

과목



2. 교양필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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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필수 교육과정

가. 대학예배

나. 기독교인성 과목
 1) 기독교학부 

과   목   명 학점 대상학부(과) 권장학년/학기 이수 방법 이수 학점
 기독교신학입문
 교육사역
 신앙과 논리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인성과 자기계발
 미션다이제스트

2
2
2
2
2
2

기독교학부
기독교학부
기독교학부
기독교학부
기독교학부
기독교학부

1
2
2
3
3
4

4과목
이상
필수

8학점
이상
필수

 2) 일반학부

과   목   명 학점 대상학부(과) 이수학년/학기 이수 방법 이수 학점
 대학예배
 대학예배
 대학예배
 대학예배
 대학예배
 대학예배
 대학예배
 대학예배

1
1
1
1
1
1
1
1

전 학부
전 학부
전 학부
전 학부
전 학부
전 학부
전 학부
전 학부

1/1
1/2
2/1
2/2
3/1
3/2
4/1
4/2

8과목
필수

8학점
필수

과   목   명 학점 대상학부(과) 권장학년/학기 이수 방법 이수 학점
 행복한 인간의 삶
 기독교와 인성
 구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신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기독교윤리
 기독교세계관
 직업과 비전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1
1
1
1
1
1

일반학부
일반학부
일반학부
일반학부
일반학부
일반학부
일반학부
일반학부

1/1
1/2
2/1
2/2
3/1
3/2
4/1
4/2

8과목
필수

8학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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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화 과목
과 목 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이수)

학년/학기 이수 방법 이수 학점
 대학영어1
 대학영어2(A)(B)(C) 중 택1
 생활영어1(A)(B)(C) 중 택1
 생활영어2(A)(B)(C) 중 택1

2
2
2
2

전 학부
전 학부
전 학부
전 학부

1/1
1/2
2/1
2/2

4과목
필수

8학점
필수

 ※ 2013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2학년도 후기(2013. 8월) 졸업자부터 6과목 12학점
에서 4과목 8학점으로 조정됨.

라. 정보화 과목  
과   목   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이수)

학년/학기 이수 방법 이수 학점

일반
학부

 MS워드
 MS엑셀
 MS파워포인트
 스마트폰 기초코딩
 인터넷 기초코딩

2
2

일반학부
일반학부

1학년
1학년

2과목
필수

4학점
필수

정보
통신
학부

 컴퓨터정보통신의 이해
 컴퓨터논리작성
 기초프로그래밍

2
2
2

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학부

1/1
1/1
1/2

2과목
이상 필수

4학점
이상 필수

마. 국어 과목
과 목 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학년/학기 이수 방법 이수 학점

 우리말우리글
 글쓰기의 원리와 실제

2
2

전 학부
전 학부

1
1

1과목
이상 필수

2학점
이상 필수

바. 백석멘토링 과목
과   목   명 학점 대상학부 이수학년/학기 이수 방법 성적평가

 대학생활과 진로 0 전 학부 1/1 2과목
필수 P/F

 취업과 진로 0 전 학부 4/2
 ※ 2007입학자부터 ‘대학생활과 진로’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2011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취업과 진로’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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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필수 과목별 수업교재

 
가. 기독교인성 과목
  ◦기독교학부

  ◦일반학부

나. 세계화 과목

과  목 교  재 비 고

행복한 인간의 삶 애덤앤이브
기독교와 인성 기독교탐사
구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바이블로드-구약
신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바이블로드-신약
기독교윤리 사랑의 윤리
기독교세계관 GOD & 월드뷰
직업과 비전 직업@비전
사람다운 사람의 길 인물과 신앙(한국)

과  목 교  재 비 고
기독교신학입문 기독교와 현대사회
교육사역 기독교교육의 기초
신앙과 논리 신앙과 논리
기독교세계관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성과 자기개발 리어왕, 죄와벌, 밀양, 시
미션다이제스트 미션 다이제스트

과  목 교  재 비 고
대학영어1 SMART CHOICE 2(3rd Edition)

대학영어2
A World English 3
B World English 2
C World Englis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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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화 과목   
  ◦일반학부

  ◦정보통신학부

라. 국어 과목

마. 백석멘토링 과목

과  목 교  재 비 고
MS워드  Step up MOS 2010 Word Expert, 
MS엑셀  Step up MOS 2010 Excel Expert, 
MS파워포인트  Step up MOS 2010 Powerpoint Core
스마트폰 기초코딩  스마트폰 기초코딩
인터넷 기초코딩 인터넷 기초코딩

과  목 교  재 비 고
컴퓨터정보통신의 이해 정보통신의 이해
기초프로그래밍 Visual Basic 2010
컴퓨터논리작성 새내기 프로그래머를 위한 순서도 작성

과  목 교  재 비 고
우리말우리글 우리말과 우리글
글쓰기의 원리와 실제 문장의 원리와 실제

과  목 교  재 비 고

생활영어1
A TOEIC I: Advanced
B TOEIC I: Intermediate
C  TOEIC I: Basic

생활영어2
A TOEIC Ⅱ: Advanced
B TOEIC Ⅱ: Intermediate
C  TOEIC Ⅱ: Basic

과  목 교  재 비 고
대학생활과 진로 U코칭 -대학생활과 진로
취업과 진로 취업과 진로



4. 교양필수 표준수업계획서

가. 기독교인성 과목

나. 세계화 과목

다. 정보화 과목

라. 국어 과목

마. 백석멘토링 과목



   가. 기독교인성 과목

｛기독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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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기독교신학입문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Introduction to Theology Christianity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기독교학부(1학년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기독교 지성인을 양육하는 백석대학교의 설립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나 구성요소 등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내실 있는 
신앙인, 경쟁력 있는 신앙인을 양육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교적 사명감을 고취
시키는 데 있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1. 종교학
  가. 종교란 무엇인가?  나. 세계의 종교  다. 한국의 종교 라. 종교와 과학
2. 기독교
  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나. 한국교의 역사  다. 개신교와 가톨릭  라. 교회란 무엇인가?
3. 성경
  가.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나. 구약성경  다. 신약성경
4. 기독교와 현대사회
  가. 기독교선교와 식민주의  나.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교 재
(Text)

주교재 『기독교와 현대사회』/ 김남일 / 한국학술정보 / 2008
『기독교 이해 시리즈』장종현(백석정신아카데미)

부교재 『창조, 타락, 구속: 성경적 세계관』/ 알버트 월터스, 마이클 고힌/홍병룡,  IVP, 2007
  기독교강요, 칼빈

참고문헌 담대한 기독교, 로이드 존스
진정한 기독교, 로이드 존스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 시청각, 발표, 토론,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 프로젝트, 컴퓨터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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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orientation, 과제물 부여 과목 소개 -

자기소개서 작성
2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움 종교란 무엇인가? p.15~36

3 이슬람을 소개하고 그 세계관을 파악함. 세계의 종교 : 이슬람 연구와 선교 p.37~70

4
한국의 종교와 문화를 소개하고 

현대적 해석을 실시함 한국의 종교 p.71~86
1조 발제

5 기독교 세계관에 관하여 연구함 기독교세계관 p.87~106
2조 발제

6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에 있는

 종교와 과학 종교와 과학 p.107~122
3조 발제

7 기독교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 기독교란 무엇인가? p.141~160
4조 발제

8 한국개신교회의 역사를 고찰함 한국교회의 역사 p.161~198
5조 발제

9
우리가 늘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함 개신교와 가톨릭 p.207~228
6조 발제

1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p.231~250
7조 발제

11 구약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구약성경의 이해 p.251~268
8조 발제

12 신약성경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신약성경의 이해 p.269~291
9조 발제

13
기독교 죄악사를 살펴봄으로써

 역사를 평가함 기독교와 식민주의 p.295~322
10조 발제

14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강의함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p.323~340
11조 발제

15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서 총 정리함 종합 질의 밀 토의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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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기독교인성과 자기개발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hristian Character & Developing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기독교학부(2,3학년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을 바탕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
석한 후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진로개발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다
양한 심리 검사 및 분석등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 개발해 나가도록한다.
-심리 검사 및 분석 그리고 강의를 통해 심리적 치유 및 진로와 학습 컨설팅등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계발을 위한 회복과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성화되어져가는 기독교적 인성을 개발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크게 4개의 항목인 인성 및 사회성 그리고 진로개발과 학습부진개발의 항목들 가운
데 자신에게 관심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하여 심리 검사 및 분석을 한다.
- 같은 관심 주제로 모인 팀별로 개인 및 집단 워크숍을 통해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
을 경험한다
- 매주 각 개인의 심리 검사 결과에 따른 분석과 치유 처방에 대한 교수의 전체 강
의와 워크숍 지도가 있다

교 재
(Text)

주교재 자기 성장을 위한 심리 검사 (임신영 저, 지식과 감성)

부교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 찾기 (케빈 브렌플렉 , 케이 마리 브렌플렉 저, IVP)

참고문헌 소명 (오스 기니스 저, IVP)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 시청각, 발표, 토론,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 프로젝트, 컴퓨터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 - 3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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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강의 전체 강의 개요 : 강의 목적 및 수업 방법과 

교재 활용법 강의

2 강의 및 워크숍 나는 어떻게 하나? : 인성, 개성, 자기완성, 사회성, 
직업진로, 학습력 개발 어떻게할 것인가?

3 강의 및 워크숍 나는 누구인가? : MBTI 심리검사 및 워크숍 그리고
강의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4 강의 및 워크숍     나의 개성과 정신 건강 (인성):
인성검사: 가족 친구 긍정 판단력 관계 스트레스 탄력성 정신건강 22

5 강의 및 워크숍 나의 이해력 공감과 대처 능력 (감성):
감성지능검사: 감수성 표현성 대처력 33

6 강의 및 워크숍 내가 세상을 보는 틀 (신념):
신념검사: 자신감 자기인정 변화 의지 

수용 포용
39

7 영화 감상을 통한 자기 통찰과 분석 자기 개발을 위한 영화 감상과 토론

8 강의 및 워크숍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감):
자아정체성 검사 82

9 강의 및 워크숍 사귀고 사랑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
친근성 검사 86

10 강의 및 워크숍 사랑에 필요한 것들 (사랑 유형):
사랑유형 검사: 친근 책임 열애 91

11 강의 및 워크숍 나는 진정한 내가 되어 갑니다 (자아분화)
자아분화특성검사: 가족퇴행 감정적대처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단절 104

12 강의 및 워크숍 대화 유형에 숨겨진 내가 있어요 
대화유형검사: 산만형 비난형 의존형 

초월형 일치형
112

13 강의 및 워크숍 내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진로방해유형검사: 건강 불안 가족갈등 
대인관계문제 낮은자존감 욕구위계이론

137

14 강의 및 워크숍 효율적인 나만의 학습법 찾기
학습성격검사: 체험형 연구형 창조형 

명분형 개척형 성취형
198

15 전체 강의 정리 및 질문 나는 이것이 궁금해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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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신앙과 논리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Faith and Logics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기독교학부(2학년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기독교 신앙을 정당화하며 체계화된 세계관으로 정립하고 이를 소통시킬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이해하고 계발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1. 신앙과 이성의 관계
 2. 형식 논리학 (개념, 판단, 추리, 오류)
 3. 실제 활용 (판단분석 및 오류분석)
 4. 설교와 수사학

교 재
(Text)

주교재 『신앙과 논리』/ 서울: 살림 / 2004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 토론, 영상 매체 활용, 기타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30 30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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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서론 강의의 개괄적 소개와 교재 설명 -

2 신앙과논리가 만날때 신앙과 이성의 소통 가능성, 히브리적 
사고와 그리스적 사고 p.12~21

연습문제 풀이
3 논리와 철학의 관계 철학의 역사와 논리의 관계 p.22~37

연습문제 풀이
4 신화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 신화적 언어와 논리적 언어의 차이 p.38~51

연습문제 풀이
5 논리의 구조 개념, 명제, 판단 p.52~75

연습문제 풀이
6 추리와 논증의 세계 추리와 논증의 성격 p.76~84

연습문제 풀이
7 연역추리와 귀납추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 연역추리와 

귀납추리의 성격 p.85~100
연습문제 풀이

8 삼단논법 삼단논증의 특징, 정당한 삼단논법의 규칙 p.101~111
연습문제 풀이

9 오류에 빠지는 인간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p.112~133
연습문제 풀이

10 설득의 기술-수사학 수사학의 종류 p.134~146
연습문제 풀이

11 논리적 사고와 논술 논술의 9가지 요소 p.147~173
연습문제 풀이

12 설교와 논리학 설교와 논리의 관계 p.174~184
연습문제 풀이

13 논리학과 존재이해 논리학의 형이상학적 전제 p.185~200
연습문제 풀이

14 논리:신앙의 동반자입니까?, 방해자입니까? 논리와 신앙의 관계 p.201~212
연습문제 풀이

15 기말 고사 - -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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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기독교세계관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hristian Worldview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기독교학부(3학년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기독교세계관의 기본 구

조와 그 의미 및 가치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세계관의 현실적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세계관의 실제를 체득하게 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삶 속에

서 기독교세계관을 지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식하게 하며, 신앙생활과 학문연

구 모두에서 기독교세계관적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기독교적 인성의 함양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세계관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의 기본 골격인 창조-타락

-구속의 각 내용이 기독교세계관 전체 안에서 지니는 의미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핌

으로써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나아가 기독교세계관과 세속 

문화와의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현대 삶의 환경이 지니는 교차적 성격을 이해하고, 구체

적인 영역이나 사례들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분석—형성(formed)-왜곡(deformed)-변

혁(reformed)의 구도에 의한—을 시도해 봄으로써 기독교세계관이 실천적 성격을 확인

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폴 마샬,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김재영 역, IVP, 2000. 

부교재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세계관은 이야기다> 운종석 옮김, IVP, 2011.

알버트 월터스, 마이클 고힌,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홍병룡 옮김, IVP, 2007.

참고문헌

*장종현, <God & 월드뷰>, 백석, 2004.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CUP, 2010.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마이클 고힌, <성경은 드라마다>, 김명희 옮김, IVP, 2009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헌수 옮김, IVP, 2009.

*스티브 윌킨스, 마크 샌포드, <은밀한 세계관>, 안종희 옮김, IVP, 2013.

*팀 켈러, 일과 영성, 최종훈 옮김, 두란노, 2013.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 시청각, 발표, 토론,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 프로젝트, 컴퓨터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20 20 2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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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수업 소개, 조편성, 과제물 부여 과목 소개 -

2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 개념의 역사와 이해 
기독교세계관의 근거와 중요성 17-27

3 창조와 책임 ‘선한 창조’에 대한 이해 31-40
조별발표

4 타락 — 죄와의 싸움 타락의 의미와 현실에 대한 이해 41-50
조별발표

5 구속과 삶 그리스도의 구속 및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에 대한 이해 51-66

조별발표
6 세계관의 충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두 측면과 갈등 문제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프린트
조별발표

7 배움의 경이로움
진리의 문제 : 배움의 경이로움 67-86

조별발표
8 수시고사 기독교세계관의 의미와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도 평가 -

9 ‘일’과 ‘쉽’과 ‘놀이’
가치와 당위의 문제 : 일과 쉽과 놀이 87-138

조별발표
10 자연세계에 대한 책임 & 정치적 책임

자연세계에 대한 책임 & 정치적 책임 139-170
조별발표

11 상상력과 예술, 창의성과 테크놀로지
상상력과 예술, 창의성과 테크놀로지 171-208

조별발표
12 예배와 우상숭배

예배와 우상숭배—구별과 차이 209-228
조별발표

13 변화된 전도
변화된 전도—새로운 삶으로의 초청 229-246

조별발표
14

인내, 새로운 창조세계, 기다림의 

시간들 인내, 새로운 창조세계, 기다림의 시간들 247-282
조별발표

15 종합토의 및 기말고사 전체 질문과 종합토론.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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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교육사역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Ministry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기독교학부(2학년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본 수업의 목표는 교회 및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기독교교육사역자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의 공동체 구

성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기독교교육사역을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교육의 제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과 교육사역자로

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초를 배우는데 있다. 나아가 교육의 현장인 가정, 사

회, 학교, 교회에서 구현되어지는 기독교교육에 대하여 배우는데 있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기독교교육에 관한 이해를 위하여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신학과

기독교교육의 목적,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교육 과정의 이론 및 원리, 각

교육의 현장에서의 교육사역에 따른 연관성을 개괄적으로 연구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이용태, 『기독교교육의 기초-增補版』 백석프레스, 2010. 

신서균외 7인, 『현대 기독교교육 입문』 혜본, 2009.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 토론, 동영상 시청 등의 방법을 병행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컴퓨터, 빔 프로젝트, DVD Player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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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오리엔테이션 및 서론 교과목 및 syllabus의 설명

2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주체, 기독교교육의 장소 및  내용, 근거, 기독교교육의 방법

3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기초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접근방법학문이전과 이후의 접근방법등 

4 신학과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중요성 기독교교육의 정의, 기독교교육과 신학의 중요성, 목적
기초 5-20입문 51-59

5
기독교교육의  역사적인 변천과정 Ⅰ 구약시대 교육의 역사신약시대 교육의 역사

기초 21-45입문 64-74
6

기독교교육의  역사적인 변천과정 Ⅱ 교부시대의 기독교교육중세기 기독교교육
기초 45-65입문 74-90

7
기독교교육의  역사적인 변천과정 Ⅲ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교육

기초 65-77입문 90-107
8 Midterm examination

9
기독교교육의  역사적인 변천과정 Ⅳ 근세의 기독교교육한국의 기독교교육

기초 77-93입문107-114
10 가정과 기독교교육 가정의 본질과 역사적으로 실행되어온 가정교육을 살피며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입문 227-260 
11 교회와 기독교교육 교회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이론과 실제를 제시 입문 260-280
12 기독교교육과 사회 기독교교육과 사회의 관계기독교교육과 문화와 한국인의 의식 입문 295-318
13 기독교교육과 학교 기독교교육과 사회교육, 열린교육, 평생교육 입문 318-329

14
발달이론과 기독교교육

 –연령별 발달의 특징과 기독교교육- 다양한 학자들의 발달이론을 제시,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기독교교육 제시
입문 336-361입문 362-374

15 Fin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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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미션다이제스트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Mission Digest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기독교학부(4학년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1. 기독교 선교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학습한다.

2. 기독교 선교의 실천분야와 실천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3. 기독교 선교를 직접 실천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미션 다이제스트’ 교과목은 대학생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선교의 기본적인 근거(성경, 역사, 신학, 문화, 전략)를 이해하며, 기

독교 선교분야의 제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교 재
(Text)

주교재 『미션 다이제스트』/ 손동신 / 2015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 토론, 동영상 시청 등의 방법을 병행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컴퓨터, 빔 프로젝트, DVD Player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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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오리엔테이션 

선교, 선교학이란 무엇인가? 선교와 선교학의 용어와 분야를 이해한다.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2 선교는 언제, 누가 시작하였나? 선교의 시작과 주체를 이해한다.

3
성경은 선교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1

구약성경의 선교적 근거를 이해한다.

4 성경은 선교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2 신약성경의 선교적 근거를 이해한다.

5 선교는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가? 1 선교의 역사적 흐름(초대교회-중세)을 
이해한다. 

6 선교는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가? 선교의 역사적 흐름(로마가톨릭의 
선교황금기 – 개신교 선교)을 이해한다. 

7 수시고사 1주～6주차 교과목 이해정도 평가

8 다른 문화상황에서 선교하기 1 문화의 개념을 이해한다.

9 다른 문화상황에서 선교하기 2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이해한다.

10 선교방법 구상하기 1 선교전략의 정의, 유형,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11 선교방법 구상하기 2 선교전략을 평가하여 올바른 선교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12 교회와 선교의 관계 이해하기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을 이해한다.

13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의 종류, 준비, 생활과 사역, 선교사 
케어 등을 이해한다. 

14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선교기도, 선교여행, 단기선교, 
선교헌금 등)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과제물 제출

15 기말고사  총정리 및 시험



   가. 기독교인성 과목

｛일 반 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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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행복한 인간의 삶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hristian Life Management 시간

(Hours) 1 학점
(Units) 1

수강대상 일반학부(1학년 권장), -기독교학부 제외

수업목표
(Goal of Class)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에 접근해서 신앙의 관점

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출생, 가족, 교육, 우정, 성, 자아, 대학, 기술, 영성, 직업, 여가, 결혼, 고통, 사회, 장년,

죽음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애덤앤이브』/ 백석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와 토의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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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개요 강사 소개, 교재소개, 설문조사 -

2 출생의 의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p.11-22

3 가족의 의미 가족 @ 행복.com p.23-32

4 학교 교육의 의미 교실 이데아 p.33-46

5 친구와 우정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다” p.47-58

6 성 정체성 새빨간 거짓말 p.59-70

7 자아 정체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p.71-82

8 대학의 의미 University or Multiversity? p.83-94

9 인간존재와 영성 고스트인가, 홀리 고스트인가? p.95-106

10 직업과 소명 경쟁을 넘어서 p.107-118

11 결혼의 의미 백마 탄 왕자, 잠자는 숲 속의 미녀 p.119-130

12 병과 고통의 의미 누구의 죄인가요? p.131-144

13 사회적 인간 나 하나쯤이야 p.145-156

14 장년의 의미와 위기 “모든 것이 헛되다!” p.157-168

15 죽음과 사후세계 삶 속의 죽음, 죽음 속의 삶 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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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기독교와 인성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hristianity and Character 시간

(Hours) 1 학점
(Units) 1

수강대상 일반학부(1학년 권장), -기독교학부 제외

수업목표
(Goal of Class)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킨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기독교의 주요주제인 하나님, 인간, 죄, 고독, 성경, 과학, 예수그리스도, 신앙생활, 교회, 교파,

종말, 현대사회, 믿음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기독교탐사』 / 백석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와 토의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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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강의 개요 강사와 학생의 소개, 설문조사 -

2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p.9

3 인간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 그리고 자유 p.23

4 죄에 대하여 인간은 왜 죄책감을 갖게 될까? p.39

5 고독과 두려움에 대하여 고독과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까? p.49

6 성경에 대하여 성경, 삶의 의미를 찾는 내비게이션 p.59

7 과학에 대하여 기독교와 과학이 만날 때 p.79

8 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기 p.95

9 신앙생활에 대하여 믿음, 행위 그리고 성화 p.113

10 교회에 대하여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p.129

11 교파에 대하여 교회와 교파, 왜 그렇게 많을까? p.143

12 종말에 대하여 오래 전 예언한 그날이 온다! p.165

13 현대사회에 대하여 포스트모던 사회, 그때 그때 달라요 p.183

14 믿음에 대하여 믿음 엔진은 힘이 세다 p.195

15 기말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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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구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Bible Road : Old Testament 시간

(Hours) 1 학점
(Units) 1

수강대상 일반학부(2학년 권장), -기독교학부 제외

수업목표
(Goal of Class)

구약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공부함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배운다. 또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을 설명하고, 이를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바이블로드-구약』 / 백석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와 토의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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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창조, 타락, 구속 창조와 타락의 의미 이해 p.25-34

-
2 아브라함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하여 믿음의 

의미를 조명함 p.35-44
-

3 야곱 이야기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p.45-56

-
4 요셉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 p.57-66
-

5 출애굽기와 민수기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자유의 의미 공부 p.67-76

-
6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나누어주는 이야기 p.77-86
-

7 사사기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 p.87-96
-

8 이스라엘의 분열 남북의 분열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기 p.97-106
-

9 북 왕국 왕들의 역사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p.107-116
-

10 남 왕국 왕들의 역사 불의와 타협한 왕의 결과 p.117-126
-

11 이사야서의 메시야 예언 진정한 메시야는 누구인가? p.127-136
-

12 예레미야의 예언 유다 왕국의 멸망과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 p.137-146
-

13 욥기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알아본다. p.147-156

-
14 전도서 전도서에 나타난 참 지혜 p.157-166

-
15 기말고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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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신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Bible Road : New Testament 시간

(Hours) 1 학점
(Units) 1

수강대상 일반학부(2학년 권장), -기독교학부 제외

수업목표
(Goal of Class)

신약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사건을 공부함으로써 기독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배운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교회의 성립, 복음 전파와 복음의 의의 등을 신약 각 책을

통하여 공부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바이블로드-신약』/ 백석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와 토의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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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신약성경의 개요 강사와 학생 소개, 설문지, 

신약 성경의 개요 p.22~28

2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왕이신 예수의 의미 공부 p.29~38

3 마가복음 수난의 복음서를 통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배움 p.39~48

4 누가복음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 p.49~58

5 요한복음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 p.59~68

6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전도의 
과정 살핌 p.69~78

7 복음과 헬라세계의 만남 복음이 헬라 세계에 전파되기 위한 
장애물 극복 p79~88

8 로마서 대도시 로마의 죄악과 우리 마음의 죄악 p.89~98

9 고린도전서 교회의 역사적 오류를 반성 p.99~108

10 에베소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사명 p.109~118

11 골로새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p.119~128

12 빌레몬서 노예 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p.129~138

13 야고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 p.139~148

14 요한계시록 인류 역사의 향방과 종말 p.149~158

15 기말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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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기독교윤리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hristian Ethics 시간

(Hours) 1 학점
(Units) 1

수강대상 일반학부(3학년 권장), -기독교학부 제외

수업목표

(Goal of Class)

사랑에 기초한 윤리를 가르침으로써,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성

교육에 도움을 준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진정한 자기 사랑, 생명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분야

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살핀다.

교 재

(Text)

주교재 『사랑의 윤리』/ 백석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와 토의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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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서론 강사, 강의 소개 -

2 거짓말 거짓과 정직 사이에서 p.9~18

3 인터넷 윤리 사이버 공간을 다스리라 p.19~28

4 현실도피의 원인과 해결 책임 있는 자아를 위하여 p.29~38

5 기독교적 노동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p.39~48

6 임신중절과 안락사 생명을 다루는 윤리가 필요한가 p.49~58

7 생명 복제 생명복제의 약속과 한계 p.59~68

8 환경윤리 환경사랑, 하나님 사랑 p.69~78

9 성 윤리 넘치는 성 속의 아름다운 사랑 p.79~88

10 음란물 포르노와의 전쟁 p.89~98

11 이혼과 재혼 이혼과 재혼 p.99~108

12 질서와 삶 질서, 편하고 아름다운 것 p.109~118

13 폭력 검으로 일어난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p.119~128

14 이웃 사랑 나는 가난한 사람의 이웃입니까? p.129~137

15 기말 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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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기독교세계관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hristian World-view 시간

(Hours) 1 학점
(Units) 1

수강대상 일반학부(3학년 권장), -기독교학부 제외

수업목표
(Goal of Class)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그 관점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성경적 세계관의 개념으로부터 창조, 타락, 일반은총, 구속의 언약과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 과정을 조명하고 그 원리를 학문과 교육, 노동과 직업, 성, 문화와 예술,

사회와 정치, 과학과 기술 놀이와 여가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GOD & 월드뷰』/ 백석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와 토의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 35 -

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1장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p.11~20

2 2장 좋은 것은 창조에서 시작되었다 p.21~32

3 3장 죄에는 결과가 있다 p.33~42

4 4장 타락한 세상에 남아 있는 은총 p.43~52

5 5장 역사에는 전환점이 있었다 p.53~62

6 6장 구원받은 삶은 희망을 본다 p.63~74

7 7장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p.75~86

8 8장 지식의 선물, 배움의 사명 p.87~98

9 9장 일하는 삶과 봉사의 의미 p.99~108

10 10장 창조의 질서와 성의 기쁨 p.109~120

11 11장 건강한 문화와 더불어 살아가기 p.121~130

12 12장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정치 p.131~142

13 13장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도구인가 p.143~152

14 14장 하나님은 휴식과 놀이도 창조하셨다. p.153~162

15 질문과 시험 - -



- 36 -

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직업과 비전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Vocational & vision 시간

(Hours) 1 학점
(Units) 1

수강대상 일반학부(4학년 권장), -기독교학부 제외

수업목표
(Goal of Class)

21세기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과 직업의 관계에 대해 꼭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

을 제시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성경을 통해 바라본 직업과 성공의 의미, 직장인의 영성, 효과적인 자기관리, 가정

과 직업의 관계, 바람직한 재테크, 대인관계와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비도덕적 유혹과

위기에 대한 극복책, 직장전도와 건전한 노사문화에 이르는 크리스천의 자기관리 지

침을 제시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직업@비전』/ 백석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와 토의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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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서론, 교재소개 서론, 교재소개 -

2 1장(직업과 비전) 성경과 직업 p.9~20

3 2장(직업과 비전) 직업 선택 소개 p.21~32

4 3장(직업과 비전) 성공, 하나님의 길 p.33~46

5 4장(직업과 비전) 직장인의 영성 p.47~62

6 5장(직업과 비전) 자기관리 p.63~76

7 6장(직업과 비전) 가정과 직업 p.77~90

8 7장(직업과 비전) 재테크 안내 p.91~104

9 8장(직업과 비전) 대인관계와 갈등해결 기법 p.105~118

10 9장(직업과 비전) 커뮤니케이션 p.119~132

11 10장(직업과 비전) 직장생활에서 오는 유혹 p.133~146

12 11장(직업과 비전) 위기관리 소개 p.147~158

13 12장(직업과 비전) 직장 전도 방법 p.159~172

14 13장(직업과 비전) 기독교와 노사관계 p.173~185

15 질문과 시험 질문과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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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사람다운 사람의 길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Integrated Personality 시간

(Hours) 1 학점
(Units) 1

수강대상 일반학부(4학년 권장), -기독교학부 제외

수업목표
(Goal of Class)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기독교 신앙인물을 연구하여 기독교가 한국역사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탐구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언더우드, 길선주, 이승훈, 유관순, 김구, 주기철, 김교신, 이성봉, 윤동주, 유일한,

한경직, 장기려, 이태영, 전영창 등의 인물의 삶과 생애를 보여준다.

교 재
(Text)

주교재 『인물과 신앙(한국)』/ 백석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와 토의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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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1장 언더우드 p.9~20

2 2장 길선주 p.21~32

3 3장 이승훈 p.33~44

4 4장 유관순 p.45~56

5 5장 김구 p.57~68

6 6장 주기철 p.69~80

7 7장 김교신 p.81~92

8 8장 이성봉 p.93~104

9 9장 윤동주 p.105~116

10 10장 유일한 p.117~126

11 11장 한경직 p.127~138

12 12장 장기려 p.139~150

13 13장 이태영 p.151~162

14 14장 전영창 p.163~170

15 질문과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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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대학영어 1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ollege English 1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1학년 1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을 골고루 훈련하되 특히 듣기와 말하기

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상황과 주제를 반영한 듣기 교재를 중심으로 첫째, 영어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둘째, 영어단어나 문장의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셋째, 영어 듣기 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 연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특히 과제를 적극 활용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듣기 기초 능력을 응용한 토익이나

기타 실용 영어에서의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학기 초에 개인별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진단한 후, 영어의 발음 구조를 익히고,

상황별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을 연습한다. 대화구문(conversation), 주제별 내

용파악, 문법적 정확성을 근거로 한 필수표현, 중/장문의 문맥 속에서 듣기를 통한

내용 파악하기 능력 등을 키우는 과정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 개별 학생별로 듣

기와 말하기능력이 개인차가 있으므로 학생별로 맞춤형 과제 등을 제시해 듣기와 말

하기 중심의 영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진행될 계획이다.

교 재
(Text)

주교재 SMART CHOICE 2 (3rd Edition)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교수는 주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 개인 발표나 조별 발표를 권장하고, CD와 DVD 등의 시청각자료를 적절히 활

용한다. 적절한 과제물과 수시 및 기말시험을 통해 학습과정을 평가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Beam Project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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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Orientation Introduction of the instructor and 
general orientation of the class.

Useful Classroom Language
p.2-3

2 Unit 1 
How was your vacation? p.4-9

3 Unit  2
I think it’s exciting! p10-15

4 Unit  3 Do it before you’re 30! p.16-21

Review Unit 1-3 p.22-23

5 Unit  4
The best place in the world! p24-29

6 Unit  5
Where’s the party? p.30-35

7 Unit  6 You should try it! p.36-41

Review Unit 4-6 p.42-43

8 Mid-term Exam
Mid-term Exam

9 Unit  7
There are too many stores! p.44-49

10 Unit  8
I like people who are smart. p.50-55

11 Unit  9 What where you doing? p.56-61

Review Unit 7-9 p.62-63

12 Unit  10
It must be an earthquake! p.64-69

13 Unit  11
I used to sing. p.70-75

14 Unit  12 If you live downtown p.76-81

Review Unit 10-12 p.82-83

15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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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대학영어 2(A)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ollege English 2(A)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1학년 2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을 골고루 훈련하되 특히 영어의 표현기

능(말하기/쓰기)과 이해기능(듣기/읽기) 중에서 말하기와 듣기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

점을 둔다. 말하기에 필수적인 말해야할 정보의 축적을 위해서 독해력을 강조하고

쓰기를 위한 영어구문구조를 숙지하도록 한다. 수업시간에 다양한 내용과 차별화된

난이도를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첫째, 기초적인 문법을 점검하고, 둘째, 단어와 구문을

숙지하며, 셋째, 영어 독해 능력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 점검은 물론이고, 영어 구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

력과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까지 배

양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개별 능력을 고려하고 문맥을 중심으로 한 듣

기전략을 제시하여 듣기 능력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듣기와 말하기 훈련 영역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평가를 통해 학생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World English 3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주 교재를 중심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과 집단 토의를 혼용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 개인 발표나 조별 발표를 권장하고 학습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하는 신축성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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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Orientation 강좌와 교재 소개 및 시험과 과제에 
대한 안내.

2 Unit 1
People and Places pp.2- 13

3 Unit 2
The Mind pp.14-

 25

4 Unit 3
Changing Planet pp.26- 41

5 Unit 4
Money vs. Wealth pp.43- 54

6 Unit 5
Survival pp.55-

 66

7  Unit 6
 Art pp.66- 81

8 Review Unit 1-6 Mid-term Exam
Mid-term Exam

9 Unit 7
Getting Around pp.82- 93

10 Unit 8
Competiton pp.94-

 105

11 Unit 9
Danger pp.106-

 121

12 Unit 10
Mysteries pp.122-

 133

13 Unit 11
Learning pp.134-

 145

14 Unit 12
Space pp.146-

 161

15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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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대학영어 2(B)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ollege English 2(B)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1학년 2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을 골고루 훈련하되 특히 영어의 표현기

능(말하기/쓰기)과 이해기능(듣기/읽기) 중에서 말하기와 듣기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말하기에 필수적인 말해야할 정보의 축적을 위해서 독해력을 강조하고

쓰기를 위한 영어구문구조를 숙지하도록 한다. 수업시간에 다양한 내용과 차별화된

난이도를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첫째, 기초적인 문법을 점검하고, 둘째, 단어와 구문을

숙지하며, 셋째, 영어 독해 능력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 점검은 물론이고, 영어 구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

력과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까지 배

양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개별 능력을 고려하고 문맥을 중심으로 한 듣

기전략을 제시하여 듣기 능력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듣기와 말하기 훈련 영역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평가를 통해 학생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World English 2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주 교재를 중심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과 집단 토의를 혼용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 개인 발표나 조별 발표를 권장하고 학습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하는 신축성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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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Orientation 강좌와 교재 소개 및 시험과 과제에 
대한 안내.

2 Unit 1 Food from the Earth pp.2-13

3 Unit  2 Express Yourself pp.14-
25

4 Unit 3 Cities pp.26-
41

5 Unit 4 The Body pp.42-
53

6 Unit 5 Challenges pp.54-
65

7 Unit 6 Transitions pp.66-
81

8 Review Unit 1-6 Mid-term Exam
Mid-term Exam

9 Unit 7 Luxuries pp.82-
93

10 Unit 8 Nature pp.94-
 105

11 Unit 9 Life in the Past pp.106-
121

12  Unit 10 Travel pp.122-
133

13  Unit 11 Careers pp.134-
145

14 Unit 12 Celebrations pp.146-  
161

15 Final Exam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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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대학영어 2(C)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ollege English 2(C)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1학년 2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을 골고루 훈련하되 특히 영어의 표현기

능(말하기/쓰기)과 이해기능(듣기/읽기) 중에서 말하기와 듣기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말하기에 필수적인 말해야할 정보의 축적을 위해서 독해력을 강조하고

쓰기를 위한 영어구문구조를 숙지하도록 한다. 수업시간에 다양한 내용과 차별화된

난이도를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첫째, 기초적인 문법을 점검하고, 둘째, 단어와 구문을

숙지하며, 셋째, 영어 독해 능력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 점검은 물론이고, 영어 구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

력과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까지 배

양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개별 능력을 고려하고 문맥을 중심으로 한 듣

기전략을 제시하여 듣기 능력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듣기와 말하기 훈련 영역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평가를 통해 학생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World English 1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주 교재를 중심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과 집단 토의를 혼용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 개인 발표나 조별 발표를 권장하고 학습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하는 신축성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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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Orientation 강좌와 교재 소개 및 시험과 과제에 
대한 안내

2 Unit 1 People pp.2-13

3 Unit 2 Work, Rest, and Play pp.14-
25

4 Unit 3 Going Places pp.26-
41

5 Unit 4  Food pp.42-
53

6 Unit 5 Sports pp.54-
65

7 Unit 6 Destinations pp.66-
81

8 Review Unit-6 
Mid-term Exam

9 Unit 7 Communications pp.82-
93

10 Unit 8 Moving Forward pp.94-
 105

11 Unit 9 Types of Clothing pp.106-
121

12 Unit 10 Lifestyles pp.122-
133

13 Unit 11 Achievements pp.134-
145

14 Unit 12 Consequences pp.146-  
161

15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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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생활영어 1(A)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1(A)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2학년 1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Listening Comprehension(LC)와 Reading Comprehension(RC)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는 TOEIC 시험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두 영역의 세부 파트별 기본 개념, 필

수 문법, 어휘 등을 익히고 다양한 연습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TOEIC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Listening Comprehension(LC)에 해당하는 사진 묘사, 질의응답, 짧은 대화, 설명문,

이상의 네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듣기 학습을 진행하며, Reading

Comprehension(RC)에 해당하는 단문 빈칸 채우기(문법/어휘), 장문 빈칸 채우기, 단

일 지문 독해 및 이중 지문 독해, 이상 세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문법 및 어휘

학습을 실시한다. 이후 각각의 파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전 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함

으로써 실제 TOEIC 시험의 문제 패턴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TOEIC I: Advanced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주 교재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 기본 개념 소개와 문제 풀이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과제 및 퀴즈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 효과를 극대화 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Beam Project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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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Introduction 강좌와 교재 소개 및 시험과 과제에 대한 
안내, 토익 시험의 구성과 학습 방법 안내

2
LC Unit 1
RC Unit 1

LC Unit 1: 인물 중심 사진
RC Unit 1: 문장성분 및 문장구조/ 주제 및 
목적문제

미정

3
LC Unit 2
RC Unit 2

LC Unit 2: 사물/풍경 중심 사진/part II 
Overview, RC Unit 2: 동사의 종류 및 
시제/ 육하원칙 및 세부사항문제

미정

4
LC Unit 3
RC Unit 3

LC Unit 3: 의문사 의문문1(who/when/where)
RC Unit 3: 명사 및 대명사/ 사실관계 
확인문제

미정

5
LC Unit 4
RC Unit 4 LC Unit 4: 의문사 의문문2(why/what/how)

RC Unit 4: 형용사/ 추론, 유추 문제 미정

6
LC Unit 5
RC Unit 5 LC Unit 5: 비의문사 의문문

RC Unit 5: 부사/ 동의어 문제 미정

7
LC Unit 6
RC Unit 6 LC Unit 6: 특수 의문문

RC Unit 6: 전치사/ 문장삽입문제 미정

8 Review LC & RC Unit 1-6 Mid-term Exam
/ Review LC & RC Unit 1-6Mid-term Exam

9
LC Unit 7
RC Unit 7 LC Unit 7: Part 3 주요 유형문제

RC Unit 7: 부정사/ 이메일 편지 미정

10
LC Unit 8
RC Unit 8 LC Unit 8: 회사·사내 관련 대화

RC Unit 8: 동명사/ 광고문·기사 미정

11
LC Unit 9
RC Unit 9 LC Unit 9: 일상생활 관련 대화

RC Unit 9: 분사 및 동사의 태/ 공지문·회람 미정

12
LC Unit 10
RC Unit 10

LC Unit 10: Part 4 주요문제 유형
RC Unit 10: 명사절 및 형용사절 접속사/ 
정보문 및 양식서

미정

13
LC Unit 11
RC Unit 11 LC Unit 11: 광고문 및 공지·안내문

RC Unit 11: 부사절 접속사/ 문자 대화문 미정

14
LC Unit 12
RC Unit 12 LC Unit 12: 담화문, 연설문, 방송, 메세지

RC Unit 12: 비교·가정법·도치/ 다중지문 미정

15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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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생활영어 1(B)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1(B)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2학년 1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Listening Comprehension(LC)와 Reading Comprehension(RC)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는 TOEIC 시험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두 영역의 세부 파트별 기본 개념, 필

수 문법, 어휘 등을 익히고 다양한 연습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TOEIC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Listening Comprehension(LC)에 해당하는 사진 묘사, 질의응답, 짧은 대화, 설명문,

이상의 네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듣기 학습을 진행하며, Reading

Comprehension(RC)에 해당하는 단문 빈칸 채우기(문법/어휘), 장문 빈칸 채우기, 단

일 지문 독해 및 이중 지문 독해, 이상 세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문법 및 어휘

학습을 실시한다. 이후 각각의 파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전 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함

으로써 실제 TOEIC 시험의 문제 패턴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TOEIC I: Intermediate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주 교재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 기본 개념 소개와 문제 풀이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과제 및 퀴즈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 효과를 극대화 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Beam Project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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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Introduction 강좌와 교재 소개 및 시험과 과제에 대한 
안내, 토익 시험의 구성과 학습 방법 안내

2
LC Unit 1
RC Unit 1

Part 1 Overview
LC Unit 1: 인물 중심 사진
RC Unit 1: 문장구조/ 광고문

미정

3
LC Unit 2
RC Unit 2 LC Unit 2: 사물/ 풍경 중심 사진

RC Unit 2: 동사의 시제/ 광고문 실전 미정

4
LC Unit 3
RC Unit 3

Part 2 Overview
LC Unit 3: 의문사 의문문 1(who, when, where)
RC Unit 3: 명사 및 동사/ 편지 및 이메일

미정

5
LC Unit 4
RC Unit 4 LC Unit 4: 의문사 의문문 2(why, what, how)

RC Unit 4: 대명사 및 수량사/ 편지 및 이메일 실전 미정

6
LC Unit 5
RC Unit 5 LC Unit 5: 비의문사 의문문1

RC Unit 5: 형용사 및 부사/ 공지문 및 회람 미정

7
LC Unit 6
RC Unit 6 LC Unit 6: 비의문사 의문문2

RC Unit 6: 전치사/ 공지문 및 회람 실전 미정

8 Review LC & RC Unit 1-6 Mid-term Exam
/ Review LC & RC Unit 1-6Mid-term Exam

9
LC Unit 7
RC Unit 7

Part 3 Overview
LC Unit 7: 회사생활 관련대화 1
RC Unit 7: 분사 및 수동태/ 기사문

미정

10
LC Unit 8
RC Unit 8 LC Unit 8: 회사생활 관련대화 2

RC Unit 8: 부정사/ 기사문 실전 미정

11
LC Unit 9
RC Unit 9 LC Unit 9: 일상생활 관련대화

RC Unit 9: 동명사/ 문자대화문 미정

12
LC Unit 10
RC Unit 10

Part 4 Overview
LC Unit 10: 안내·공지문 및 음성메세지
RC Unit 10: 접속사/ 문자대화문 실전

미정

13
LC Unit 11
RC Unit 11 LC Unit 11: 담화·연설 및 광고

RC Unit 11: 가정법/ 다중지문 미정

14
LC Unit 12
RC Unit 12 LC Unit 12: 라디오 방송 및 뉴스 보도

RC Unit 12: 비교 및 도치 구문/ 다중지문 실전 미정

15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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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생활영어 1(C)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1(C)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2학년 1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Listening Comprehension(LC)와 Reading Comprehension(RC)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는 TOEIC 시험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두 영역의 세부 파트별 기본 개념, 필

수 문법, 어휘 등을 익히고 다양한 연습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TOEIC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Listening Comprehension(LC)에 해당하는 사진 묘사, 질의응답, 짧은 대화, 설명문,

이상의 네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듣기 학습을 진행하며, Reading

Comprehension(RC)에 해당하는 단문 빈칸 채우기(문법/어휘), 장문 빈칸 채우기, 단

일 지문 독해 및 이중 지문 독해, 이상 세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문법 및 어휘

학습을 실시한다. 이후 각각의 파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전 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함

으로써 실제 TOEIC 시험의 문제 패턴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TOEIC I: Basic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주 교재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 기본 개념 소개와 문제 풀이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과제 및 퀴즈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 효과를 극대화 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Beam Project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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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Introduction 강좌와 교재 소개 및 시험과 과제에 대한 
안내, 토익 시험의 구성과 학습 방법 안내

2
LC Unit 1
RC Unit 1

Part 1 Overview
LC Unit 1: 인물 중심 사진
RC Unit 1: 문장구조/ 광고문 

미정

3
LC Unit 2
RC Unit 2 LC Unit 2: 사물/ 풍경 중심사진

RC Unit 2: 동사의 시제/ 광고문 실전 미정

4
LC Unit 3
RC Unit 3

Part 2 Overview
LC Unit 3: 의문사 의문문 1(who, when, where)
RC Unit 3: 명사 및 동사/ 평지 및 이메일

미정

5
LC Unit 4
RC Unit 4 LC Unit 4: 의문사 의문문 2(why, what, how)

RC Unit 4: 대명사 및 수량사/ 편지 및 이메일 실전 미정

6
LC Unit 5
RC Unit 5 LC Unit 5: 비의문사 의문문 1

RC Unit 5: 형용사 및 부사/ 공지문 및 회람 미정

7
LC Unit 6
RC Unit 6 LC Unit 6: 비의문사 의문문 2

RC Unit 6: 전치사/ 공지문 및 회람 실전 미정

8 Review LC & RC Unit 1-6 Mid-term Exam/ Review LC & RC Unit 1-6Mid-term Exam
9

LC Unit 7
RC Unit 7

Part 3 Overview
LC Unit 7: 회사생활 관련대화 1
RC Unit 7: 분사 및 수동태/ 기사문

미정

10
LC Unit 8
RC Unit 8 LC Unit 8: 회사생활 관련대화 2

RC Unit 8: 부정사/ 기사문 실전 미정

11
LC Unit 9
RC Unit 9 LC Unit 9: 일상생활 관련대화

RC Unit 9: 동명사/ 문자대화문 미정

12
LC Unit 10
RC Unit 10

Part 4 Overview
LC Unit 10: 안내·공지문 및 음성메세지
RC Unit 10: 접속사/ 문자대화문 실전

미정

13
LC Unit 11
RC Unit 11 LC Unit 11: 담화·연설 및 광고

RC Unit 11: 가정법/ 다중지문 미정

14
LC Unit 12
RC Unit 12 LC Unit 12: 라디오 방송 및 뉴스 보도

RC Unit 12: 비교 및 도치 구문/ 다중지문 실전 미정

15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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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생활영어 2(A)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2(A)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2학년 2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Listening Comprehension(LC)와 Reading Comprehension(RC)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는 TOEIC 시험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두 영역의 세부 파트별 기본 개념, 필

수 문법, 어휘 등을 익히고 다양한 연습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TOEIC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Listening Comprehension(LC)에 해당하는 사진 묘사, 질의응답, 짧은 대화, 설명문,

이상의 네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듣기 학습을 진행하며, Reading

Comprehension(RC)에 해당하는 단문 빈칸 채우기(문법/어휘), 장문 빈칸 채우기, 단

일 지문 독해 및 이중 지문 독해, 이상 세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문법 및 어휘

학습을 실시한다. 이후 각각의 파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전 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함

으로써 실제 TOEIC 시험의 문제 패턴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TOEIC II: Advanced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주 교재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 기본 개념 소개와 문제 풀이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과제 및 퀴즈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 효과를 극대화 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Beam Project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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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Introduction 강좌와 교재 소개 및 시험과 과제에 대한 
안내, 토익 시험의 구성과 학습 방법 안내

2 TOEIC Test 1 Listening Test 1
Reading Test 1 미정

3 TOEIC Test 1 Listening Test 1
Reading Test 1 미정

4 TOEIC Test 2 Listening Test 2
Reading Test 2 미정

5 TOEIC Test 2 Listening Test 2
Reading Test 2 미정

6 TOEIC Test 3 Listening Test 3 미정

7 TOEIC Test 3 Reading Test 3 미정

8 Review TOEIC Test 1-3 Mid-term Exam
/ Review TOEIC Test 1-3Mid-term Exam

9 TOEIC Test 4 Listening Test 4
Reading Test 4 미정

10 TOEIC Test 4 Listening Test 4
Reading Test 4 미정

11 TOEIC Test 5 Listening Test 5
Reading Test 5 미정

12 TOEIC Test 5 Listening Test 5
Reading Test 5 미정

13 TOEIC Test 6 Listening Test 6 미정

14 TOEIC Test 6 Reading Test 6 미정

15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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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생활영어 2(B)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2(B)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2학년 2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Listening Comprehension(LC)와 Reading Comprehension(RC)의 두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 TOEIC 시험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두 영역의 세부 파트별 기본 개념,

필수 문법, 어휘 등을 익히고 다양한 연습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TOEIC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Listening Comprehension(LC)에 해당하는 사진 묘사, 질의응답, 짧은 대화, 설명문,

이상의 네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듣기 학습을 진행하며, Reading

Comprehension(RC)에 해당하는 단문 빈칸 채우기(문법/어휘), 장문 빈칸 채우기, 단

일 지문 독해 및 이중 지문 독해, 이상 세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문법 및 어휘

학습을 실시한다. 이후 각각의 파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전 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함

으로써 실제 TOEIC 시험의 문제 패턴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TOEIC II: Intermediate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주 교재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 기본 개념 소개와 문제 풀이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과제 및 퀴즈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 효과를 극대화 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Beam Project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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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Introduction 강좌와 교재 소개 및 시험과 과제에 대한 
안내, 토익 시험의 구성과 학습 방법 안내

2
LC Unit 1
RC Unit 1

LC Unit 1: 인물 중심사진
RC Unit 1: 구, 절 및 문장구조/ 주제 및 
목적 문제 

미정

3
LC Unit 2
RC Unit 2

LC Unit 2: 사물 및 풍경 사진
RC Unit 2: 동사의 종류 및 시제/ 
세부사항문제(who, where, when 질문 유형)

미정

4
LC Unit 3
RC Unit 3

LC Unit 3: 의문사 의문문 1(who, when, where)
RC Unit 3: 명사, 한정사 및 대명사/ 
세부사항문제(why, how, what, which 질문 유형)

미정

5
LC Unit 4
RC Unit 4

LC Unit 4: 의문사 의문문 1(why, what, how)
RC Unit 4: 형용사/ 세부사항문제(사실관계 
확인 질문 유형)

미정

6
LC Unit 5
RC Unit 5 LC Unit 5: 비의문사 의문문

RC Unit 5: 부사/ 추론·유추문제 미정

7
LC Unit 6
RC Unit 6 LC Unit 6: 선택의문문, 평서문, 부가의문문

RC Unit 6: 전치사/ 문장삽입문제 미정

8 Review LC & RC Unit 1-6 Mid-term Exam
/ Review LC & RC Unit 1-6Mid-term Exam

9
LC Unit 7
RC Unit 7 LC Unit 7: Part3 주요문제 유형

RC Unit 7: 부정서/ 이메일 및 편지 미정

10
LC Unit 8
RC Unit 8 LC Unit 8: 회사생활 관련 대화

RC Unit 8: 동명사/ 공지문·광고문 미정

11
LC Unit 9
RC Unit 9 LC Unit 9: 일상생활 관련 대화

RC Unit 9: 분사와 동사의 태/ 양식서 미정

12
LC Unit 10
RC Unit 10 LC Unit 10: Part 4 주요문제 유형

RC Unit 10: 명사절 및 형용사절 접속사/ 기사문 미정

13
LC Unit 11
RC Unit 11 LC Unit 11: 공지·안내문 및 광고

RC Unit 11: 부사절 접속사/ 문자대화문 미정

14
LC Unit 12
RC Unit 12 LC Unit 12: 방송/ 메시지/ 연설·담화문

RC Unit 12: 비교, 가정법, 도치/ 다중지문 미정

15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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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생활영어 2(C)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2(C)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 학부(2학년 2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Listening Comprehension(LC)와 Reading Comprehension(RC)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는 TOEIC 시험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두 영역의 세부 파트별 기본 개념, 필

수 문법, 어휘 등을 익히고 다양한 연습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TOEIC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Listening Comprehension(LC)에 해당하는 사진 묘사, 질의응답, 짧은 대화, 설명문,

이상의 네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듣기 학습을 진행하며, Reading

Comprehension(RC)에 해당하는 단문 빈칸 채우기(문법/어휘), 장문 빈칸 채우기, 단

일 지문 독해 및 이중 지문 독해, 이상 세 파트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문법 및 어휘

학습을 실시한다. 이후 각각의 파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전 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함

으로써 실제 TOEIC 시험의 문제 패턴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TOEIC II: Basic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주 교재를 중심으로 각 파트별 기본 개념 소개와 문제 풀이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과제 및 퀴즈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 효과를 극대화 한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Audio, Video, Computer, Beam Project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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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Introduction 강좌와 교재 소개 및 시험과 과제에 대한 
안내, 토익 시험의 구성과 학습 방법 안내

2
LC Unit 1
RC Unit 1 LC Unit 1: 시제 및 태

RC Unit 1: 구와 절/ 광고문·공지문 미정

3
LC Unit 2
RC Unit 2 LC Unit 2: 인물중심 사진

RC Unit 2: 문장형식/ 광고문·공지문 실전 미정

4
LC Unit 3
RC Unit 3 LC Unit 3: 사물, 풍경 중심 사진

RC Unit 3: 동사의 시제/ 편지 및 이메일 미정

5
LC Unit 4
RC Unit 4 LC Unit 4: 의문사 의문문 1(who, when, where)

RC Unit 4: 동사의 시제/ 편지 및 이메일 미정

6
LC Unit 5
RC Unit 5 LC Unit 5: 의문사 의문문 2(why, when, where)

RC Unit 5: 동사의 태/ 편지 및 이메일 실전 미정

7
LC Unit 6
RC Unit 6 LC Unit 6: 비의문사 의문문1

RC Unit 6: 형용사 및 부사/ 양식서 실전 미정

8 Review LC & RC Unit 1-6 Mid-term Exam
/ Review LC & RC Unit 1-6Mid-term Exam

9
LC Unit 7
RC Unit 7 LC Unit 7: 비의문사 의문문 2

RC Unit 7: 전치사/ 기사문 미정

10
LC Unit 8
RC Unit 8 LC Unit 8: 회사 생활 관련 대화

RC Unit 8: 부정사 및 동명사/ 기사문 실전 미정

11
LC Unit 9
RC Unit 9 LC Unit 9: 일상생활 관련 대화

RC Unit 9: 분사/ 문자대화문 미정

12
LC Unit 10
RC Unit 10 LC Unit 10: 안내·공지 및 음성메세지

RC Unit 10: 접속사 1/ 문자대화문 실전 미정

13
LC Unit 11
RC Unit 11 LC Unit 11: 담회·연설 및 광고

RC Unit 11: 접속사 2/ 다중지문 미정

14
LC Unit 12
RC Unit 12 LC Unit 12: 라디오 방송 및 뉴스보도

RC Unit 12: 비교 구문/ 다중지문 실전 미정

15 Final Exam Final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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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MS워드 강좌

유형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영문명 Microsoft Word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체학부(1학년 1학기/2학기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본 수업에서는 MS워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관련된 실무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문서 작성을 위해 점점 활용성이 증대되는 MS워드를

학습함으로써 현대 사회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초 학문을 습득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MOS자격증 획득 및 ITQ 실무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본 과목은 개인용 컴퓨터 내에서 다루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2010을 학습한다.

워드 2010을 이용한 문서의 생성, 편집, 인쇄 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실무에서 활

용 가능한 문서 자료를 만들어 시연해본다. MOS 자격증 및 ITQ 문제를 기반으로 실

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교재
(Text)

주교재 『Step up MOS 2010 Word Expert』/ YBMsisa.com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실습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프로젝트, 실습용PC, 윈도우XP, MS오피스 2010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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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과목 소개 및 관련 자격증 소개
1. 교과목 소개
2. 관련 자격증 소개
3. 교재 안내

p.8-13

2 Word 기초 사용법
1. 인터페이스
2. 글꼴 서식, 단락 서식, 찾기 바꾸기
3. 표 작성

자료배포

3 Part 1. 문서 공유 및 유지 관리
1. Word 옵션 설정
2. 문서에 액세스 제한
3. 기존 문서에 서식 파일 추가 및 수정

p.14-35

4 Part 2. 내용 서식 지정(1) 1. 고급 글꼴 및 단락 특성 적용
2. 표 및 차트 만들기

p.36-65

5 Part 2. 내용 서식 지정(2)
3. 문서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생
성
4. 구역 연결

p.66-80

6 Part 3. 문서 추적 및 참조(1) 1. 문서 통합 및 비교, 검토
2. 참조 페이지 만들기

p.81-101

7 Part 3. 문서 추적 및 참조(2) 3. 문서에 관련 근거 목차 만들기
4. 문서에 색인 만들기

p.102-120

8 수시고사
수시고사 실기시험

9
Part 4. 편지 병합 작업 수행

1. 편지 병합 실행
2. 다른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편지 병
합 만들기
3. 레이블 및 양식 만들기

p.121-147

10 Part 5. 매크로 및 양식 관리(1) 1. 매크로 만들기 및 조작
2. 매크로 옵션 적용 및 조작

p.148-161

11 Part 5. 매크로 및 양식 관리(2) 3. 양식 만들기
4. 양식 조작

p.162-189

12 실전 모의 고사
모의고사 1회 풀이 p.192-199

13 실전 모의 고사
모의고사 2회 풀이 p.200-207

14 실전 모의 고사
모의고사 3회 풀이 p.208-214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실기시험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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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MS엑셀 강좌

유형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영문명 Microsoft Excel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체학부(1학년 1학기/2학기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본 수업에서는 엑셀에 관한 기초 실무 능력 및 고급 기능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치계산,　데이터 기반 보고서 작성, 표 편집, 데이터 정렬, 출력 레이아웃, 고

급함수 사용법, 데이터 분석 방법, 피벗테이블 사용방법 등을 배운다. 편성된 학습 교

과에서는 정보통신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라도 MOS 자격증, ITQ 자격증 그리고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요 학습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엑셀의 기본기능 및 고급기능을 실습을 통하여 배운다. 엑셀 문서작성법을 배우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용 차트를 꾸미고, 표 편집을 이용한 데이터 정렬, 출력 레

이아웃, 고급함수 사용법, 데이터 분석 방법, 피벗테이블 사용방법 등 고급과정을 배

운다.

교재
(Text)

주교재 『Step up MOS 2010 Excel Expert』/ YBMsisa.com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실습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프로젝트, 실습용PC, MS Office 2010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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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과제 및 시험

1 과목 소개 및 관련 자격증 소개 1. 교과목 소개
2. 관련 자격증 소개
3. 교재 안내

p.8-15

2 Excel의 기초 사용법 1. 인터페이스
2. 데이터 유형
3. 채우기 핸들

자료 배포

3
Part 1. 통합 문서 공유 및 유지 

관리(1) 1. 통합 문서 속성 및 서식 파일 저장
2. XML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p.16-32

4
Part 1. 통합 문서 공유 및 유지 

관리(2)
3. 통합 문서와 워크시트에 보호 적용 및 
속성 공유
4. 공유 통합 문서 유지 관리

p.33-49

5 Part 2. 공식 및 함수 적용(1) 1. 수식 검사
2. 수식 옵션 조작
3. 수식에 함수 적용

p.50-74

6 Part 2. 공식 및 함수 적용(2) 4. 데이터 요약 작업 수행
5. 찾기/참조 함수 p.75-92

7 Part 2. 공식 및 함수 적용(3) 6. 논리 함수
7. 텍스트 함수
8. 날짜 및 시간 함수

p.93-117

8 수시고사 수시고사 실기 시험

9
Part 3. 시각적으로 데이터 표현(1) 1. 차트 작성 및 편집

2. 고급 차트 기능 적용
3. 차트 서식
4. 스파크라인 분석

p.118-
149

10
Part 3. 시각적으로 데이터 표현(2) 5. 시나리오

6. 목표값 찾기
7. 데이터 표
8. 데이터 통합

p.150-
168

11 Part 3. 시각적으로 데이터 표현(3) 9. 피벗 테이블 및 피벗 차트 작성
10. 슬라이서

p.169-
187

12 Part 4. 매크로 및 양식 사용 1. 매크로 기록 및 실행
2. 양식 컨트롤 도구

p.188-
202

13 실전 모의 고사 모의 고사 1회 풀이 p.204-
211

14 실전 모의 고사 모의 고사 2회 풀이 p.212-
219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실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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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MS파워포인트 강좌

유형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영문명 Microsoft Powerpoint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일반학부(1학년 1학기/2학기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본 수업에서는 파워포인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관련된 실무 능력

을 배양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문서 작성을 위해 점점 활용성이 증대되는 MS 파워

포인트를 학습함과 동시에 각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파워포인트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현대 사회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초 학문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MOS 자격증 획득 및 ITQ 실무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본 과목은 개인용 컴퓨터 내에서 다루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을 학

습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2010의 사용법 학습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시연해 본다. MOS 자격증 및 ITQ 문제를 기반으로 실

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교재
(Text)

주교재 『Step up MOS 2010 PowerPoint Core』/ YBMsisa.com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실습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프로젝트, 실습용PC, 윈도우XP, MS오피스 2010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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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과제 및 시험

1 과목 소개 및 관련 자격증 소개 1. 교과목 소개 2. 관련 자격증 소개
3. 교재 안내

p.8-15

2 Part01. PowerPoint 환경 관리
1. 보기 조정 2. Power Point 창 조작
3.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구성
4. Power Point 파일 옵션 구성

p.16-38

3 Part02.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생성(1)
1. 사진 앨범 만들기 및 편집
2. 슬라이드 크기, 방향 설정 적용
3. 슬라이드 추가 및 제거

p.39-61

4 Part02.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생성(2) 4. 슬라이드 서식 5. 텍스트 서식 입력
6. 텍스트 상자 서식

p.62-93

5
Part03. 그래픽 멀티미디어 요소

사용(1)
1. 그래픽 요소 조작 2. 이미지 조작
3. WordArt 및 도형 수정

p.94-123

6
Part03. 그래픽 멀티미디어 요소

사용(2)
4. SmartArt 조작
5. 비디오 및 오디오 내용 편집
(옵션 : 간단한 비디오 제작법)

p.124-136

7 Part04. 차트 및 표 생성
1. 표 만들기 및 수정 2. 차트 삽입 및 수
정
3. 차트 요소 적용 4. 차트 레이아웃 조작

p.137-166

8 수시고사 수시고사 실기 시험

9
Part05. 전환 및 애니메이션 적용

1. 기본 지정 및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적용
2. 효과 및 경로 옵션 적용
3. 애니메이션 조작

p.167-183

10 Part06. 프레젠테이션 공동 작업 4. 슬라이드 전환 적용 및 수정
1. 프레젠테이션 메모관리
2. 언어 교정 도구 적용

p.184-198

11
Part07. 프레젠테이션 배포 준비

1. 프레젠테이션 저장
2. 프레젠테이션 공유
3. 프레젠테이션 인쇄
4. 프레젠테이션 보호

p.199-216

12
Part08. 프레젠테이션 배포

1. 프레젠테이션 도구 적용
2. 슬라이드 쇼 설정
3. 프레젠테이션 타이밍 설정
4. 프레젠테이션 녹음

p.217-238

13 실전 모의 고사 모의 고사 풀이 p.240-269

14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및 발표 기법 1.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색, 글꼴, 배치 등)
2. 발표 시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자료배포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실기 시험
또는 발표



- 68 -

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스마트폰 기초코딩 강좌

유형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영문명 Easy Smartphone Coding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체학부(1학년 1학기/2학기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본 수업에서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인벤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필요한 앱을 스스로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수업을 통해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
력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선도적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들의 삶의 현
장에 창의적 적용을 도모토록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본 과목은 앱 인벤터2를 이용하여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 안드로이드 앱 제작하는 기
초코딩 학습을 수행한다. 드래그-앤-드롭 방식의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여  
GUI 방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앱의 외양)을 설계하며 블록을 끼워 맞춰가며 안드로
이드 앱을 프로그래밍 한다. 예제 앱은 게임, 교육, 위치기반, SMS전송 등을 제작하며, 
하이테그(음악연주, 비디오 재생, 기울임, 가속도 알아내기) 앱도 제작한다. 예제를 작성
하는 과정 중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논리를 구현하는 반복, 선택, 논리 판
단의 기능도 함께 앱의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습득하게 된다.
본 과정을 이수하면 기초 코딩 능력을 모바일과 접목할 수 있는 IT 융합형 인재의 기본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교재
(Text)

주교재 스마트폰 기초코딩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실습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프로젝트, 실습용PC, 윈도우7, 크롬 브라우저,
 MIT_App_Inventor_Tools_2.3.0_win_setup(에뮬레이터)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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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앱인밴터 환경 설정 1. 교과목 소개

2. 교재 안내
3. 구글플레이 스토어 소개

2
강아지 건드리지 마세요 1. 컴포넌트 기능(palette,Interface,Layout,

   Media, Drawing and Animation),
2. 이미지 추가
3. Sound 추가, 재생

3
친구를 멋있게 바꿔라 1. 사진 찍기 제어

2. 사진에 색깔선 추가 
3. 글자로 사진 편집

4 두더지를 잡아라 1. 이미지 터치
2. 변수의 연산

5 나는 피아니스트 1. 피아노 건반으로 8개 버튼배치
2. 8개의 버튼으로 8음계 재생 제어

6 나만의 MP3 플레이어 1. MP3 추가
2. 버튼으로 MP3 재생 제어

7 외계인 침공 1. 이미지 좌표 제어
2. 포인트 변수 증가/감소 제어

8 수시고사 수시고사

9
어느 나라까지 알고 있나? 1. select list item list 활용

2. make a list 활용(이미지 리스트)
3. 리스트와 정답 text 비교

10 해파리를 키워 보아요 1. 포인트 변수 연산
2. 랜덤변수, 기울기와 각도 변수값 변경

11 천안 어디까지 가봤니? 1. 웹페이지 연동(WebViewer 컴포넌트)
2. 지도표현의 위한 URL 동적생성

12 열공 중 자동응답메세지 1. SMS 사용시 Texting 컴포넌트
2. 메시지 저장을 위한 TinyDB 컴포넌트

13 해야 할 일을 알려줘 1. ListPicker.AfterPicking 터치 항목에 
  대한 이벤트 처리
2. remove list item list(리스트 항목 삭제)

14 나만의 아이콘 셋팅과 화면 이동 1. [Add Screen]과 [open another screen]
2. [Icon] Property 설정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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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인터넷 기초코딩 강좌

유형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영문명 Easy Internet Coding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체학부(1학년 1학기/2학기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본 수업에서는 최근에 인터넷 프로그래밍을 위해 필수적인 자바 스크립트 언어를 이해
하고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프로그래밍을 잘 모
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래밍의 장벽을 해소하기 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된 
교과목이다. 특히 인터넷 마크업 언어(HTML)를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학습함으로써 인터
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며, 프로그래밍의 핵심요소인 
자료의 입출력, 조건 및 반복 처리, 변수와 함수, 객체 등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활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교과의 주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HTML이라는 인터넷기반 문서
정의 언어이며, 다른 하나는 자바 스크립트이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내부에 기술되
기 때문에 두 부분이 하나의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본 과목을 통해 학습하는 내용은 먼저 HTML로 제작하는 웹 페이지의 구성에 대한 이

해와 핵심적인 태그의 사용법을 포함한다. HTML의 내부에 기술되는 자바스크립트에 대
해서는 자료와 변수, 연산 및 반복처리, 함수와 이벤트 처리, 객체와 브라우저 객체 등에 
관한 개념과 사용문법, 활용절차에 대해 간단한 응용예제와 함께 학습하도록 한다.

교재
(Text)

주교재 인터넷 기초코딩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실습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프로젝트, 실습용 PC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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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
지과제 및 시험

1
교과목 안내 및 HTML 개요 1. 교과목 개요 및 교재 소개

2. HTML과 마크업 언어의 이해
3. 첫 번째 HTML 작성하기

2
HTML 기본 태그 1. HTML 구성 

2. HTML 요소, 태그, 속성
3. 하이퍼 링크
4.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이미지 포함)

3
HTML 목록 및 표 1. HTML 이용 목록(list) 나열하기

2. HTML 이용 표(table)의 구성
3. 시간표 작성하기

4
HTML 입력양식 1. FORM 작성 및 활용

2. Frame 구성 및 활용

5
인터넷 문서 제작 프로젝트 1. 인터넷 문서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

   (공통 주제 + 자유 주제)

6
JavaScript 이해하기 1.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2. 자바스크립트의 선언
3. 자바스크립트의 문장 구성
4. 자바스크립트의 간단한 입출력 방법

7
JavaScript 변수와 연산자 1. 변수의 유형

2. 변수의 선언 및 정의
3. 연산자의 유형 및 활용

8
JavaScript 조건문 1. 조건문의 용도

2. if ~ else 문
3. switch 문

9
JavaScript 반복문 1. 반복문의 용도

2. for-문
3. while-문, do/while-문

10
JavaScript 배열 1. 배열의 용도

2. 배열의 입력
3. 배열의 출력

11
JavaScript 함수 1. 함수의 개념

2. 함수의 정의 및 호출
3. 함수 활용 사례

12
JavaScript 이벤트 핸들러 1. 이벤트의 정의 및 유형

2. 이벤트 핸들러의 기능
2. 이벤트 핸들러 작성 실습

13
JavaScript 객체 1. 객체의 개념

2. 객체의 생성
3. 객체의 활용인터넷 코딩 프로젝트 과제

14 JavaScript 브라우저 객체 1. 브라우저 객체의 정의 및 유형
2. 브라우저 객체의 활용

15 프로젝트 발표 1. 프로젝트 결과 발표
2. 기말고사기말고사



0    다 . 정 보 화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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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컴퓨터정보통신의 이해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Understanding of Computer
and Information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정보통신학부(1학년 1학기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정보통신학부 신입생들을 위해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학습함으로써 전공수업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며 따라서 전산학 및 정보통신과 멀티미

디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전산학과 관련하여 컴퓨터의 일반적인 내용과 운영체제,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

언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통신망 및 인터넷, 인터넷 응용

서비스 등을 다룬다. 또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며 마지막으

로 미래의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 방향등을 학습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정보통신의 이해』/ 김명주 외 1명 / 이한 출판사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컴퓨터와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 프로젝트, 컴퓨터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30 30 3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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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과제 및 시험

1 정보통신의 개요 1. 정보통신이란?
2. 정보통신의 발전과정

2 정보통신의 기본원리 1. 단말기 기술 
2. 전송기술

3 네트워크의 기본 1.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념 
2. 네트워크 장치

4 데이터 전송 1. 데이터통신망
2. 컴퓨터네트워크의 분류
3. 네트워크 토폴로지

5 프로그램 언어 1. 프로그램 개요 
2. 웹 프로그래밍 언어

6 인터넷의 활용 1. 인터넷이란? 
2. 인터넷의 주소

7 인터넷서비스 1. 전자메일 
2. 인터넷응용기술수시고사

8 웹서비스 개념과 기술 1. 웹 서비스 
2. 차세대 웹서비스기술

9 컴퓨터활용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란? 
2.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3. 전자상거래의 구성요소

10 무선통신과 미래기술 1. 무선통신의 원리 및 개념 
2. 무선 통신 방식

11
유무선 통합 혁신 모바일 인터넷과 

응용기술 1. 모바일 인터넷 
2. 차세대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발전방향

12 멀티미디어 세상 1. 멀티미디어 개요 
2. 멀티미디어 구성요소

13 컴퓨터의 미래 유비쿼터스 세상 1. 유비쿼터스란?
2. 우리생활속의 유비쿼터스

14 정보통신 윤리 1. 정보통신윤리
2. 인터넷 윤리의 개념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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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컴퓨터논리작성 강좌

유형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영문명 Computer Logic Composition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정보통신학부(1학년 1학기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본 수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논리적 구조에 대하여

교육한다. 컴퓨터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논리적인 표현

방법을 익힘으로써 향후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본 과목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논리적 구조로 작성하고, 이 논리구조

를 순서도 형태로 표현한다. 주어진 순서도에 표현된 논리를 이해하고, 왜 그러한 논

리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한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논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

우고, 향후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 재
(Text)

주교재 『새내기 프로그래머를 위한 순서도 작성』/ 정익사, 조광문 외 13명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컴퓨터와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실습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 프로젝트.컴퓨터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 -



- 76 -

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과제 및 시험

1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의 과정 
2.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2 순서도 개요 1. 순서도의 종류 2. 순서도의 기호
3. 순서도 작성 방법

3 논리 구조 1. 구조적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
2. 순서도의 기본형

4 순차 구조 1. 순차적 논리 구조
2. 순차 구조의 순서도 작성

5 선택 구조(IF,중첩된 IF) 1. 선택적 논리 구조
2. IF, 중첩된 IF를 이용한 순서도 작성

6 선택 구조(Switch) 1. 다중 분기문
2. Switch를 이용한 순서도 작성

7 반복 구조(For) 1. 반복적 논리 구조
2. For를 이용한 순서도 작성

8 반복 구조 (While) 1. 반복적 논리 구조
2. While을 이용한 순서도 작성

9 1차원 배열 1. 1차원 배열 자료 구조
2. 1차원 배열 응용 순서도 작성

10 2차원 배열 1. 2차원 배열 자료 구조
2. 2차원 배열 응용 순서도 작성

11 2차원 배열 1. 2차원 배열 응용 순서도 작성

12 내장 함수 1. 프로그램 내장 함수
2. 내장 함수를 응용한 순서도 작성

13 사용자 함수 1. 사용자 지정 함수
2. 사용자 함수를 이용한 순서도 작성

14 순서도 응용 1. 고급 응용 문제 해결
2. 순서도 응용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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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기초프로그래밍 강좌

유형 이론 및 실습
교과목
영문명 Basic Programming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정보통신학부(1학년 2학기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본 강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수강자가 프로그래밍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흥미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Microsoft에서 개발한 Windows용 응용프로그램 개발 언어의 하나인 비주얼베이직

(Visual Basic)은 비교적 쉽고 간결한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GUI(Graphical User

Interface)생성이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도 쉽게 다룰 수 있어, 프로그래밍에 익숙

하지 않은 학생들도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용이하다.

본 강좌는 비주얼베이직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 재
(Text)

주교재
비주얼베이직 연구회, “VIsual Basic 2010, 다올미디어, 2014

* 본 교재는 변경될 수 있음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방법 소개
응용 문제 제시 및 활용 방안 토의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빔프로젝트, 컴퓨터, 비주얼 베이직6.0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10 30 40 20 - -



- 78 -

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과제 및 시험

1 Orientation 수업소개 및 인사, Visual Basic 소개 강의노트1

2 개발 환경 둘러보기 무작정 따라 하기, 개발 환경 익숙해지기 강의노트2

3 기본 컨트롤 활용하기 폼, 텍스트박스, 버튼 활용법 강의노트3

4 기본 문법 익히기 1 데이터 형과 변수, 연산자 강의노트4

5 기본 문법 익히기 2 조건문, 활용방법 강의노트5

6 기본 문법 익히기 3 반복문, 활용방법 강의노트6
중간과제: 자유주제 프로그래밍 1

7 응용 예제 분석과 풀이 다양한 응용예제 분석 및 풀이 강의노트7

8 내용 정리 및 중간고사 1-7주차 내용 정리 및 중간고사, 
문제 풀이 -

중간고사
9 함수 활용하기 1 함수프로시저, 서브프로시저 개념 익히기 강의노트8

기말과제: 자유주제 프로그래밍 2
10 함수 활용하기 2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강의노트8

11 배열 활용하기 배열의 이해와 활용 강의노트9

12 텍스트 파일 다루기 텍스트 파일 입출력의 이해와 활용 강의노트10

13 프로그램에 기능 추가하기 대화상자, 복수의 폼, 메뉴 활용방법 강의노트11

14 데이터베이스 활용하기 데이터베이스의 이해와 활용 강의노트12

15 내용 정리 및 기말고사 9-14주차 내용 정리 및 기말고사,
문제 풀이 -

기말고사



 

    라 . 국 어  과 목

｛ 전  학  부 ｝

 



- 80 -

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우리말 우리글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체학부(1학년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양을 배양하는 교양필수과목이

다. 본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어와 한국 문학,

한국 문화에 대한 글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적인 유산과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이해하

는 능력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대학생으로서의 지적인 호기심을 제

고하여 개인의 교양을 함양하고, 국제화 시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확고부동한 민족

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우리말 우리글은 1. 언어와 문화 2. 현대문학의 이해 3. 고전문학의 이해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한국어와 한국 문학, 한국 문화에 관해 폭넓게 강의함으로써, 수강

생들로 하여금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인 교양을 가지고 개인과 민족의 지표를 인식하

며, 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교 재
(Text)

주교재
강요열․문현미․박미영․박석문,『우리말과 우리글』개정판,

도서출판 나우, 2013.

부교재 논문 작성법, 백석대학교 출판부, 2006.

참고문헌

베르터 하이젠베르크, 김용준 역, 부분과 전체, 지식산업사, 2005.
E. H. 카, 이화승 역, 역사란 무엇인가, 베이직북스, 2009.
에드워드 월슨 저, 최재천 역, 통섭, 사이언스북스, 2005.
마이클 샌들,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정민,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6.
등<TIME지가뽑은20세기최고의책100가지>및대학생필독도서와해당시간에제시하는문헌.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하여 발표, 수시 시험, 과제 제출 및

기타 방법을 병행한다. 강의 진행 및 수업 운영 방식은 교과 내용에 따라 선택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전자칠판, 컴퓨터, 빔프로젝트, 비디오 플레이어, 오디오 플레이어 등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3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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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입문-강의 계획 및 수업 방식 우리말 우리글의 강의 목적

강의 진행 방법 강의계획서

2 언어와 문화 1 1. 국어의 특성
2.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이 사용했는가(선택) p.9-37

3 언어와 문화 2 3. 따지면서 읽는 방법과 의의(선택)
4. 발표와 토론의 방법
5. 기독교란 무엇인가(선택)

p.38-72
과제(1)

4 언어와 문화 3 6. 『논어』, 인간관계론의 보고
7. 과학, 불가능성과 불능에서 진보로 가는길.
8. 기독교인과 경제(선택)

p.73-115

5 언어와 문화 4 9. 대중문화에 대한 ‘진실’
10. 동양의 아름다움과 서양의 아름다움
11. 뜨고 날고-천외유천-Take off(선택)

p.116-176
수시고사 (1)

6 현대문학의 이해 1 1. 한국현대시 약사 p.178-199

7 현대문학의 이해 2 <사랑하는 까닭><미래를 품게 하소서> <가
산리 희망발전소로 오세요> 등 (선택) p.200-235

8 현대문학의 이해 3 1. 소설이란 무엇인가
2. 이야기란 무엇인가
3. [감자]와 [동백꽃]의 기초 이해(선택)

p.236-260
과제(2)

9 현대문학의 이해 4 <비오는 날> <무진기행>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멀고 먼 해후>(선택) p.261-330

10 현대문학의 이해 5 1. 수필의 이해
2. <무소유> <하필이면> <오직 한 사람> 

<파시여 다시 한번> (선택)
p.331-352

수시고사 (2)
11 고전문학의 이해 1 1. 한국고전문학약사 p.353-368

12 고전문학의 이해 2 2. 설화의 전승 양상․구조와 의미
<단군신화><강물에 빠진 호랑이><구운몽>
<호질><흥보가> 등(선택)

p.366-383p.397-420과제(3)
13 고전문학의 이해 3 3. 우리 시와 노래

  향가, 고려가요, 가사, 시조 등 (선택)
p.384-396
p.421-455

14 한문 명선 고인의 해타(선택) p.456-466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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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글쓰기의 원리와 실제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시간

(Hours) 2 학점
(Units) 2

수강대상 전체학부(1학년 권장)

수업목표
(Goal of Class)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양을 배양하는 교양필수과목이다.

본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에 기반한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을 습득한다. 다양한 예문과 연습문제를 통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장으로 표

현하는 능력을 갖추어, 대학생활에서 과제 작성 및 서술형 시험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졸업 후에 직장과 사회 활동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본 과목에서는 글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문장에 대한 이론과 정서법 훈련 및 자료

수집에서부터 퇴고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글쓰기 방법을 함께 강의함으로써, 수강생

들로 하여금 대학생활에 필요한 논리적인 문장 작성 및 실생활에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실용문 쓰기 능력을 고양한다.

교 재
(Text)

주교재
강요열․문현미․박미영․박석문,『문장의 원리와 실제』개정판,

도서출판 나우, 2013.

부교재 논문 작성법, 백석대학교 출판부, 2006.

참고문헌

Christopher Tribble, Writing, OXFORD : Oxford Uni. Press, 1996.
린다 플라워, 원진숙․황정현 옮김,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1998.
스티븐 킹, 김진준 역 유혹하는 글쓰기, 김영사, 2002.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역, 논문 잘 쓰는 방법 , 열린책들, 2006.
티모시 보셔스, 이희복 외 역, 수사학 이론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세상의 모든 글쓰기 1-22, 랜덤하우스코리아, 2011.
리사 크론, 서장용 역, 헐리우드 스토리 컨설턴트의 글쓰기 특강 , 처음
북스, 2016. 등 교재에 수록된 참고문헌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하여 발표, 수시 시험, 과제 제출 등을

병행한다. 강의 진행 및 수업운영 방식은 교과 내용에 따라 선택적이고 탄력적으로 운

영할 수 있다.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전자칠판, 컴퓨터, 빔프로젝트, 비디오 플레이어, 오디오 플레이어 등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수시시험
(Midterm)

기말고사
(Final)

과제물
(Assignments)

발표 및 토론
(Pre. & Dis)

기타
(Others)

20 2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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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입문 강의 계획 및 수업 방식

문장이란 무엇인가
강의계획서

p.3-5과제(1) 자기소개
2 문장의 이론 어휘․문장․단락 p.9-48

3 문장의 과정 1 주제설정․자료의 수집과 정리 p.49-63

4 문장의 과정 2 구상과 개요․집필․퇴고 p.64-106

5 문장의 표현 1 설명․묘사 p.107-123
수시고사(1)

6 문장의 표현 2 서사․논증 p.124-152

7 국어정서법 띄어쓰기․표준어 p.153-174
과제(2)

8 원고지 사용법 원고지 사용법․교정 p.175-186

9 실용문 1 이력서․자기소개서 p.187-197

10 실용문 2 서간문․통지문․봉투 p.198-207
수시고사(2)

11 실용문 3 안내문․기타 공용문 p.208-230

12 보고서 작성법 성격․작성 p.223-238
과제(3)

13 논문작성법 1 성격․종류․준비과정․체제 p.239-248

14 논문 작성법 2 문장․인용․주석방법 p.249-258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마. 백석멘토링 과목

｛ 전  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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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대학생활과 진로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Campus Life and Career Development 시간

(Hours) 1 학점
(Units)

0
(P/F)

수강대상 전체학부(1학년 1학기)

수업목표
(Goal of Class)

지도교수와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 신입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업동기를 부여

하여 대학생활과 학업활동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데 있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1.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생활의 이해 및 백석대학교 소개
2.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자신감 배양
3. 대학생활 적응검사 실시
4. 체계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수강신청
5. 새로운 인간관계와 만남을 위한 준비
6. 취미와 자기개발을 위한 동아리, 봉사, 종교활동
7.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및 시간관리
8. 효율적인 노트정리와 능동적 강의를 위한 방법
9. 수업시간 발표와 토론 방법
10. 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11. 경쟁력을 갖기 위한 영어 공부
12. 독서를 통한 자기개발의 중요성
13.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실천방법
14.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

교 재
(Text)

주교재 『U코칭 - 대학생활과 진로』/ 백석출판사 / 2009

부교재 -

참고문헌 『리더쉽 테마 여행』/ 백석대학교 / 2013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 및 상담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PPT, OHP, Beam Projet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기타
(Others)

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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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강의소개  

ㆍ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기 -

 교수와 학생의 자기소개

2
   대학생활 적응 검사(Ⅰ)

ㆍ대학생활 적응 검사(1차) p. 9-19

 대학은 뭐가 다르지?

3
 백석대학교가 궁금해요! ㆍ백석대학교 역사탐방

ㆍ백석대학교 시설탐방
p.21-31

    학교 탐방 보고서 작성

4

새내기를 위한 학습법 특강(Ⅰ)
-새내기의 self 학습법

ㆍ대학 수업의 특성
ㆍ효율적인 학습전략 적용

p.107-123

자신만의 학습전략 토론

5

새내기를 위한 학습법 특강(Ⅱ)
-나도 A+ 받을 수 있다

ㆍ시험 준비 / 리포트 작성 방법
ㆍ자기주도적 학습전략
ㆍ시험유형별 답안 작성 전략

p.135-145

리포트 작성 훈련

6
좋은 만남을 위하여 ㆍ대학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ㆍ이성교제와 대학친구 
p.33-55

“좋은친구”란 무엇일까? 작성해 보기

7
My Intro/ Outro ㆍ나의 성격의 특징

ㆍ나의 흥미와 적성
p.71-83

나의 성격의 장,단점 작성

8
  나도 잘 할 수 있을까? ㆍ자신감과 자만심

ㆍ자신감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
p.59-69

 자존감 체크리스트 작성

9
대학생활 적응 검사(Ⅱ) 

ㆍ대학생활 적응 검사(2차) p. 9-19

  

10
자신을 잘 가꾸려면? ㆍ자기관리의 방법

ㆍ나의 과거/현재/미래의 탐색
p.85-93

타임서클 작성 

11
무슨 과목을 들을까? ㆍ우리대학의 교육과정

ㆍ효율적인 수강신청전략
p.97-105

  2학기 수강신청 연습

12
강의실에서 당당한 나! ㆍ능동적 강의듣기

ㆍ효과적인 노트필기와 프리젠테이션
p.125-134

토론방법 훈련

13
외국어 공부 어떻게 할까? ㆍ영어 공부법

ㆍ제2외국어 공부법
p.147-155

 영어공부 계획 세우기

14
진로 준비는 이렇게 ㆍ사회가 원하는 인재

ㆍ기업이 원하는 인재
p.157-165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15
종합토론(피드백) ㆍ멘토링에 대한 토론

ㆍ장학생 선배와의 대화 
-

멘토링 피드백 작성

              



- 87 -

교양필수 과목 표준수업계획서
교과목명
(Subject) 취업과 진로 강좌

유형 이론
교과목
영문명 Employment and Course 시간

(Hours) 1 학점
(Units)

0
(P/F)

수강대상 전체학부(4학년-7,8학기 재학생)

수업목표
(Goal of Class)

학생들의 기독교적 인성과 창조적 지성을 함양시켜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데 있다

교과내용설명
(Course Description)

1. 취업과 진로 과목에 대한 설명 및 운영방법
2. 진로목표를 설정학고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3. 취업관련 홈페이지 활용
4. 취업/진로 인맥 구축과 셀프마케팅 활용
5. 희망직업 및 직무 탐색과 인․적성 직무능력검사의 이해
6. 희망기업 탐색 및 분석
7. 이력서 작성방법
8. 이력서 클릭닉 및 나의 이력서 점검
9. 자기소개서의 구성항목 및 중요성
10. 자기소개서 클릭닉 및 자기소개서 점검
11. 효과적인 이미지메이킹 방법
12. 면접의 유형과 준비방법
13. 스피치 업그레이드 및 1분 자기소개하기
14. 면접 질문유형 및 예상질문 만들기
15. 미래명함을 만들고 미래일기 쓰기

교 재
(Text)

주교재 『취업과 진로』/ 백석대학교 / 2012

부교재 -

참고문헌 -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강의 및 상담

활용기자재
(소프트웨어포함) PPT, Beam Projet

평가방법(%)
(Grading)

출 석
(Attendance)

기타
(Others)

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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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계획서
          

주차 수업계획 수업내용 및 목적 페이지
과제 및 시험

1  강의소개 및 구직수요 조사표 작성 ㆍ과목 운영계획 소개

ㆍ상담일지, 구직수요 조사표 작성 및 회수
p.14-24

2 상담일지, 구직수요 조사표 검토
ㆍ검토한 상담일지와 구직수요조사표 재작

  성 및 홈페이지 구직정보 입력 안내

ㆍ워크넷 등록방법 소개

p.28-37
구직정보 입력, 워크넷 구직신청 

3 학사정보에 구직수요 조사표 입력 ㆍ구직수요조사표 출력물 확인 및 수거

ㆍ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확인
-

4 취업(진로)관련 특강
ㆍ별도 특강계획에 따름 -

5 취업(진로)관련 특강
ㆍ별도 특강계획에 따름 -

6 취업(진로)관련 특강
ㆍ별도 특강계획에 따름 -

7 취업(진로)관련 특강
ㆍ별도 특강계획에 따름 -

8 취업(진로)관련 특강
ㆍ별도 특강계획에 따름 -

9 취업(진로)관련 특강
ㆍ별도 특강계획에 따름 -

10 취업(진로)관련 특강
ㆍ별도 특강계획에 따름 -

11 학생별 지도중점 파악
ㆍ연락처, 구직수요정보 업데이트 지도 -

12 학생별 지도중점 파악 ㆍ구직스킬 심화과정 참여 독려

ㆍ취업상담 및 취업희망자 파악
-

13 학생별 지도중점 파악
ㆍ취업상담 및 취업희망자 파악 -

14 학생별 지도중점 파악 ㆍ학생별 특성에 따른 취업진로 지도

ㆍ취업희망자 알선지도
-

15 수업효과 평가 ㆍ졸업 후 1년간 지도계획 예고

ㆍ수업효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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