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어문학부

수강신청 관련 학부 공지사항

 ▣ 교직이수자 전공 및 교직 기본이수과목 수강 관련(필독)

  ▶ 각 전공별 교직이수자들은 졸업 시까지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숙지하신 후 기본이수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해당 자격증 발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요람 및 홈페이지 참조).



□ 영어학전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 영어회화 2: 영어회화 1을 우선 수강할 것을 권장. PBL로 운영되는 수업임 

2. 영문법의 실제와 적용: 영문법을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 신청 권장

3. 실무영작문: 영작문을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 신청 권장

4. 토익 2: 토익1을 먼저 수강해야 하나, 토익 고득점자의 경우 수강 가능

5. 비즈니스 영어 2: 비즈니스 영어 1을 우선 수강할 것을 권장  

6. 영문읽기와 스토리텔링: PBL로 운영되는 수업임

7. 영어번역실습: 캡스톤 디자인으로 운영되는 과목임

□ 일본어학전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 일본어첫걸음: 일본어를 처음 학습하는 학생 수강 권장   

 2. 일본어커뮤니케이션: 일본어 형용사를 학습 한 학생 수강 권장(일본어 동사부터 강의 진행)

 3. 일본어번역실습: 캡스톤 디자인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수업임

 4. 비즈니스일본어: 일본어를 6개월 이상 학습한 학생 권장

 5. 일본어교과교육론: 교직을 이수하지 않는 재학생도 수강 가능

 6. 일본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직을 이수하지 않는 재학생도 수강 가능

 7. 일본어교과교수법: 교직을 이수하지 않는 재학생도 수강 가능

 8. 일본한자연습 : PBL로 운영되는 수업임

 9. 문화관광일본어 : PBL로 운영되는 수업임

□ 중국어학전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 중국지역문화의 이해: PBL로 운영되는 수업임

 2. 중국어번역실습(캡스톤): 캡스톤 디자인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수업임

 3. 중국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직을 이수하지 않는 재학생도 수강 가능

 4. 중국어 교과교육론: 교직을 이수하지 않는 재학생도 수강 가능

 5. 중국어 교과교수법: 교직을 이수하지 않는 재학생도 수강 가능



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108001 국어정서법 3 3 박석문 수4,5,6

핵심교과군 0184801 현대시의�이해 3 3 이혜자 사/�화5,6

핵심교과군 0676201 한국문학의�이해 3 3 60 권도경 화7,8,9 본부302 전공(73),
혁신(27)

핵심교과군 0779301
영화와�대중문화의
이해 3 3 60 이혜자 사/�화5,6 본부302

혁신(40),
전공(60)

심화교과군 0184901 현대시론 3 3 60 이혜자 사/�월8,9 본부302 전공(67),
전공(33)

심화교과군 0185601 국어문법론 3 3 60 박석문 수4,5,6 본부302
전공(60),
전공(20),
혁신(20)

응용교과군 0252801 현대문학사 3 3 이혜자 사/�월8,9

응용교과군 0771601 고전문학과현대문화
콘텐츠(캡스톤디자인)

3 3 권도경 화7,8,9



어문학부(영어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193801 영어어휘의�이해와
활용

3 3 40 v 김순영 사/�화7,8 본부308 영어 전공(62),
소통(38)

김순영 사/�화2,3

기초교과군 0252201 영어연습 3 3 40 v 이은숙 목1,2/�사 본부306 영어
전공(80),
소통(20) 이은숙 사/�수1,2

핵심교과군 0146001 영문법 3 3 50 서장국 목5,6/�사 본부319 전공(80),
소통(20)

핵심교과군 0193901
영문읽기와
스토리텔링 3 3 40 이미영 사/�월1,2 본부314

소통(38),
전공(62) 이미영 사/�월1,2

핵심교과군 0252301 영어와�영미문화 3 3 50 장승재 목3,4/�사 본부304 소통(20),
전공(80)

김미경 사/�수1,2

핵심교과군 0253401 영작문 3 3 40 이은숙 사/�화2,3 본부306
소통(51),
전공(49) 이은숙 사/�화2,3

핵심교과군 0253501 영어강독 3 3 50 이은숙 사/�수5,6 본부306
전공(80),
소통(20) 이은숙 목5,6/�사

핵심교과군 0359701 영어청취연습 3 3 40 김미경 사/�수1,2 본부304 전공(67),
소통(33)

김미경 사/�화7,8

핵심교과군 0428401 영어발음과�말하기 3 3 40 김미경 사/�월7,8 본부304
전공(80),
소통(20) 김미경 사/�월7,8

핵심교과군 0676901 영어회화1 2 2 30 ROLANDRA
YVETTE 화3,4 본부313 전공(50),

소통(50)

심화교과군 0123801 미문학개관 3 3 50 이은숙 사/�월7,8 본부306
전공(20),
전공(60),
혁신(20)

이은숙 사/�월7,8

심화교과군 0146401 영문학개관 3 3 50 김순영 목1,2/�사 본부308
전공(62),
소통(38) 김순영 목1,2/�사

심화교과군 0146801 영미소설 3 3 50 김순영 사/�수5,6 본부308 전공(100) 김순영 사/�수5,6

심화교과군 0147001 영미희곡 3 3 50 이미영 사/�화5,6 본부306
전공(62),
소통(38) 이미영 사/�화5,6

심화교과군 0194001 영어의�이해 3 3 50 서장국 사/�월1,2 본부319
전공(80),
소통(20) 서장국 사/�월1,2

심화교과군 0194101 영문법의�실제와�적용 3 3 서장국 목5,6/�사

심화교과군 0194201 청취와�노트�테이킹 3 3 40 노승빈 사/�수7,8 본부319
소통(20),
전공(80) 노승빈 사/�수7,8

심화교과군 0194701 비즈니스영어1 3 3 40 이미영 사/�수1,2 본부306 관계(44),
전공(56)

심화교과군 0608801 토익1 3 3 40 김미경 화2,3,4 본부304
전공(60),
소통(40)

심화교과군 0677001 영어회화2 2 2 ROLANDRA
YVETTE 화3,4

심화교과군 0944101 영미문학의�이해 3 3 50 김미경 목1,2/�사 본부304
전공(20),
전공(60),
혁신(20)

김미경 목1,2/�사

응용교과군 0194301 토익�스피킹 2 2 40 ROLANDRA
YVETTE 목5,6 본부313 소통(40),

소통(60)
ROLANDRA
YVETTE 목5,6

응용교과군 0194401 문화간�의사소통 3 3 50 서장국 사/�수1,2 본부319
전공(56),
관계(44) 서장국 사/�수1,2

응용교과군 0194501 실무영작문 3 3 40 오규호 수4,5,6 본부304 전공(56),
소통(44)

오규호 수4,5,6

응용교과군 0194601 영어와�영어교육 3 3 50 홍영지 사/�월1,2 본부313
섬김(44),
전공(56) 홍영지 사/�월1,2

응용교과군 0194801 비즈니스영어2 3 3 이미영 사/�수7,8

응용교과군 0254101 영미문학과�문화 3 3 50 김순영 사/�월7,8 본부308
소통(20),
전공(20),
전공(60)

김순영 사/�월7,8

응용교과군 0608901 토익2 3 3 장승재 목7,8/�사



어문학부(영어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응용교과군 0962701 영어번역실습
(캡스톤디자인)

3 3 김성연 목1,2/�사



어문학부(일본어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252501 일본어와�일본문화 3 3 50 v 김동욱 사/�월7,8 본부319 일본어 전공(40),
소통(60)

기초교과군 0677401 일본어커뮤니케이션 3 3 50 v 김현정 사/�화5,6 본부717 일본어
소통(33),
전공(67)

기초교과군 0779901 일본어�첫걸음 3 3 50 v 임성규 목7,8/�사 본부717 일본어 전공(67),
소통(33)

핵심교과군 0780101 초급�일본어 3 3 임성규 사/�수7,8

핵심교과군 0780201 초급�일본어�회화 3 3 30 문광헌 목4,5,6 본부314 소통(33),
전공(67)

문광헌 목4,5,6

핵심교과군 0780301 일본어�작문 3 3 40 김동욱 수4,5,6 본부319 전공(100)

핵심교과군 0780401 일본�매체의�활용1 3 3 김현정 사/�화5,6

핵심교과군 0780501 일본�한자�연습 3 3 김현정 목7,8/�사

핵심교과군 0780601 일본�현지�적응 3 3 50 임성규 사/�월7,8 본부313
전공(33),
소통(67)

핵심교과군 0780701 J-POP일본어와
문화지식

3 3 김동욱 사/�월7,8

심화교과군 0255001 시사일본어 3 3 김동욱 사/�수5,6

심화교과군 0483101 일본어교과교육론 3 3 50 이남희 목7,8/�사 본부313 교직(33),
전공(67)

심화교과군 0483201 일본어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

3 3 배진영 목1,2,3

심화교과군 0483301 일본어교과교수법 3 3 권동현 사/�화5,6

심화교과군 0558701 일본어능력시험N2
(문법&어휘)

3 3 임성규 사/�월7,8

심화교과군 0677201 문화관광일본어 3 3 40 김현정 사/�화7,8 본부717
전공(67),
소통(33)

심화교과군 0780801 중급�일본어�회화 3 3 30 문광헌 월7,8,9 본부314 전공(33),
소통(67)

심화교과군 0780901 일본�매체의�활용2 3 3 40 박승호 사/�수5,6 본부313
전공(44),
소통(56)

심화교과군 0781001 드라마�일본어 3 3 40 김동욱 사/�화5,6 본부314 전공(100)

심화교과군 0781101 일본어�강독과�영화 3 3 김동욱 사/�화7,8

심화교과군 0971201 일본문학과�드라마 3 3 50 임성규 사/�수7,8 본부717
전공(67),
소통(33)

응용교과군 0158401 일본어학개론 3 3 50 김현정 목5,6/�사 본부717 전공(100)

응용교과군 0195001 통상실무일본어 3 3 박승호 사/�화5,6

응용교과군 0329401 일본문학개론 3 3 임성규 목7,8/�사

응용교과군 0359801 비즈니스일본어 3 3 김현정 목5,6/�사

응용교과군 0558801
일본어능력시험N2
(독해) 3 3 50 박승호 사/�월7,8 본부717

전공(33),
소통(67)

응용교과군 0677701 인터뷰일본어 3 3 문광헌 월7,8,9

응용교과군 0771701
일본어번역실습
(캡스톤디자인) 3 3 박승호 사/�수5,6



어문학부(중국어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195101 중국어입문 3 3 이용태 사/�월7,8

기초교과군 0195601 중국어첫걸음 3 3 50 v 이용태 사/�월7,8 본부315 중국어
전공(33),
기초(67)

기초교과군 0252701 중국어와�중국문화 3 3 50 v 서해영 사/�수3,4 본부315 중국어 전공(82),
소통(18)

이종구 목5,6/�사

핵심교과군 0166701 중국문학개론 3 3 50 최경진 사/�수1,2 본부312
전공(73),
전공(27) 최경진 사/�수1,2

핵심교과군 0195201 SNS중국어 3 3 40 이용태 사/�화7,8 본부315 전공(33),
소통(67)

핵심교과군 0201301 중국어문법 3 3 50 이종구 사/�수5,6 본부318
전공(42),
전공(58)

핵심교과군 0256401 초급중국어회화 3 3 30 서해영 사/�화4,5 본부319
전공(67),
전공(33) 서해영 사/�화4,5

핵심교과군 0256701 이야기중국어 3 3 50 이종구 사/�수7,8 본부318 전공(67),
전공(33)

이종구 사/�수7,8

핵심교과군 0257401 중국문자의�이해 3 3 50 민경삼 사/�월7,8 본부312
전공(82),
소통(18)

핵심교과군 0361101 당시산책 3 3 50 최경진 목3,4/�사 본부315 전공(82),
소통(18)

최경진 목3,4/�사

핵심교과군 0428801 중국어발음연습 3 3 30 원정원 목5,6/�사 본부302
전공(67),
소통(33) 원정원 목5,6/�사

핵심교과군 0944201 중국문학과영화 3 3 민경삼 사/�화7,8

심화교과군 0166801 중국문학사 3 3 50 최경진 목1,2/�사 본부313 전공(27),
전공(73)

최경진 목1,2/�사

심화교과군 0168101 중국어학개론 3 3 50 이종구 목5,6/�사 본부318 전공(100)

심화교과군 0201501 중국어작문 3 3 이종구 목7,8/�사

심화교과군 0257201 중급중국어회화 3 3 30 서해영 사/�수5,6 본부315
소통(40),
전공(16),
소통(44)

이용태 사/�수7,8

심화교과군 0483401 중국어교과교육론 3 3 50 서해영 목1,2/�사 본부312
소통(33),
교직(33),
전공(33)

심화교과군 0483501 중국어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

3 3 50 원정원 목3,4/�사 본부312 전공(82),
소통(18)

심화교과군 0483601 중국어교과교수법 3 3 구희경 사/�수1,2

심화교과군 0595801 중국지역문화의�이해 3 3 80 민경삼 사 100%
원격수업

전공(82),
소통(18)

민경삼 사

심화교과군 0677901 현대중국의
문학과사회�

3 3 50 구희경 사/�수3,4 본부717 전공(82),
혁신(18)

구희경 사/�수3,4

심화교과군 0944301 중국�시와�노래 3 3 민경삼 사/�월7,8

심화교과군 0944401 HSK듣기특강 3 3 40 이용태 사/�화4,5 본부315 전공(33),
소통(67)

응용교과군 0201401 중국어강독 3 3 50 최경진 사/�월2,3 본부717
전공(40),
전공(20),
소통(40)

최경진 사/�월2,3

응용교과군 0257601 고급중국어회화 3 3 서해영 사/�수5,6

응용교과군 0361601 통상실무중국어 3 3 이용태 사/�화7,8

응용교과군 0622501 의료관광중국어 3 3 40 이용태 사/�수7,8 본부315
전공(27),
소통(73) 서해영 목1,2/�사

응용교과군 0677801 중국현대산문감상 3 3 50 이종구 목7,8/�사 본부318 전공(82),
소통(18)

원정원 목3,4/�사



어문학부(중국어학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응용교과군 0678001 한문강독 3 3 50 민경삼 사/�화7,8 본부312 전공(82),
소통(18)

응용교과군 0771801
중국어번역실습
(캡스톤디자인) 3 3 40 구희경 사/�수1,2 본부308

전공(27),
소통(73) 이종구 사/�수5,6

응용교과군 0944501 HSK독해특강 3 3 이용태 사/�화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