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 교양·교직 안내 및 시간표



 1. 교양

 

   가. 교육과정 이수 안내(학번별)  

 

              

    
2018~2021학년도 입학생 

    ■ 교양교육 구성체계

     백석정체성 + 기초교양 + 심화교양 + 소양교양

    

구
분

백석정체성 기초교양 심화교양 소양교양

소계

정체성
사고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정
보
기
술

수학
및

기초
과학

균형
교양

창의
융합
교양

자기개발 인성개발

채플
과

섬김

사랑
의실
천

논리‧
비판
적

사고

창의‧
융합
적

사고

분야별
맟춤형
글쓰기

발표
와

토론

글로벌
역량

기타
외국어

백석
멘토
링

협업
(실용)

및
기타
소양

대
인
관
계

사
회
봉
사

리
더
십

이수
학점

4학점 4학점
이상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2학점 6학점 자유
선택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자유
선택

P/F
1학점

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관련
역량

섬김 혁신 소통 혁신 4대
역량

혁신 관계 관계, 섬김 70점 
이상

       주) 1. ‘발표와 토론’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만 이수하고, ‘수학 및 기초과학’은 자연계열만 이수함
       2. 2020입학자부터 ‘백석멘토링’을 매학년마다 이수하여야 함

    ■ 구성체계 영역별 교과목 이수안내

     1) 백석정체성

     □ 정체성

    ○ 채플과 섬김

  

과목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공통 채플과섬김(총8과목) 각 0.5(총4학점) 전체 학부 매학기 매학기 1과목

    ○ 사랑의실천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기독교학부

개혁주의생명신학의이해 2 1학년

2과목 4학점
이상기독교세계관과문화 2 3학년

미션다이제스트 2 4학년

일반학부

기독교탐사 1 1-2

4과목 4학점
성경과인간이해1 1 2-1

성경과인간이해2 1 2-2

기독교세계관 1 3-2



     2) 기초교양

     □ 사고와 문제해결

    ○ 논리⦁비판적 사고(2학점 이상)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전체

과학의진실과오류 2

1-1 or 1-2 1과목 2학점
이상논리적사고와합리적비판 2

사고와표현 2

    ○ 창의⦁융합적 사고(2학점 이상)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전체

과학과철학의만남 2

1-1 or 1-2
1과목 2학점

이상창의성과문제해결 2

통섭과융합적사고 2

     □ 의사소통

    ○ 분야별 맞춤형 글쓰기(2학점 이상)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글쓰기 2

1-1 or 1-2 1과목 2학점자연계열 과학기술글쓰기 2

예체능계열 예술표현글쓰기 2

전체 비평적글쓰기 2 2, 3학년 자유선택

    ○ 발표와토론(2학점)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발표와토론 2 1-1 or 1-2 1과목 2학점

    ○ 글로벌역량(6학점)

  

과목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비고

영어읽기와쓰기 2

전 학부

1-1

3과목 6학점 A, B, C 트랙 구분영어듣기와말하기 2 1-2

실전영어회화 2 2-1 or 2-2

    ○ 기타 외국어(자유선택)

  

과목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Academic English 2

전체 학부 희망학기 자유선택Advanced English 2

Interview English 2



    ○ 기타 외국어(자유선택)

  

과목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대학독일어 2

전체 학부 희망학기 자유선택

대학러시아어 2

대학스페인어 2

대학일본어 2

대학중국어 2

대학프랑스어 2

    ○ 한국어 및 한국문화(유학생 등)

  

과목명 학점 대상 비고

한국어읽기1,2,3,4

각 3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총18과목

한국어쓰기1,2,3,4

한국어말하기1,2,3,4

한국어듣기1,2,3,4

토픽중급
각 2

한국전통문화체험

     □ 정보기술(2학점)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계열(보건학부, 간호학과)

IT트렌드의이해 2

1-1 or 1-2

1과목

2학점

이상

SW사고기법 2

가상현실과증강현실 2

디지털영상의이해와활용 2

빅데이터와세상읽기 2

스마트폰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2

인공지능사회의이해 2

인터넷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2

창의적정보활용 2

첨단IT학부
컴퓨터공학부 비주얼베이직프로그래밍 2

☞ 첨단IT⦁컴퓨터공학부: ‘비주얼베이직프로그래밍’ ‘SW사고기법’, ‘스마트폰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인터넷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등의 교
과목 수강을 권장하나, 타 교과목 수강도 가능함

      □ 수학 및 기초과학(2학점)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자연계열

대학수학 2

1-1 or 1-2 1과목 2학점물리학의이해 2

생물학의이해 2



     3) 심화교양

     □ 균형교양(14학점 이상)

  

영역 과목명 학점 이수조건

인간⦁문화이해

4차산업시대의커뮤니케이션, 고전산책, 그림으로심리읽기, 나너그리고우리의만남, 동양철학

의이해, 문학의이해, 문화인류학의이해, 문화현상의철학적이해, 미디어리터러시, 생명과죽음

의이해, 서양철학의이해, 세계문화사, 세계신화와문화, 세계의민속문화, 언어와문화간의사소

통, 언어와인간소통, 인간과윤리, 인간심리와행동, 인류공동유산의이해와보존, 인문학과의만

남, 포스트휴먼시대와인간, 커뮤니케이션의이해, 한국문화유산의이해, 한국사상과문화, 현대

인의삶과철학

각 2

자기계열 2과목

+

타계열 1과목 

이상으로,

총 5과목 

10학점 이상 

이수

※ 간호학과는 

간호교육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 총 

10학점 이상 

이수

학군단: 안보학,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조직리더십, 조직리더십사례연구 각 3

사회⦁역사이해

경제학의이해, 관광의역사와문화, 국가안보론, 국제개발협력의이해, 글로벌시대의다문화교

육, 글로벌시대의대인관계, 도시재생과관광, 동양사이해, 부모되기교육의이해, 북한사회의이

해, 사회과학통계기초, 사회적경제의이해와지역사회, 생활과법률, 서양사이해, 성공취업실

전, 성평등바로알기, 소수집단의이해와지원, 시장과경제, 알기쉬운정치·경제, 여성학, 유관

순학, 인간발달과교육, 인공지능시대의대인관계, 인권바로알기, 인성과기업가정신, 인성과세

계시민질서, 저출산고령화사회의이해와과제, 전쟁사, 정치와사회, 진로탐색과미래설계, 천안

의이해, 청년발달과자기이해, 충남학, 키워드로본현대한국사회, 한국사탐방, 현대사회와범죄

각 2자연과학⦁기술이

해

4차산업혁명의이해, 건강한흙과먹거리, 국제개발협력과보건, 드론영상분석, 무기체계, 보건

학, 생명의신비, 생활속의수학, 인공지능, 자연과인간, 자연과학개론, 재미있는과학사, 지구

의탐구, 천문학과우주의이해, 현대인과영양, 환경과기술

예술⦁체육이해

공연예술의이해와참여, 메가트렌드와미래디자인, 문학과미술로만나는음악, 미디어산업의이

해, 박물관으로의초대, 색채디자인의이해, 아이디어와문화콘텐츠, 영상예술의이해, 웨이트트

레이닝이론과실제, 유튜버와영상제작, 음악으로세상읽기, 지역사회와스포츠프로그램의실제, 

창작곡과유튜브, 클래식음악산책, 태권도의이론과실제, 포스트모던아트읽기, 현대사회와디자

인, 현대생활과체육

문화예술사자격증 과목: 문화예술교육개론,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

종교적 가치 이해

기독교학부

기독교가치와교육
2학년

각 2
2과목 4학점

이상
신앙과논리

기독교인성과자기계발 4학년

일반학부

인간의존재성탐구 1-1

각 1 4과목 4학점
기독교가치와윤리 3-1

삶과직업의가치 4-1

사람다운사람의길 4-2

       ㉮ 인문계열: 기독교학부, 어문학부                               ㉯ 사회계열: 사회복지학부, 경찰학부, 경상학부, 사범학부, 관광학부

       ㉰ 자연계열: 컴퓨터공학부, 첨단IT학부, 간호학과, 보건학부        ㉱ 예체능계열: 디자인영상학부, 문화예술학부, 스포츠과학부      

     □ 창의융합교양(자유선택)

  

과목명 학점 이수조건

360도비스켓리더십, 건강과빅데이터, 다문화리더십과코칭, 동화AI주인공만들기, 문학에서찾는관계의지혜, 

미래사회의환경과바이러스, 비즈니스콘텐츠와인문학적사고, 세계여행과나의체험바인딩, 언택트시대의공간

과삶의가치, 역사를통한미래설계, 영화와과학기술융합, 예술과과학기술, 위기사회와지속가능사회탐색, 음악

과건강한삶, 음악과영어를통해본인간과리듬, 인공지능과공통감성, 자기이해와미래디자인, 책읽기나읽기세상

읽기, 케이팝속경제학, 현대인의감성과커뮤니케이션

각 2

전체 학부

자유선택

3~4학년 권장



     4) 소양교양

     □ 자기개발

    ○ 백석멘토링(1학점+3P)

  

과목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대학생활과진로 P

전체 학부

1-1

4과목 1학점
커리어개발 P 2-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P 3-2

성공,취창업과진로 1 4-2

    ○ 협업(실용) 및 기타소양(2학점 이상)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년 이수조건

IT통합기술과미래교육, 미래사회예측과변화, 스타트업과빅데이터, 창업아이템탐색과평가, 창업
의이해, 혁신과창업, 현대생활과재테크

각 2 3~4학년

1과목
2학점 이상

성적
우수자

글로벌Leading Class1, 글로벌Leading Class2, 대인관계Leading Class, 섬김리더십
Leading Class, 문제해결Leading Class, 사회공헌Leading Class, 의사소통Leading 
Class, 창의융합Leading Class1, 창의융합Leading Class2, 협업Leading Class, 섬
김리더십Expanding Class, 창의융합Expanding Class

21세기트렌드와창업, 골프의이론과실제, 금융과세금상식,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지역관광자
원스토리텔링, 지역사회공동체활동, 창업과네트워킹, 풋살의이론과실제, 필라테스의이론과실제 자유선택

창업교육운영: 창업실습1, 창업실습2 각 2 창업동아리 
활동기간

창업 
준비생

     □ 인성개발(4학점 이상)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년 대상학부 이수조건

대인관계

인성과대인관계 2 1학년

전체 학부
4학점
이상

창의능력과소통인성 2
2학년 이상

KMS 인성개발 2

사회봉사

사회봉사1

각 1

2~4학년

사회봉사2

지식과지역사회SL

해외봉사활동및현장체험

인성개발과사회공헌
각 2

지역사회공헌프로젝트

리더십

공동체를위한윤리적리더십

각 2 1학년
글로벌시대의리더십

섬김의리더십

커리어리더십

   ☞ 열린사이버대학과 협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OCU 컨소시엄 교과목과 대전·충남권역 이러닝 학점교류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전충남이러닝교과목 이수희망자는 교양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참조       

 



    
2017학번 이전  

    ■ 교양교육 구성체계

     백석정체성 + 기초교양 + BU소양 + 균형교양

    

구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소계백석정체성
기초교양 BU소양

균형교양
의사소통 정보기술

백석멘토링
대학예배 기독교인성 세계화 국어 정보화 7개 영역

전체 8학점 8학점 이상 6학점 이상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1학점 1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주) 백석멘토링은 2007입학자부터 1학년 1학기에 ‘대학생활과진로’(0학점)를 2011졸업자부터 4학년 2학기에「‘취업과진로’(0학점)이 2017-2부터 ‘취·창업과
           진로’(1학점)로 변경」이수함

    ■ 구성체계 영역별 교과목 이수안내

     1) 교양필수

     □ 대학예배(8학점)

    
과목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공통 대학예배(총8과목)
각 1학점

(총8학점)
전체 학부 매학기 매학기 1과목

      □ 기독교인성(8학점)

    

수강대상 과목명 학점
권장이수시기
(학년-학기)

이수조건

기독교

학부

개혁주의생명신학의이해 2 1-1 or 1-2

4과목 8학점 이상

기독교가치와교육 2 2-1 or 2-2

신앙과논리 2 2-1 or 2-2

기독교세계관과문화 2 2-1 or 2-2

기독교인성과자기계발 2 4-1 or 4-2

미션다이제스트 2 4-1 or 4-2

기독교학부

외

전 학부

인간의존재성탐구 1 1-1

8과목 8학점 이수

기독교탐사 1 1-2

성경과인간이해1 1 2-1

성경과인간이해2 1 2-2

기독교가치와윤리 1 3-1

기독교세계관 1 3-2

삶과직업의가치 1 4-1

사람다운사람의길 1 4-2



      □ 세계화(6학점)

    

과목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비고

영어읽기와쓰기 2

전 학부

1-1

3과목 6학점 A, B, C 트랙 구분영어듣기와말하기 2 1-2

실전영어회화 2 2-1 or 2-2

       ※ 1학년 1학기 대학영어1 재수강 대상자는「Academic English」로 이수함

      □ 국어(2학점)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글쓰기 2

1-1 or 1-2 1과목 2학점
자연계열 과학기술글쓰기 2

예체능계열 예술표현과글쓰기 2

전체 발표와토론 2

      □ 정보화(2학점)

과목명 학점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계열(보건학부, 간호학과)

SW사고기법 2

1-1 or 1-2

1과목

2학점

이상

디지털영상의이해와활용 2

스마트폰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2

인터넷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2

첨단IT학부
컴퓨터공학부 비주얼베이직프로그래밍 2

☞ 첨단IT⦁컴퓨터공학부: ‘비주얼베이직프로그래밍’, ‘SW사고기법’, ‘스마트폰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인터넷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등의 교과목 수강을  
   권장하나, 타 교과목 수강도 가능함

    □ 백석멘토링(1학점+3P)  

    

과목명 학점 대상학부 권장 이수학기 이수조건

대학생활과진로 P

전체 학부

1-1

4과목 1학점
커리어개발 P 2-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P 3-2

성공,취창업과진로 1 4-2

       ☞ 백석멘토링은 2007입학자부터 1학년 1학기에 ‘대학생활과진로’(0학점)를 2011졸업자부터 4학년 2학기에「‘취업과진로’(0학점)이 2017-2부터 ‘취·창업과

            진로’(1학점)로 변경」이수함



     2) 교양선택

    

영역 과목명 학점 이수조건

제1영역
(인간⦁문화이해)

4차산업시대의커뮤니케이션, 고전산책, 그림으로심리읽기, 나너그리고우리의만남, 동양철학

의이해, 문학의이해, 문화인류학의이해, 문화현상의철학적이해, 미디어리터러시, 생명과죽음

의이해, 서양철학의이해, 세계문화사, 세계신화와문화, 세계의민속문화, 언어와문화간의사소

통, 언어와인간소통, 인간과윤리, 인간심리와행동, 인류공동유산의이해와보존, 인문학과의만

남, 포스트휴먼시대와인간, 커뮤니케이션의이해, 한국문화유산의이해, 한국사상과문화, 현대

인의삶과철학

각 2

5과목 10학점

이상

(3개의 영역 

이상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

학군단: 안보학,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조직리더십, 조직리더십사례연구 각 3

제2영역
(사회⦁역사이해)

경제학의이해, 관광의역사와문화, 국가안보론, 국제개발협력의이해, 글로벌시대의다문화교

육, 글로벌시대의대인관계, 도시재생과관광, 동양사이해, 부모되기교육의이해, 북한사회의이

해, 사회과학통계기초, 사회적경제의이해와지역사회, 생활과법률, 서양사이해, 성공취업실

전, 성평등바로알기, 소수집단의이해와지원, 시장과경제, 알기쉬운정치·경제, 여성학, 유관

순학, 인간발달과교육, 인공지능시대의대인관계, 인권바로알기, 저출산고령화사회의이해와과

제, 전쟁사, 정치와사회, 진로탐색과미래설계, 천안의이해, 청년발달과자기이해, 키워드로본

현대한국사회, 한국사탐방, 충남학, 현대사회와범죄

각 2
제3영역

(자연과학⦁기술
이해)

4차산업혁명의이해, 건강한흙과먹거리, 국제개발협력과보건, 드론영상분석,무기체계, 보건

학, 생명의신비, 생활속의수학, 인공지능, 자연과인간, 자연과학개론, 재미있는과학사, 지구

의탐구, 천문학과우주의이해, 현대인과영양, 환경과기술

제4영역
(예술⦁체육이해)

공연예술의이해와참여, 메가트렌드와미래디자인, 문학과미술로만나는음악, 미디어산업의이

해, 박물관으로의초대, 색채디자인의이해, 아이디어와문화콘텐츠, 영상예술의이해, 웨이트트

레이닝이론과실제, 유튜버와영상제작, 음악으로세상읽기, 지역사회와스포츠프로그램의실제, 

창작곡과유튜브, 클래식음악산책, 태권도의이론과실제, 포스트모던아트읽기, 현대사회와디자

인, 현대생활과체육

문화예술사자격증 과목: 문화예술교육개론,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

제5영역 

(기초교양)

논리적사고와합리적비판, 사고와표현, 과학의진실과오류, 창의성과문제해결, 통섭과융합적사

고, 과학과철학의만남, Academic English, Advanced English, Interview English, 대학일본어, 

대학중국어, 대학러시아어, 대학프랑스어, 대학독일어, 대학스페인어, 대학수학, 물리학의이해, 

생물학의이해

각 2

제6영역

 (창의융합

교양)

360도비스켓리더십, 건강과빅데이터, 다문화리더십과코칭, 동화AI주인공만들기, 문
학에서찾는관계의지혜, 미래사회의환경과바이러스, 비즈니스컨텐츠와인문학적사고, 
세계여행과나의체험바인딩, 언택트시대의공간과삶의가치, 역사를통한미래설계, 영
화와과학기술융합, 예술과과학기술, 위기사회와지속가능사회탐색, 음악과건강한삶, 
음악과영어를통해본인간과리듬, 인공지능과공통감성, 자기이해와미래디자인, 책읽
기·나읽기⋅세상읽기, 케이팝속경제학, 현대인의감성과커뮤니케이션, 글로벌Leading 
Class1, 글로벌Leading Class2, 대인관계Leading Class, 리더십Leading Class, 문제해결
Leading Class, 사회공헌Leading Class, 의사소통Leading Class, 창의융합Leading Class1, 
창의융합Leading Class2, 협업Leading Class, 섬김리더십Expanding Class, 창의융합
Expanding Class

각 2

제7영역 

(소양교양)

창의적정보활용, 가상현실과증강현실, 인공지능사회의이해, 스타트업과빅데이터, 창업아이템탐

색과평가, 창업의이해, 혁신과창업, 21세기트렌드와창업, 현대생활과재테크, 금융과세금상식, 

창의적정보활용, 골프의이론과실제, 풋살의이론과실제, 필라테스의이론과실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지역관광자원스토리텔링, 창업과네트워킹, 창의능력과소통인성, 지역사회공동체활

동, IT통합기술과미래교육, 지역사회공헌프로젝트, 인성개발과사회공헌, 섬김의리더십, 커리어

리더십, 공동체를위한윤리적리더십, 글로벌시대리더십, KMS 인성개발

각 2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지식과지역사회SL, 해외봉사활동및현장체험 각 1

인성개발과사회공헌, 지역사회공헌프로젝트 각 2

인성 자격증 과목: 인성과대인관계, 인성과기업가정신, 인성과세계시민질서 각 2



   ■ 교양교육 과목명 변경 일람표(2017학번 이전 재학생 재수강시 대체과목 참조용)

     1) 백석정체성

    

영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독교인성

기독교신학입문 개혁주의생명신학의이해 기독교
학부교육사역 기독교가치와교육

기독교와인성 기독교탐사 기독교학부
외

전 학부
구약성경에서배우는지혜 성경과인간이해1

신약성경에서배우는지혜 성경과인간이해2

소 계 5과목

     2) 기초교양

      □ 의사소통

    

영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분야별맞춤형글쓰기

우리말우리글 발표와토론

글쓰기의원리와실제

인문사회글쓰기

과학기술글쓰기

예술표현과글쓰기

글로벌역량

대학영어2(A) 영어읽기와쓰기(A)

대학영어2(B) 영어읽기와쓰기(B)

대학영어2(C) 영어읽기와쓰기(C)

생활영어1(A) 영어듣기와말하기(A)

생활영어1(B) 영어듣기와말하기(B)

생활영어1(C) 영어듣기와말하기(C)

생활영어2(A) 실전영어회화(A)

생활영어2(B) 실전영어회화(B)

생활영어2(C) 실전영어회화(C)

기타외국어

대학영어1 Academic English

시청각영어연습 Advanced English

실전영어회화1 Interview English

독일어1 대학독일어

러시아어첫걸음 대학러시아어

일본어1 대학일본어

중국어1 대학중국어

생활프랑스어1 대학프랑스어

소 계 21과목

      □ 정보기술

    

영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보기술

기초프로그래밍 비주얼베이직프로그래밍 첨단IT학부

컴퓨터공학부

외 전 학부컴퓨터정보통신의이해 파이선프로그래밍

스마트폰기초코딩 스마트폰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첨단IT학부

컴퓨터공학부인터넷기초코딩 인터넷프로그래밍이해와활용

소 계 4과목

  



    □ 수학및기초과학

    

영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수학및기초과학
재미있는수학세계 대학수학

일반물리학1 물리학의이해

소 계 2과목

     3) 심화교양-균형교양

    

영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인간·문화이해

대학생이알아야할동양철학 동양철학의이해

문화와세계관 문화인류학의이해

대학생이알아야할서양철학 서양철학의이해

유럽문화의소개 세계의신화와문화

현대사회와윤리 인간과윤리

심리학의이해 인간심리와행동

인문학에길을묻다 인문학과의만남

알기쉬운철학이야기 현대인의삶과철학

사회·역사이해

한국경제의이해 경제학의이해

관광과문화 관광의역사와문화

다문화교육 글로벌시대의다문화교육

중국역사의이해 동양사이해

북한학 북한사회의이해

서양근·현대사회와문화 서양사이해

증권시장의이해 시장과경제

법과인권 인권바로알기

한국사회와범죄 현대사회와범죄

현대사회의이해 키워드로본현대한국사회

자연과학·기술이해

보건학개론 보건학

생애주기영양정보 현대인과영양

지구환경과공해 환경과기술

예술·체육이해

색채와인간심리 색채디자인의이해

영화의이해 영상예술의이해

피트니스트레이닝 웨이트트레이닝이론과실제

서양음악의이해와감상 클래식음악산책

태권도1 태권도의이론과실제

디자인사 현대사회와디자인

종교적가치이해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세계관과문화 기독교학부

기독교윤리 기독교가치와윤리
기독교학부

외
전 학부

직업과비전 삶과직업의가치

행복한인간의삶 인간의존재성탐구

소 계 31과목

 



     4) 소양교양

      □ 자기개발

     

영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협업(실용) 및 기타소양

기업가정신과기술창업 21세기트렌드와창업

실용금융 금융과세금상식

쉽게배우는청년창업론 창업아이템탐색과평가

창업과경영 창업의이해

요가 필라테스의이론과실제

소 계 5과목

      □ 인성개발

    

영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리더십 백석커리어리더십 커리어리더십

리더십 리더십 글로벌시대리더십

소 계 2과목



   나. 주요 교과목(영역) 이수 안내

     ①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 안내 

       ◦ 이수구분: 교양

       ◦ 진로 및 취업관련 교과목

      

권장 학년 과목명 및 내용 학 점 비 고

1,2학년
 진로탐색과미래설계: 학생들의 진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과목으로 자기탐색과 진로설계 등으로 구성

2

3,4학년
 성공취업실전: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설되는 
과목으로 직업세계의 이해, 경력개발, 구직 기술  등으로 구성

2

     ② 백석멘토링(Baekseok Mentoring) 교과목 이수 안내 

     

과목명 대상
이수

학기
주요내용

대학생활과진로

(0학점/1시간)
신입생 1-1

◦ 자율적인 대학생활 정착과 학습능력 향상, 진로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 대학생활 적응검사 진행 및 학습법 특강 실시

커리어개발

(0학점/1시간)
재학생 2-1

◦ 희망 직무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 커리어 능력 

  개발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0학점/1시간)
재학생 3-2 ◦ 전공과 연관된 취·창업 준비를 위한 기업정신 함양

성공,취․창업과진로

(1학점/1시간)

졸업

예정자
4-2

◦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실제적인 취업을 도모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 수강신청은 평생담임교수 개설 강좌로 자동 신청됨

       -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3학년 2학기(6학기 재학생) ※ 평생담임교수 개설 강좌로 자동 수강 신청됨

       - 성공, 취창업과진로: 4학년 7,8학기 재학생 ※ 평생담임교수 개설 강좌로 자동 수강 신청됨

     ③ 글로벌역량 수준별 수업 운영 관련 과목 이수 안내 

       ◦ 글로벌역량 교과목: 영어읽기와쓰기, 영어듣기와말하기, 실전영어회화(3과목 6학점)

       ◦ 수준별 수업 이수 방법: 본인 영어수준(레벨)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 영어수준(레벨) 결정: 신입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영어수준(레벨)의 결정

       ※ 영어수준(레벨)이 없는 복학생은 직전학기 글로벌역량 교과목의 성적에 따라 레벨 결정(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트랙 B, 두 개 이상의 성적이 있는 경우 좋은 성적으로 결정)

       

영어수준(Level) 영어진단 평가 성적 비고

트랙 A 상위(20% 내외)

트랙 B 중간

트랙 C 하위(20% 내외)



       ◦ 영어수준(레벨) 변경: 직전학기 글로벌역량 교과목의 성적 결과에 따라 매 학기 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기간 이전부터 확인이 가능함

         

구분 직전학기 영어성적 결과 다음 학기의 레벨 비고

트랙 A
 ◦ A등급(A+, A), B등급(B+, B), C등급(C+, C)  ◦ 변동없음 절대평가

 ◦ D등급(D+, D), F등급  ◦ 트랙 B로 변경

트랙 B

 ◦ A등급(A+)  ◦ 트랙 A로 변경 10% 내외

 ◦ A등급(A), B등급(B+, B), C등급(C+, C)  ◦ 변동없음

 ◦ D등급(D+, D), F등급  ◦ 트랙 C로 변경

트랙 C

 ◦ A등급(A+)  ◦ 트랙 B로 변경 10% 내외

 ◦ A등급(A), B등급(B+, B), C등급(C+, C)

   D등급(D+, D), F등급
 ◦ 변동없음

       ◦ 기타 유의사항

         - 글로벌역량 교과목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매학기 1과목씩 필수 이수해야 하는 과목

           으로, 2~3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없음

         - 글로벌역량 교과목 이수 세부 내역

        

과목명 학점
권장이수시기
(학년-학기)

이수조건

전체

학부

영어읽기와쓰기(A,B,C트랙) 중 택1 2 1-1

3과목 6학점 이수영어듣기와말하기(A,B,C트랙) 중 택1 2 1-2

실전영어회화(A,B,C트랙) 중 택1 2 2-1 또는 2-2

         ※ 1학년 1학기 대학영어1 재수강 대상자는「Academic English」로 이수함

     ④ Leading Class / Expanding Class 안내 

       

구분 과목명 과목코드 학점
담당

교수

요일

교시
비고

Leading

Class

글로벌 Leading  Class 1 0967301 2 민경삼 금3/ 사

총평점 혹은 
직전학기 

4.0 이상 학생 
대상

글로벌 Leading Class 2 0967401 2 이재은 화3,4

문제해결 Leading Class 0967701 2 송시연 사/ 월4

사회공헌 Leading Class 0967801 2 이승원 사

사회공헌 Leading Class 0967802 2 이승원 화7/ 사

의사소통 Leading Class 0967901 2 양혜영 수7,8

창의융합 Leading Class 1 0968001 2 구민정 수1,2

창의융합 Leading Class 2 0968101 2 박지연 화7,8

협업 Leading Class 0968201 2 조용철 목5,6

Expanding

 Class

섬김리더십 Expanding  
Class 0986201 2 엄경아 목3,4　 총평점 혹은 

직전학기 3.5 이상 
4.0 미만창의융합 Expanding Class 0986301 2 이재은 화5,6



       ◦ 개요

         - 우수학생(총평점 혹은 직전학기 평점 4.0 이상) 및 잠재적 우수학생(총평점 혹은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  

      4.0 미만)을 대상으로 학생이 교수와 함께 수업 내용과 운영방법을 설계하는 프로젝트 중심 교과 운영

         - 2학점(2시수)

       ◦ 운영 방식

         - 수강 대상: 우수학생 및 잠재적 우수학생

         - 제한 인원: 과목당 30명

       ◦ 성적 평가: 절대 평가

     ⑤ 학생 제안 설계 교과목 안내  

       ◦ 개요

         - 스터디 그룹, 창업 동아리 등에 참여하면서 공동으로 배우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들이 함께 제안하고 설계하는 교양 교과목

         - 학생들의 경험, 관심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협동과 체험 중심 수업운영으로 학생들의 협업, 창의융합,  

           문제해결 등 핵심역량 배양

       ◦ 운영 방식

        

과목명 과목코드 학점 담당교수 요일교시 비고

지역관광자원스토리텔링 0768201 2 오정학 목7/사

         - 제한 인원: 과목당 30명

         - 성적 평가: A등급 40% 이하, B등급 제한 없음

  

     ⑥ 인공지능(텔레프레즌스 기술 기반 HY-LIVE 교과목) 안내 

        

과목명 과목코드 학점 담당교수 요일교시 비고

인공지능 0963201 3 홍경호 목6,7,8

       ◦ 개요

         - 한양대학교와의「HY-LIVE컨소시엄」협약으로 운영

         - HY-LIVE: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5G Telepresence 시스템을 활용한 강의

       ◦ 운영 방식 

         - 수강 대상: 제한 없음

         - 제한 인원: 30명

         - 성적 평가: 절대평가

         - 온라인 수업과 홀로그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플립러닝 방식의 수업 



     ⑦ 사회봉사 학점제 및 인증제도 안내 

       ◦ 개요 

         - 사회봉사 학점제: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Ⅰ,Ⅱ)을 수강신청한 학생이「사회봉사 이론교육 4시간

           (사이버강의)과 사회봉사 26시간(5일 이상, 1일 최대 8시간)」을 이수하면, 그 결과를 

           Pass/Fail로 평가하며 학기 최대 이수학점인 19학점에 1학점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사회봉사 인증제: 사회봉사Ⅰ과 사회봉사Ⅱ를 이수하고 입학시점부터 8학기(4학년 2학기) 종료 

           시점까지 수행한 총 봉사시간이 200시간(2007학번부터)이상인 학생에 대해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며 학생의 봉사활동을 학교가 공인하는 제도

       ◦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Ⅰ,Ⅱ) 이수 절차

         

봉사처 선정

(수강 신청자 직접 개별 연락)
→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시스템)
→

 이론교육(4시간)

(사이버 캠퍼스)
→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업로드

(종합정보시스템)

→
봉사활동 진행 및 중간보고서 업로드

(종합정보시스템)
→

결과보고서 및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업로드

(종합정보시스템)

→

평가자료 심사 후

 학점 부여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학기 중 26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제출 마감일 전까지 사회봉사 확인서(VMS확인서, 

          1365포털확인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 봉사활동 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기관 및 공공기관 

         - 사회복지인증시스템 VMS(www.vms.co.kr), 1365포털(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가능

       ◦ 성적처리

         - 성적은 모든 요건을 충족시에는‘P’(Pass), 미충족시에는‘F’(Fail)로 처리됨

         - 학기 중 사회봉사 시간 26시간 이상, 이론교육 4시간 수강(사이버 강의), 사회봉사 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사회봉사 확인서 제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 하지 못한 경우‘F’(Fail)로 처리됨

      

 ※ 사회봉사 학점제나 인증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 041-550-0891 / 위치 : 목양관 115호)     

http://www.vms.co.kr
http://www.1365.go.kr


     ⑧ 백석인증제 인증서 교과목 안내 

       ◦ 개요  

        백석인증제 인증서, 인성개발지도사 자격증(1급, 2급) 취득 교과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가정에서부터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숙하기 위해 생명사랑하는 정신, 기업가 정신, 세계시민질서 의식 고양을  

    위한 “S-PIPES 인성 모델”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임

       ◦ 인성교과 체계

       

교과목명 기간 내용 평가방법

인성과 대인관계
(2학점/소양교양)

15주 이론수업 및 연수
(학기 중)

∘ 인성개발과 인성교육의 이해
∘ S-PIPES 인성모델 
∘ 인성핵심가치 덕목 이해
∘ 인성 분석 및 인성상담, 비전설계 및 
   취업진로 개발 등
∘ 역량강화 프로그램
※ 백석인증서 및 인성개발지도사 2급  
   취득 과정

상대평가

인성과 기업가정신
(2학점/균형교양)

15주 이론수업 및 연수
(학기 중)

∘ S-PIPES 인성균형 및 조화와 훈련 
∘ 전공과 인성의 융합 과정 이해
∘ 전공인성 융합 프로그램 개발
∘ 리더십 개발 및 인성지도 훈련
∘ 지역사회 시설 및 관련기관 아동청소년 

인성지도 훈련
∘ 역량강화 프로그램
※ 백석인증서 및 인성개발지도사 2급  
   취득 과정

절대평가

인성과 세계시민질서
(2학점/균형교양)

15주 이론 수업 및
교육현장 실천

(학기 중)

∘ S-PIPES 인성 조직구조화 및  실천
∘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인성교육 지도 및 

리더십 실천
∘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현장 인성실천
∘ 역량강화 프로그램
※ 백석인증서 및 인성개발지도사 1급  
   취득 과정

절대평가

 

       ◦ 백석인증제 인증서 취득 • 인성개발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 백석학원의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백석인증제는 S-PIPES 인성 모델을 기반으로 생명사랑하는 정신, 

기업가 정신, 세계시민질서 정신을 소유하고 사회 공동체에 공헌하는 혁신적 지성인, 글로컬 소통인,   

      실천적 섬김인을 양성하는 백석대학교의 대표 브랜드로서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영성(Spirituality), 

철학성(Philosophy), 지성(Intellectuality), 신체성(Physicality), 감성(Emotionalty), 사회성(Sociality)의           

      S-PIPES 전인성을 개발하는 인성교육 과정임

    -「인성과대인관계」,「인성과기업가정신」,「인성과세계시민질서」교과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백석문화  

      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한국아동복지협회, 월드비전, 한국기독실업인회, 대한예수교장로  

      회총회, 기아대책, 포스코인재창조원, 경찰인재개발원, (사)영광라이프진흥원 등의 11개 기관이 공동으  

      로 인성을 인증하는「백석인증서」가 수여됨

   



       ◦ 특혜 사항

    - 백석인증제 인증서 취득(인성과 대인관계, 인성과 기업가 정신 교과 및 연수 과정 이수자)

    - 인성개발지도사 자격증 취득

      · 인성개발지도사 2급: 인성과 대인관계, 인성과 기업가 정신 교과 및 연수 이수자

      · 인성개발지도사 1급: 인성개발지도사 2급 자격 소지자, 인성과 세계시민질서 교과 및 연수 이수자

    - 장학금 혜택(조건 충족자)

    - 취업 지도 및 연계

    

※  인성개발과 사회공헌 교과목 운영

  :공동체 섬김을 바탕으로 지역 및 국가사회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성 인재 양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S-PIPES 인성모델 기반한 교육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역량 함양 교과로

   공동체 섬김을 바탕으로 지역 및 국가사회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성 인재상 교육 인류사회      

  공익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및 조직구조화 지식, 기술, 역량 습득

    -  지역 사회 발전과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실천 지식, 기술, 역량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무 실천 지식, 기술, 역량

    -  공동체적 성원권, 정체성, 자부심 확립을 통한 사회공헌 역량 개발

  ◦ 특혜 사항   

   ① 지역사회 초중고 인성교육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가능

   ② 사회공헌 역량 및 비교과 점수 획득

   ③ 사회공헌 역량 강화 개발 수료증    

※ KMS 인성개발(Korean Military Service)교과목 운영

  :본 교과목은 S-PIPES인성 인간행동 기반의 군 인성 7대 핵심가치 덕목을 구현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국방의 의무인 사회적 책무 수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  군인성 7대 핵심덕목에 대한 지식 습득과 더불어 인간행동으로 인성을 함양하여 군생활 및 군 인

성 선진화에 기여할수 있음

    -  교육·훈련·실천 교육 모듈로 사회적 가치 내면화

    -  본 교과목을 통해 협업역량 및 사회공헌 역량 실천

  ◦ 특혜 사항 

   ① 지역사회 군장병 인성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가능

   ② 사회공헌 역량 및 비교과 점수 부여



   다. 시간표(영역별)

     ① 대학예배(채플과 섬김) 시간표

       ◦ 2017학번까지

     

학부명
1․2학기 강의실

(백석홀)
과목코드 비고

요일/교시

기독교학부 화5/목8 소강당 0239401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어문학부 월5 소강당 0239301

사회복지학부 월3 대강당 0239302

사회복지학부 월7 소강당 0239303

경찰학부 화7 소강당 0239304

경상학부 목3 대강당 0239305

관광학부 화3 대강당 0239306

사범학부 목7 대강당 0239307

컴퓨터공학부 목3 소강당 0239308

첨단IT학부(컴퓨터공학부) 목5 소강당 0239309

보건학부 월5 대강당 0239310

간호학과 목5 대강당 0239311

스포츠과학부 월3 소강당 0239312

디자인영상학부 화5 대강당 0239313

문화예술학부 화3 소강당 0239314

영어채플
전학부 월7 대강당 0239315 기독교학부 제외

기독교학부 월7/목8 대강당/소강당 0239402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구도자채플
전학부 화7 대강당 0239316 기독교학부 제외

기독교학부 화7/목8 대강당/소강당 0239403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토크채플
전학부 목7 소강당 0239317 기독교학부 제외

기독교학부 목7/목8 소강당/소강당 0239404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재수강
기독교학부

월3/목5 대강당/대강당 0239405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화7/목3 소강당/대강당 0239406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전 학부 일반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과 동일함 기독교학부 제외

     □ 대학예배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매 학기 1과목씩, 총 8학기를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함(대학예배 계절학기는 재수강만 신청 가능함)

     - 본인 학부 예배만 수강이 가능함(영어, 구도자, 토크채플은 가능함)

     - 재수강 신청은 본수강 외 1과목 신청이 가능함(8학기 이상자도 본수강 1과목, 재수강 1과목만 신청 가능함)

     - 2개 이상 분반 예배의 경우 본수강 신청하면 동일 예배로 재수강 신청이 불가함

     - 좌석배정 관계로 수강신청 정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 2018학번부터

    

학부명
1․2학기 강의실

(백석홀)
과목코드 비고

요일/교시

기독교학부 화5/목8 소강당 0851801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어문학부 월5 소강당 0851701

사회복지학부 월3 대강당 0851702

사회복지학부 월7 소강당 0851703

경찰학부 화7 소강당 0851704

경상학부 목3 대강당 0851705

관광학부 화3 대강당 0851706

사범학부 목7 대강당 0851707

컴퓨터공학부 목3 소강당 0851708

첨단IT학부(컴퓨터공학부) 목5 소강당 0851709

보건학부 월5 대강당 0851710

간호학과 목5 대강당 0851711

스포츠과학부 월3 소강당 0851712

디자인영상학부 화5 대강당 0851713

문화예술학부 화3 소강당 0851714

영어채플
전학부 월7 대강당 0851715 기독교학부 제외

기독교학부 월7/목8 대강당/소강당 0851802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구도자채플
전학부 화7 대강당 0851716 기독교학부 제외

기독교학부 화7/목8 대강당/소강당 0851803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토크채플
전학부 목7 소강당 0851717 기독교학부 제외

기독교학부 목7/목8 소강당/소강당 0851804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재수강
기독교학부

월3/목5 대강당/대강당 0851805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화7/목3 소강당/대강당 0851806 기독교학부는 성경고사 
응시해야함

전 학부 일반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과 동일함 기독교학부 제외

     □ 채플과섬김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매 학기 1과목씩, 총 8학기를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함(채플과섬김 계절학기는 재수강만 신청 가능함)

     - 본인 학부 예배만 수강이 가능함(영어, 구도자, 토크채플은 가능함)

     - 재수강 신청은 본수강 외 1과목 신청이 가능함(8학기 이상자도 본수강 1과목, 재수강 1과목만 신청 가능함)

     - 2개 이상 분반 예배의 경우 본수강 신청하면 동일 예배로 재수강 신청이 불가함

     - 좌석배정 관계로 수강신청 정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기독교교양 과목
 

       -  기독교교양 교양 필수 과목으로 매학기 이수학기를 준수하여 1과목씩 수강신청 함

과목명 이수학년/학기 비고

인간의 존재성 탐구 1/1

기독교탐사 1/2

성경과 인간 이해1 2/1

성경과 인간 이해2 2/2

기독교가치와 윤리 3/1

기독교세계관 3/2

삶과 직업의 가치 4/1

사람다운 사람의 길 4/2



     ② OCU 컨소시엄 / 대전·충남·세종 권역 원격수업 학점교류 개설 교과목

      

영역 과목코드 과목명 학
점

시
수

이전
구분 비고

균형-사회역사이해 0805601 광고와카피(교류) 3 3 제4영역

OCU 
컨소시엄

균형-인간문화이해 0805401 문화콘텐츠와창의성(교류) 3 3 제1영역

균형-인간문화이해 0805801 실크로드를따라서(교류) 3 3 제1영역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0804501 모두의인공지능(교류) 3 3 제3영역

균형-인간문화이해 0804401 인문학의이해(교류) 3 3 제1영역

균형-예술체육이해 0805701 도시문화와디자인(교류) 3 3 제5영역

창의융합교양 0804801 창의적문제해결TRIZ기본(교류) 3 3 제6영역

균형-사회역사이해 0801601 영어로공부하는아시아경제의 
이슈(교류) 3 3 제4영역 대전·충남·세

종권역 
원격수업 
학점교류

균형-예술체육이해 0801201 미술감상법(교류) 3 3 제5영역

협업(실용) 및 기타소양 0806101 공존을위한창의적설계(교류) 3 3 제6영역

      ☞ OCU 컨소시엄 및 대전·충남·세종 권역 원격수업 학점교류 교과목 이수희망자는 교양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참조   

          - 수강신청: 본 대학의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 수강방법

             · OCU 컨소시엄 사이버캠퍼스(https://cons.ocu.ac.kr) 접속 후 수강(시스템 사용료 과목당 24,000원 납부 있음) 

              · 대전․충남권역 대학 e-러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e-learn.cnu.ac.kr) 접속 후 수강 

      ③ K-MOOC 온라인 공개서비스 연계 교과목 운영 

      

과목명 담당교수 운영기관 비고

내 안의 세상을 만나는 치유여행-실존과 심리치료의 만남 한재희 백석대학교

일반선택 분류
(특별학점 인정)

언택트 시대의 눈건강 관리법 김효진 백석대학교

신비한 모래놀이치료의 세계 한미현 백석대학교

아동상담: 놀이와 예술을 통한 어린이 마음치료-놀이·예술 

기반 아동상담의 특성과 과정

김세영

오종은
백석대학교

아동상담: 놀이와 예술을 통한 어린이 마음치료-아동의 

증상에 따른 놀이·예술 기반 상담의 실제

김세영

오종은
백석대학교

아동상담: 놀이와 예술을 통한 어린이 마음치료-아동의 

문제의 이해와 놀이·예술 심리평가

김세영

오종은
백석대학교

아동상담: 놀이와 예술을 통한 어린이 마음치료-놀이·예술 

기반의 아동상담 기법과 활용

김세영

오종은
백석대학교

      ☞ K-MOOC 온라인 공개서비스 연계 교과목 이수희망자는 교양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참조  

          - 수강방법: 재학생 중 희망자(단, 2023년 2월 졸업 대상자 제외)는 K-MOO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강좌  

          검색(http://www.kooc.kr). 강좌별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 및 수강 후 이수증 발급 제출

          - 이수 시간에 따라 최대 2학점 일반선택 학점(특별학점)으로 인정

http://www.kooc.kr


교양
2017이전입학자 2018이후입학자 권장학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이수 영역 이수 영역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01 대학예배 1 1 77 교목실 월5 백석홀소강당 어문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02 대학예배 1 1 132 교목실 월3 백석홀대강당 사회복지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03 대학예배 1 1 107 교목실 월7 백석홀소강당 사회복지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04 대학예배 1 1 100 교목실 화7 백석홀대강당 경찰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05 대학예배 1 1 97 교목실 목3 백석홀소강당 경상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06 대학예배 1 1 115 교목실 화3 백석홀대강당 관광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07 대학예배 1 1 77 교목실 목7 백석홀대강당 사범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08 대학예배 1 1 92 교목실 목3 백석홀대강당 컴퓨터공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09 대학예배 1 1 47 교목실 목5 백석홀소강당 첨단IT학부(컴퓨터공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10 대학예배 1 1 202 교목실 월5 백석홀대강당 보건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11 대학예배 1 1 57 교목실 목5 백석홀대강당 간호학과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12 대학예배 1 1 67 교목실 월3 백석홀소강당 스포츠과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13 대학예배 1 1 150 교목실 화5 백석홀대강당 디자인영상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14 대학예배 1 1 100 교목실 화3 백석홀소강당 문화예술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15 대학예배 1 1 185 교목실 월7 백석홀대강당 영어채플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16 대학예배 1 1 145 교목실 화7 백석홀소강당 구도자채플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317 대학예배 1 1 145 교목실 목7 백석홀소강당 토크채플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401 대학예배 2 1 70 교목실 화5, 목8 백석홀소강당 기독교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402 대학예배 2 1 27 교목실 목8/ 월7 백석홀대강당, 백석홀소강당 영어채플(기독교학부)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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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403 대학예배 2 1 27 교목실 화7, 목8 백석홀소강당 구도자채플(기독교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404 대학예배 2 1 17 교목실 목7,8 백석홀소강당 토크채플(기독교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405 대학예배 2 1 20 교목실 월3, 목5 백석홀대강당 기독교학부(재수강)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239406 대학예배 2 1 20 교목실 화7, 목3 백석홀대강당 기독교학부(재수강)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01 채플과 섬김 1 0.5 440 교목실 월5 백석홀소강당 어문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02 채플과 섬김 1 0.5 750 교목실 월3 백석홀대강당 사회복지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03 채플과 섬김 1 0.5 450 교목실 월7 백석홀소강당 사회복지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04 채플과 섬김 1 0.5 600 교목실 화7 백석홀대강당 경찰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05 채플과 섬김 1 0.5 620 교목실 목3 백석홀소강당 경상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06 채플과 섬김 1 0.5 950 교목실 화3 백석홀대강당 관광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07 채플과 섬김 1 0.5 840 교목실 목7 백석홀대강당 사범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08 채플과 섬김 1 0.5 770 교목실 목3 백석홀대강당 컴퓨터공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09 채플과 섬김 1 0.5 510 교목실 목5 백석홀소강당 첨단IT학부(컴퓨터공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10 채플과 섬김 1 0.5 1040 교목실 월5 백석홀대강당 보건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11 채플과 섬김 1 0.5 670 교목실 목5 백석홀대강당 간호학과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12 채플과 섬김 1 0.5 480 교목실 월3 백석홀소강당 스포츠과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13 채플과 섬김 1 0.5 950 교목실 화5 백석홀대강당 디자인영상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14 채플과 섬김 1 0.5 600 교목실 화3 백석홀소강당 문화예술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15 채플과 섬김 1 0.5 460 교목실 월7 백석홀대강당 영어채플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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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16 채플과 섬김 1 0.5 290 교목실 화7 백석홀소강당 구도자채플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717 채플과 섬김 1 0.5 290 교목실 목7 백석홀소강당 토크채플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801 채플과 섬김 2 0.5 500 교목실 화5, 목8 백석홀소강당 기독교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802 채플과 섬김 2 0.5 27 교목실 목8/ 월7 백석홀대강당, 백석홀소강당 영어채플(기독교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803 채플과 섬김 2 0.5 27 교목실 화7, 목8 백석홀소강당 구도자채플(기독교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804 채플과 섬김 2 0.5 27 교목실 목7,8 백석홀소강당 토크채플(기독교학부)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805 채플과 섬김 2 0.5 22 교목실 월3, 목5 백석홀대강당 기독교학부(재수강) 섬김(100)
교필 대학예배 교양 채플과섬김 전체 0851806 채플과 섬김 2 0.5 17 교목실 화7, 목3 백석홀대강당 기독교학부(재수강)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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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01 기독교세계관 1 1 60 서현덕 월2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02 기독교세계관 1 1 40 서현덕 월3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03 기독교세계관 1 1 40 서현덕 월4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04 기독교세계관 1 1 40 서현덕 월6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05 기독교세계관 1 1 40 서현덕 월7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06 기독교세계관 1 1 40 서현덕 월8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07 기독교세계관 1 1 40 김태수 목1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08 기독교세계관 1 1 40 김태수 목2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09 기독교세계관 1 1 40 김태수 목3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0 기독교세계관 1 1 40 김태수 목5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1 기독교세계관 1 1 40 김태수 목6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2 기독교세계관 1 1 40 김태수 목7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3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상만 수2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4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상만 수3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5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상만 수4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6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상만 수6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7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상만 수7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8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상만 수8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19 기독교세계관 1 1 40 성백걸 목2 진리503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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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20 기독교세계관 1 1 40 성백걸 목3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21 기독교세계관 1 1 40 성백걸 목4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22 기독교세계관 1 1 40 성백걸 목6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23 기독교세계관 1 1 40 성백걸 목7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24 기독교세계관 1 1 40 성백걸 목8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25 기독교세계관 1 1 40 채규수 금1 본부511 컴퓨터공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26 기독교세계관 1 1 40 서장국 화3 본부302 어문학부 영어학전공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27 기독교세계관 1 1 40 민경삼,이용태 화3 본부312 어문학부 중국어학전공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28 기독교세계관 1 1 40 김현정,박승호 화3 본부304 어문학부 일본어학전공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31 기독교세계관 1 1 40 서민경 월8 본부619 유아특수교육과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32 기독교세계관 1 1 50 김수영 화3 본부701 특수교육과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33 기독교세계관 1 1 40 양한나 화5 체육217 특수체육교육과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34 기독교세계관 1 1 50 민신홍 수8 조형308 간호학과 A반 지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35 기독교세계관 1 1 50 민신홍 수6 조형308 간호학과 B반 지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36 기독교세계관 1 1 50 민신홍 수9 조형308 간호학과 C반 지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37 기독교세계관 1 1 50 민신홍 수7 조형308 간호학과 D반 지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38 기독교세계관 1 1 60 권봉헌,엄경아,김성원 화6 본부315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39 기독교세계관 1 1 60 권봉헌,엄경아,김성원 화6 본부404 관광학부 항공서비스전공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0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강무,조용재,박지연,심연보,김향아 월5 체육211 디자인영상학부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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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1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강무,조용재,박지연,심연보,김향아 월5 목양306 디자인영상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2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강무,조용재,박지연,심연보,김향아 월5 체육216 디자인영상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3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강무,조용재,박지연,심연보,김향아 월5 조형316 디자인영상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4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강무,조용재,박지연,심연보,김향아 월5 조형807 디자인영상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5 기독교세계관 1 1 60 권봉헌,엄경아,김성원 화6 본부705 관광학부 글로벌호텔비즈니스, 관광경영학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6 기독교세계관 1 1 40 김지원,이수영,황수진 월8 조형114 물리치료학과 3학년 D반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7 기독교세계관 1 1 40 김지원,이수영,황수진 수8 조형114 물리치료학과 3학년 E반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8 기독교세계관 1 1 60 홍수민 월2 조형119 치위생학과 3학년 A,B반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49 기독교세계관 1 1 60 홍수민 월3 조형119 치위생학과 3학년 C,D반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50 기독교세계관 1 1 60 박강현 수4 조형602 작업치료학과 3학년 A반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51 기독교세계관 1 1 60 박강현 화6 조형602 작업치료학과 3학년 B반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52 기독교세계관 1 1 60 최경열 월4 예술318 문화예술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53 기독교세계관 1 1 60 김한신 월4 예술319 문화예술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63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상만 수1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64 기독교세계관 1 1 40 이상만 수5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65 기독교세계관 1 1 60 송선욱,문성현,신성호 목1 지혜504 경상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66 기독교세계관 1 1 50 김안식 금5 본부712 경찰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67 기독교세계관 1 1 50 송병호 수5 본부708 경찰학부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68 기독교세계관 1 1 45 염영옥 목6 진리507 사회복지학부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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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69 기독교세계관 1 1 45 김호영 월7 진리3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71 기독교세계관 1 1 45 최윤영 수6 진리408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335572 기독교세계관 1 1 45 고기숙 수7 진리305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4 0718401 미션다이제스트 2 2 40 손동신 사/ 수5 목양501 소통(50),섬김(5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501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이해 2 2 40 허정완 목6/ 사 목양502 소통(50),섬김(5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502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이해 2 2 40 양종래 화2,3 목양B102 소통(50),섬김(5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852601 기독교세계관과 문화 2 2 40 강태평 수5,6 목양408 섬김(50),소통(5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3 0852602 기독교세계관과 문화 2 2 40 최태연 목6,7 목양503 섬김(50),소통(5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701 성경과 인간이해1 1 1 40 윤석주 수5 지혜402 4학년2학기만 수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702 성경과 인간이해1 1 1 40 윤석주 수6 지혜402 4학년2학기만 수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703 성경과 인간이해1 1 1 40 윤석주 수7 지혜402 4학년2학기만 수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01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백응석 월5 목양11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02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백응석 월6 목양11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03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백응석 월7 목양11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04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백응석 금1 목양11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05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백응석 금2 목양11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06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백응석 금3 목양11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07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백응석 금5 목양11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08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백응석 금6 목양110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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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09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백응석 금7 목양11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0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월1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1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월2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2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월3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3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월5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4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월6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5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월7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6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목1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7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목2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8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목3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19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목5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0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목6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1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박효진 목7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2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강경운 화2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3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강경운 화3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4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강경운 화4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5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강경운 화6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6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강경운 화7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7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강경운 화8 진리502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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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8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일재 화1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29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일재 화2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0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일재 화3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1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일재 화5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2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일재 화6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3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일재 화7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4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정수화 금2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5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정수화 금3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6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정수화 금4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7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정수화 금6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8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정수화 금7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39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정수화 금8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0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홍병호 화1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1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홍병호 화2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2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홍병호 화3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3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홍병호 화4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4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홍병호 화6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5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홍병호 화7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6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송우룡 월1 목양B103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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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7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송우룡 월2 목양B1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8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송우룡 월3 목양B1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49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송우룡 월4 목양B1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0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송우룡 월5 목양B1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1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송우룡 월6 목양B1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2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송우룡 월7 목양B1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3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성산 월4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4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성산 월6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5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성산 월7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6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성산 월8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7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성산 수2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8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성산 수3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59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성산 수5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0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이성산 수6 진리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1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월1 지혜4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2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월2 지혜4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3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월3 지혜4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4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월4 지혜4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5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월5 지혜402 섬김(100)



교양
2017이전입학자 2018이후입학자 권장학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이수 영역 이수 영역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6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월6 지혜4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7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목4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8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목5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69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목6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0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장명수 목7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1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홍진철 수3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2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홍진철 수4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3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윤석주 목4 목양B1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4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윤석주 목6 지혜4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5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윤석주 목7 지혜4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6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윤석주 목8 지혜4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7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강경운 월2 목양B1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8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강경운 월3 목양B1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2 0852879 성경과 인간이해2 1 1 40 강경운 월4 목양B1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01 기독교탐사 1 1 80 차성진 사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02 기독교탐사 1 1 80 차성진 사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03 기독교탐사 1 1 80 차성진 사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04 기독교탐사 1 1 80 차성진 사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05 기독교탐사 1 1 40 한화룡 월2 진리504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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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06 기독교탐사 1 1 40 한화룡 월3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07 기독교탐사 1 1 40 한화룡 월4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08 기독교탐사 1 1 40 한화룡 월6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09 기독교탐사 1 1 40 한화룡 월7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0 기독교탐사 1 1 40 한화룡 월8 진리50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1 기독교탐사 1 1 40 이호열 수5 목양B1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2 기독교탐사 1 1 40 이호열 수6 목양B1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3 기독교탐사 1 1 40 이호열 수7 목양B1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4 기독교탐사 1 1 40 성백걸 수2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5 기독교탐사 1 1 40 성백걸 수3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6 기독교탐사 1 1 40 성백걸 수4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7 기독교탐사 1 1 40 성백걸 수6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8 기독교탐사 1 1 40 성백걸 수7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19 기독교탐사 1 1 40 성백걸 수8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20 기독교탐사 1 1 40 정회현 월3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21 기독교탐사 1 1 40 정회현 월5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22 기독교탐사 1 1 40 정회현 월6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23 기독교탐사 1 1 40 정회현 수5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24 기독교탐사 1 1 40 정회현 수6 진리501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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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25 기독교탐사 1 1 40 정회현 목5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26 기독교탐사 1 1 40 성백걸 목5 진리503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29 기독교탐사 1 1 40 최규명 화3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0 기독교탐사 1 1 40 최규명 화4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1 기독교탐사 1 1 40 최규명 화6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2 기독교탐사 1 1 40 김대인 화3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3 기독교탐사 1 1 40 김대인 화5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4 기독교탐사 1 1 40 김대인 화6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5 기독교탐사 1 1 40 김대인 수3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6 기독교탐사 1 1 40 김대인 수5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7 기독교탐사 1 1 40 김대인 수6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8 기독교탐사 1 1 40 김대인 수7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39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수 월5 본부215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0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수 월6 본부215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1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수 월7 본부215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2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수 화5 본부215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3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수 화6 본부215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4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수 화7 본부215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5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수 수5 본부215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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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6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수 수6 본부215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7 기독교탐사 1 1 40 홍진철 화5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8 기독교탐사 1 1 40 홍진철 화6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49 기독교탐사 1 1 40 홍진철 목2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0 기독교탐사 1 1 40 홍진철 목3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1 기독교탐사 1 1 40 홍진철 목4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2 기독교탐사 1 1 40 홍진철 목5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3 기독교탐사 1 1 40 양종래 월2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4 기독교탐사 1 1 40 양종래 월3 진리414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5 기독교탐사 1 1 40 양종래 월5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6 기독교탐사 1 1 40 양종래 월6 지혜4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7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찬 월3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8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찬 월5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59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찬 월6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0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찬 월7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1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찬 목3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2 기독교탐사 1 1 40 이동찬 목4 본부720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3 기독교탐사 1 1 40 최유석 월2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4 기독교탐사 1 1 40 최유석 월8 진리501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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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5 기독교탐사 1 1 40 최유석 월9 진리501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6 기독교탐사 1 1 40 최유석 화3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7 기독교탐사 1 1 40 최유석 화4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8 기독교탐사 1 1 40 최유석 화7 목양406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사랑의실천 1 0852969 기독교탐사 1 1 40 최유석 화8 목양406 섬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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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01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김정욱 목7,8 본부214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02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서나영 화3,4 진리505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03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서나영 화5,6 진리505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04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강반석 수1,2 목양B103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05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강반석 월3,4 본부106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06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장하권 월7,8 진리506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07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장하권 화3,4 진리506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08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최한빈 월1,2 목양506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09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최한빈 화2,3 목양506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296110 논리적사고와 합리적비판 2 2 50 최한빈 화6,7 목양506 소통(23),혁신(57),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396101 과학의 진실과 오류 2 2 50 김정욱 목5,6 본부214 혁신(40),혁신(6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396102 과학의 진실과 오류 2 2 50 조영호 월1,2 진리508 혁신(40),혁신(6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396103 과학의 진실과 오류 2 2 50 주만성 수5,6 목양502 혁신(40),혁신(6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01 사고와 표현 2 2 50 장미선 사/ 수6 지혜505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02 사고와 표현 2 2 50 장미선 사/ 수8 지혜505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05 사고와 표현 2 2 50 노승빈 수3,4 본부315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06 사고와 표현 2 2 50 노승빈 수5,6 본부315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07 사고와 표현 2 2 50 노승빈 금1,2 본부315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09 사고와 표현 2 2 50 오경희 수3,4 본부103 소통(80),관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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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10 사고와 표현 2 2 50 오경희 수5,6 본부103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11 사고와 표현 2 2 50 이양숙 사/ 화6 진리310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12 사고와 표현 2 2 50 이양숙 사/ 화7 진리310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13 사고와 표현 2 2 70 이혜자 사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14 사고와 표현 2 2 50 최진희 월3,4 목양503 소통(80),관계(20)
교선 제5영역 교양 논리·비판적사고 1 0653715 사고와 표현 2 2 50 최진희 월5,6 목양503 소통(80),관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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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01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성현창 월7,8 목양410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03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장미선 사/ 화4 지혜404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04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장미선 사/ 화6 지혜404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05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장미선 목8/ 사 지혜404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06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장미선 목6/ 사 지혜404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07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김성원 금3/ 사 본부708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08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김성원 금5/ 사 본부708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09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빈상도 수5,6 본부706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10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김원일 사/ 수3 본부312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11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김원일 사/ 수5 본부312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12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김원일 사/ 수7 본부312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513 창의성과 문제해결 2 2 50 오경희 수7,8 본부103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601 통섭과 융합적 사고 2 2 60 성현창 월5,6 목양305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602 통섭과 융합적 사고 2 2 60 김은홍 목6/ 사 목양410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603 통섭과 융합적 사고 2 2 60 이승준 사/ 화1 목양410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604 통섭과 융합적 사고 2 2 60 주만성 화6,7 목양503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608 통섭과 융합적 사고 2 2 60 주만성 수3,4 목양502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701 과학과 철학의 만남 2 2 50 김남국 화1,2 진리411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702 과학과 철학의 만남 2 2 50 김남국 화3,4 진리411 혁신(80),혁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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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703 과학과 철학의 만남 2 2 50 김완종 월5,6 진리510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704 과학과 철학의 만남 2 2 80 서민정 사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705 과학과 철학의 만남 2 2 80 서민정 사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706 과학과 철학의 만남 2 2 50 조영호 월3,4 진리508 혁신(80),혁신(20)
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적사고 1 0855708 과학과 철학의 만남 2 2 50 장영수 사/ 화4 목양501 혁신(80),혁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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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02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권동현 월5,6 본부707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03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권동현 월7,8 본부707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04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권동현 목3,4 본부706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05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김성연 수5,6 본부217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06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김성연 수7,8 본부217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07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김원일 사/ 월3 본부202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08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김원일 사/ 월5 본부202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09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김원일 사/ 월7 본부202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0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김정완 화5,6 본부21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1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김정완 화7,8 본부21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2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배종각 목3/ 사 진리50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3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배종각 목5/ 사 진리50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4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배종각 목7/ 사 진리50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5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배종각 금5/ 사 진리50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6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배진영 화3,4 본부217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7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배진영 화5,6 본부217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8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배진영 화7,8 본부217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19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오규호 화1,2 본부707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0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오규호 화3,4 본부707 소통(80),혁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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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1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오규호 목5,6 본부304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2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이남희 수5,6 본부202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3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이남희 수7,8 본부202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4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이남희 화5,6 본부202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5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최수아 목2/ 사 본부71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6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최수아 목4/ 사 본부71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7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최수아 사/ 월6 본부70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8 과학기술 글쓰기 2 2 60 채숙향 사/ 월4 본부21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29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채숙향 사/ 월7 본부218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630 과학기술 글쓰기 2 2 30 이남희 월3,4 본부619 소통(80),혁신(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01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권동현 수1,2 본부706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02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권동현 수3,4 본부706 B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03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김성연 수3,4 본부217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04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배진영 목5,6 본부203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05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배진영 목7,8 본부203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06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오경희 목3,4 진리411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07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오경희 목5,6 진리411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08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오경희 목7,8 진리411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09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윤석경 화5,6 본부708 A트랙 혁신(20),소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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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0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윤석경 화1,2 본부708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1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윤석경 수3,4 본부708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2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이남희 월5,6 본부619 B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3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이양숙 사/ 화2 진리310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4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최진희 화1,2 본부107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5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최진희 화3,4 본부107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6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최진희 화5,6 본부107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7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한정희 금1,2 본부719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8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현지연 사/ 수2 본부107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19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현지연 목7/ 사 본부107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20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구희경 수7,8 진리505 A트랙 혁신(20),소통(8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분야별맞춤형글쓰기 1 0853721 예술표현과 글쓰기 2 2 30 윤석경 금3,4 본부211 A트랙 혁신(20),소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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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01 발표와 토론 2 2 30 김인규 목1,2 본부214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02 발표와 토론 2 2 30 김인규 목3,4 본부214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03 발표와 토론 2 2 30 김인숙 수1,2 본부718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04 발표와 토론 2 2 30 김인숙 수3,4 본부718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05 발표와 토론 2 2 30 신정혜 목7,8 진리507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06 발표와 토론 2 2 30 이수연 목3,4 진리515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07 발표와 토론 2 2 30 이수연 목5,6 진리515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08 발표와 토론 2 2 30 인성희 목3,4 본부202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09 발표와 토론 2 2 30 임청화 월3,4 예술317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10 발표와 토론 2 2 30 임청화 월5,6 예술317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11 발표와 토론 2 2 30 김양희 수1,2 본부314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12 발표와 토론 2 2 30 김양희 수3,4 본부314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13 발표와 토론 2 2 30 김진숙 화1,2 지혜406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14 발표와 토론 2 2 30 김진숙 화3,4 지혜406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15 발표와 토론 2 2 30 김진숙 화7,8 지혜406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0 발표와 토론 2 2 30 윤도현 사/ 월4 본부212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1 발표와 토론 2 2 30 윤도현 사/ 월8 본부212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2 발표와 토론 2 2 30 윤도현 금4/ 사 본부212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3 발표와 토론 2 2 30 윤서영 월3,4 진리507 소통(30),소통(50),관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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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4 발표와 토론 2 2 30 윤서영 월5,6 진리507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5 발표와 토론 2 2 30 윤서영 월7,8 진리507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6 발표와 토론 2 2 30 이인기 수1,2 본부211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7 발표와 토론 2 2 30 이인기 수3,4 본부211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8 발표와 토론 2 2 30 조혜진 수3,4 본부214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29 발표와 토론 2 2 30 조혜진 수5,6 본부214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30 발표와 토론 2 2 30 조혜진 수7,8 본부214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31 발표와 토론 2 2 30 한정희 금3,4 진리511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32 발표와 토론 2 2 30 현지연 수5,6 본부107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33 발표와 토론 2 2 30 홍영지 목2/ 사 본부218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34 발표와 토론 2 2 30 홍영지 목4/ 사 본부218 소통(30),소통(50),관계(20)
교필 국어과목 교양 발표와토론 1 0853435 발표와 토론 2 2 30 조혜진 수1,2 본부214 소통(30),소통(50),관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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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001 영어 읽기와 쓰기(A) 2 2 40 윤서영 수5,6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101 영어 읽기와 쓰기(B) 2 2 40 도해자 월3,4 진리505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102 영어 읽기와 쓰기(B) 2 2 40 김양희 수5,6 본부5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201 영어 읽기와 쓰기(C) 2 2 40 윤석경 금1,2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202 영어 읽기와 쓰기(C) 2 2 40 윤석경 수1,2 본부217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01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김지애 수3,4 진리505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02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김지애 수5,6 진리505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03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도해자 월5,6 진리514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04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80 강선자 사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05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80 강선자 사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06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이상규 금2/ 사 진리510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07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이상규 금3/ 사 진리510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08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김수영 월5,6 본부7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09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김성연 목5,6 본부217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0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김양희 목7,8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1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노승빈 화3,4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2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노승빈 화5,6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3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윤도현 사/ 월6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4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윤도현 금6/ 사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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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5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윤서영 수1,2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6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최수아 사/ 월2 본부7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7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한정희 월1,2 진리5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8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한정희 금5,6 진리5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19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현지연 수3,4 본부107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20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80 현지연 사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321 영어 듣기와 말하기(A) 2 2 40 현지연 목5,6 본부107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01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김성연 월3,4 본부217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02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김성연 목7,8 본부217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03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김정완 금1,2 본부2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04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김정완 금3,4 본부2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05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김정완 금5,6 본부2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06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김진숙 월3,4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07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김진숙 월5,6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08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김진숙 월7,8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13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오규호 목3,4 본부304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15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윤서영 수3,4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16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이양숙 사/ 화4 진리310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17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이양숙 사/ 수2 진리305 소통(10),소통(10),소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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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18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이양숙 사/ 수6 진리305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19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이인기 월1,2 본부706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0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이인기 수5,6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1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조혜진 목1,2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2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조혜진 목3,4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3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조혜진 목5,6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4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최수아 사/ 월7 본부7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5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한정희 월3,4 진리5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6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한정희 월5,6 진리5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7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한정희 월7,8 진리5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8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홍영지 목7/ 사 본부2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29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홍영지 사/ 월4 본부216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0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박선미 월7,8 본부719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1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박선미 화3,4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2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박선미 화5,6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3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박선희 수5,6 본부216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4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박선희 수7,8 본부216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5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80 박정화 사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6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80 박정화 사 소통(10),소통(10),소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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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7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윤미선 금1,2 본부217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8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윤미선 금3,4 본부217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39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이강숙 화3,4 목양303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440 영어 듣기와 말하기(B) 2 2 40 이강숙 화5,6 목양303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501 영어 듣기와 말하기(C) 2 2 40 박선미 월3,4 본부719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502 영어 듣기와 말하기(C) 2 2 40 이인기 월5,6 본부706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503 영어 듣기와 말하기(C) 2 2 40 이인기 월3,4 본부706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504 영어 듣기와 말하기(C) 2 2 40 최수아 사/ 월4 본부7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505 영어 듣기와 말하기(C) 2 2 40 최수아 목5/ 사 본부7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506 영어 듣기와 말하기(C) 2 2 40 홍영지 목6/ 사 본부218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508 영어 듣기와 말하기(C) 2 2 40 윤도현 금8/ 사 본부212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509 영어 듣기와 말하기(C) 2 2 40 김양희 목3,4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1 0854510 영어 듣기와 말하기(C) 2 2 40 김양희 목5,6 본부211 소통(10),소통(1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01 실전 영어회화(A) 2 2 40 BOTKA STEPHEN SCOTT 사/ 월5 본부216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02 실전 영어회화(A) 2 2 40 BOTKA STEPHEN SCOTT 목5/ 사 본부215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03 실전 영어회화(A) 2 2 40 FORD BRETT DAVID 사/ 화2 본부719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04 실전 영어회화(A) 2 2 40 FORD BRETT DAVID 사/ 수2 본부216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05 실전 영어회화(A) 2 2 40 FORD BRETT DAVID 목2/ 사 본부216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06 실전 영어회화(A) 2 2 40 FORD BRETT DAVID 금2/ 사 본부214 소통(20),소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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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07 실전 영어회화(A) 2 2 40 FORD BRETT DAVID 사/ 화6 본부718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08 실전 영어회화(A) 2 2 40 ROLANDRA YVETTE 사/ 월2 본부214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09 실전 영어회화(A) 2 2 40 ROLANDRA YVETTE 사/ 화2 본부314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10 실전 영어회화(A) 2 2 40 ROLANDRA YVETTE 사/ 수2 본부313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11 실전 영어회화(A) 2 2 40 ROLANDRA YVETTE 금2/ 사 본부212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12 실전 영어회화(A) 2 2 40 ROLANDRA YVETTE 사/ 화5 본부314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13 실전 영어회화(A) 2 2 40 ROLANDRA YVETTE 금3/ 사 본부212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14 실전 영어회화(A) 2 2 40 ROLANDRA YVETTE 사/ 수3 본부313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15 실전 영어회화(A) 2 2 40 ROLANDRA YVETTE 목3/ 사 본부313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623 실전 영어회화(A) 2 2 40 배석철 월4,5 본부214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01 실전 영어회화(B) 2 2 30 BOTKA STEPHEN SCOTT 사/ 화5 본부214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02 실전 영어회화(B) 2 2 30 BOTKA STEPHEN SCOTT 사/ 수6 본부314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03 실전 영어회화(B) 2 2 30 BOTKA STEPHEN SCOTT 금4/ 사 본부215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04 실전 영어회화(B) 2 2 30 BOTKA STEPHEN SCOTT 사/ 월4 본부215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05 실전 영어회화(B) 2 2 30 BOTKA STEPHEN SCOTT 사/ 수7 본부314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06 실전 영어회화(B) 2 2 30 BOTKA STEPHEN SCOTT 금1/ 사 본부215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07 실전 영어회화(B) 2 2 30 BOTKA STEPHEN SCOTT 사/ 화4 본부214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08 실전 영어회화(B) 2 2 30 BOTKA STEPHEN SCOTT 목4/ 사 본부215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09 실전 영어회화(B) 2 2 30 FORD BRETT DAVID 사/ 화4 본부719 소통(20),소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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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10 실전 영어회화(B) 2 2 30 FORD BRETT DAVID 사/ 수4 본부216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11 실전 영어회화(B) 2 2 30 FORD BRETT DAVID 목4/ 사 본부216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12 실전 영어회화(B) 2 2 30 FORD BRETT DAVID 목6/ 사 본부216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713 실전 영어회화(B) 2 2 30 ROLANDRA YVETTE 사/ 월3 본부214 소통(20),소통(8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801 실전 영어회화(C) 2 2 30 BAIK SIMON SUNG YOP 사/ 화6 본부214 소통(80),소통(2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802 실전 영어회화(C) 2 2 30 BAIK SIMON SUNG YOP 사/ 월3 본부216 소통(80),소통(2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803 실전 영어회화(C) 2 2 30 BAIK SIMON SUNG YOP 금4/ 사 본부216 소통(80),소통(2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804 실전 영어회화(C) 2 2 30 BAIK SIMON SUNG YOP 사/ 화7 본부216 소통(80),소통(2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805 실전 영어회화(C) 2 2 30 BAIK SIMON SUNG YOP 사/ 월5 본부218 소통(80),소통(2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806 실전 영어회화(C) 2 2 30 BAIK SIMON SUNG YOP 사/ 화8 본부216 소통(80),소통(20)
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글로벌역량 2 0854807 실전 영어회화(C) 2 2 30 BAIK SIMON SUNG YOP 금5/ 사 본부216 소통(80),소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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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세계화과목 교양 기타외국어 1 0855801 Academic English 2 2 40 김수영 수5,6 본부718 소통(20),소통(8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5901 Advanced English 2 2 40 오규호 화5,6 본부216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001 Interview English 2 2 40 박선미 화7,8 본부212 소통(20),소통(8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101 대학일본어 2 2 40 권동현 목5,6 본부706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102 대학일본어 2 2 40 권윤경 목8,9 본부718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103 대학일본어 2 2 40 문광헌 사/ 월3 본부203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104 대학일본어 2 2 40 문광헌 사/ 월5 본부203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105 대학일본어 2 2 40 문광헌 사/ 화3 본부203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106 대학일본어 2 2 40 박승호 사/ 화7 본부718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107 대학일본어 2 2 40 배진영 수6,7 본부203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108 대학일본어 2 2 40 이남희 수3,4 본부202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109 대학일본어 2 2 40 문광헌 목7/ 사 본부314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202 대학중국어 2 2 40 서해영 수7,8 진리515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203 대학중국어 2 2 40 서해영 목7,8 진리515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204 대학중국어 2 2 40 구희경 목5/ 사 진리514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205 대학중국어 2 2 40 이종구 화7,8 진리515 소통(80),소통(2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501 대학독일어 2 2 40 최성욱 수1,2 진리511 소통(20),소통(8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502 대학독일어 2 2 40 최성욱 수3,4 진리511 소통(20),소통(8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601 대학스페인어 2 2 40 박새롬 수5,6 지혜405 소통(20),소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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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56602 대학스페인어 2 2 40 박새롬 수7,8 지혜405 소통(20),소통(8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69601 한국어읽기2 3 3 40 이가원 사/ 수1,2 306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69701 한국어읽기3 3 3 80 이희선 사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69702 한국어읽기3 3 3 40 김태은 금1,2,3 306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69801 한국어읽기4 3 3 40 김영미 월5,6,7 306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69901 한국어쓰기1 3 3 80 우영옥 사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70101 한국어쓰기3 3 3 80 이희선 사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70201 한국어쓰기4 3 3 40 서경숙 화1,2,3 306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70401 한국어말하기2 3 3 40 김민숙 사/ 월1,2 306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70501 한국어말하기3 3 3 80 이희선 사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70601 한국어말하기4 3 3 40 김명자 수5,6,7 306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70701 한국어듣기1 3 3 80 이점숙 사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70801 한국어듣기2 3 3 40 김영훈 사/ 수2,3 지혜304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교선 제5영역 교양 기타외국어 전체 0870901 한국어듣기3 3 3 80 이점숙 사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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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4901 디지털영상의 이해와 활용 2 2 40 이영미 목5,6 진리509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4902 디지털영상의 이해와 활용 2 2 40 이영미 목7,8 진리509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4903 디지털영상의 이해와 활용 2 2 40 윤진영 월6,7 진리513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4904 디지털영상의 이해와 활용 2 2 40 윤진영 월8,9 진리513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4905 디지털영상의 이해와 활용 2 2 40 윤진영 화6,7 진리513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4906 디지털영상의 이해와 활용 2 2 40 윤진영 화8,9 진리513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4907 디지털영상의 이해와 활용 2 2 40 이재준 사/ 수2 조형118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4908 디지털영상의 이해와 활용 2 2 30 민신기 화6,7 조형409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4909 디지털영상의 이해와 활용 2 2 30 민신기 화8,9 조형409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001 인터넷프로그래밍 이해와 활용 2 2 40 김달현 사/ 화2 본부205 혁신(53),혁신(47)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002 인터넷프로그래밍 이해와 활용 2 2 40 김달현 사/ 화4 본부205 혁신(53),혁신(47)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003 인터넷프로그래밍 이해와 활용 2 2 40 김진희 목1,2 본부206 혁신(53),혁신(47)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004 인터넷프로그래밍 이해와 활용 2 2 40 김진희 목3,4 본부206 혁신(53),혁신(47)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005 인터넷프로그래밍 이해와 활용 2 2 40 임영미 금1,2 진리307 혁신(53),혁신(47)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006 인터넷프로그래밍 이해와 활용 2 2 40 임영미 금3,4 진리307 혁신(53),혁신(47)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101 스마트폰프로그래밍 이해와 활용 2 2 40 임경미 수1,2 본부205 혁신(50),혁신(50)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102 스마트폰프로그래밍 이해와 활용 2 2 40 임경미 수3,4 본부205 혁신(50),혁신(50)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201 SW 사고기법 2 2 40 박은진 사/ 월6 진리307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202 SW 사고기법 2 2 40 박은진 사/ 월8 진리307 혁신(47),혁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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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203 SW 사고기법 2 2 40 이찬우 금1,2 본부206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204 SW 사고기법 2 2 40 이찬우 금3,4 본부206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205 SW 사고기법 2 2 40 이창은 월3,4 본부205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206 SW 사고기법 2 2 40 이창은 월5,6 본부205 혁신(47),혁신(53)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401 비주얼베이직프로그래밍 2 2 40 함재욱 월3,4 본부204 혁신(53),혁신(47)
교필 정보화과목 교양 정보기술 1 0855402 비주얼베이직프로그래밍 2 2 40 함재욱 월5,6 본부204 혁신(53),혁신(47)
교선 제3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0101 빅데이터와 세상읽기 2 2 80 김정환 사 혁신(60),혁신(40)
교선 제3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0102 빅데이터와 세상읽기 2 2 80 김정환 사 혁신(60),혁신(40)
교선 제3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0103 빅데이터와 세상읽기 2 2 40 김종명 월1,2 진리307 혁신(60),혁신(40)
교선 제3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0104 빅데이터와 세상읽기 2 2 40 김종명 월3,4 진리307 혁신(60),혁신(40)
교선 제3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0501 IT트렌드의 이해 2 2 50 강병모 목1,2 본부719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0502 IT트렌드의 이해 2 2 50 강병모 목3,4 본부719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0503 IT트렌드의 이해 2 2 50 권오병 월1,2 진리513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0504 IT트렌드의 이해 2 2 50 권오병 월4,5 진리513 혁신(40),혁신(60)
교선 제7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3501 창의적 정보활용 2 2 40 손은영 월3,4 본부206 혁신(40),혁신(60)
교선 제7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3502 창의적 정보활용 2 2 40 손은영 월5,6 본부206 혁신(40),혁신(60)
교선 제7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3503 창의적 정보활용 2 2 40 손은영 월7,8 본부206 혁신(40),혁신(60)
교선 제7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863504 창의적 정보활용 2 2 40 함재욱 월7,8 본부204 혁신(40),혁신(60)
교선 제7영역 교양 정보기술 1 0932601 가상현실과증강현실 2 2 50 임장훈 목1,2 본부203 혁신(60),혁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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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5영역 교양 수학및기초과학 1 0856701 대학수학 2 2 50 장유선 월1,2 진리514 혁신(60),혁신(40)
교선 제5영역 교양 수학및기초과학 1 0856702 대학수학 2 2 50 장유선 월3,4 진리514 혁신(60),혁신(40)
교선 제5영역 교양 수학및기초과학 1 0856703 대학수학 2 2 50 최명진 화1,2 본부202 혁신(60),혁신(40)
교선 제5영역 교양 수학및기초과학 1 0856704 대학수학 2 2 50 최명진 화3,4 본부202 혁신(60),혁신(40)
교선 제5영역 교양 수학및기초과학 1 0856705 대학수학 2 2 50 윤택현 월5,6 본부511 혁신(60),혁신(40)
교선 제5영역 교양 수학및기초과학 1 0856901 생물학의 이해 2 2 50 박혜원 월2,3 진리506 혁신(40),혁신(60)
교선 제5영역 교양 수학및기초과학 1 0856902 생물학의 이해 2 2 50 김진희 화6,7 진리514 혁신(40),혁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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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3601 문학의 이해 2 2 60 권윤경 화6,7 본부719 혁신(30),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3602 문학의 이해 2 2 70 권윤경 사 혁신(30),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3603 문학의 이해 2 2 60 장승재 월5,6 본부217 혁신(30),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3604 문학의 이해 2 2 60 임성규 사/ 화4 본부708 혁신(30),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7201 세계문화사 2 2 50 이승준 사/ 수1 목양503 소통(13),소통(17),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7202 세계문화사 2 2 50 이승준 목1/ 사 목양503 소통(13),소통(17),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7301 세계의 민속문화 2 2 50 김혜정 금5,6 진리411 소통(70),관계(3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7303 세계의 민속문화 2 2 50 김은홍 목2/ 사 목양410 소통(70),관계(3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8402 한국사상과 문화 2 2 60 이승준 사/ 수3 목양503 혁신(40),관계(6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298403 한국사상과 문화 2 2 60 이승준 목3/ 사 목양503 혁신(40),관계(6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516201 생명과 죽음의 이해 2 2 50 허정완 사/ 수3 목양501 혁신(47),소통(50),관계(3)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516202 생명과 죽음의 이해 2 2 40 허정완 사/ 수6 목양501 혁신(47),소통(50),관계(3)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728001 한국전통문화체험 2 2 80 김정욱 사 외국인유학생만 수강 소통(30),관계(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05401 문화콘텐츠와창의성(교류) 3 3 100 ()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05801 실크로드를따라서(교류) 3 3 100 ()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7301 인간심리와 행동 2 2 50 유난숙 월5,6 지혜406 혁신(40),관계(6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7302 인간심리와 행동 2 2 50 유난숙 월7,8 지혜406 혁신(40),관계(6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7601 현대인의 삶과 철학 2 2 50 박지용 화3,4 진리507 소통(20),소통(20),혁신(6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7603 현대인의 삶과 철학 2 2 50 최한빈 수1,2 목양506 소통(20),소통(20),혁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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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7801 세계의 신화와 문화 2 2 50 김혜정 금3,4 진리411 소통(30),혁신(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7901 문화현상의 철학적 이해 2 2 80 이규호 사 혁신(67),소통(33)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7902 문화현상의 철학적 이해 2 2 80 이규호 사 혁신(67),소통(33)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7903 문화현상의 철학적 이해 2 2 50 최한빈 목1,2 목양506 혁신(67),소통(33)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8001 동양철학의 이해 2 2 50 박영식 화1,2 지혜405 혁신(70),소통(3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8002 동양철학의 이해 2 2 80 이승원 사 혁신(70),소통(3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8101 서양철학의 이해 2 2 50 박지용 화5,6 진리507 혁신(67),혁신(33)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8102 서양철학의 이해 2 2 50 최태연 목3,4 목양502 혁신(67),혁신(33)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8103 서양철학의 이해 2 2 50 최한빈 수5,6 목양506 혁신(67),혁신(33)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8201 인문학과의 만남 2 2 50 강태평 수8,9 목양503 혁신(40),소통(6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8301 고전산책 2 2 50 박영식 화3,4 지혜405 혁신(30),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58302 고전산책 2 2 50 권윤경 목5,6 본부707 혁신(30),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871201 안전 및 조직관리 사례연구 6 3 50 김열기 화8,9, 금1,2,3,4 승리201 학군단3학년 혁신(30),관계(30),관계(4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32201 조직리더십사례연구 6 3 50 박근우 화8,9, 금5,6,7,8 승리202 학군단 4학년 관계(20),섬김(8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63001 언어와 문화간 의사소통 2 2 60 배진영 수8,9 본부203 소통(30),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63002 언어와 문화간 의사소통 2 2 60 이남희 화8,9 본부202 소통(30),소통(7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64401 커뮤니케이션의이해 2 2 60 배종각 금1/ 사 진리505 소통(60),관계(4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64402 커뮤니케이션의이해 2 2 60 배종각 금3/ 사 진리505 소통(60),관계(4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64601 언어와인간소통 2 2 60 최진희 월7,8 목양503 소통(60),관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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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64701 나,너,그리고우리의만남 2 2 60 이대규 수1,2 목양308 소통(40),관계(6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64702 나,너,그리고우리의만남 2 2 60 이대규 수3,4 목양308 소통(40),관계(6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64703 나,너,그리고우리의만남 2 2 60 이대규 수5,6 목양308 소통(40),관계(60)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69601 포스트휴먼시대와 인간 2 2 50 김완종 월7,8 진리510 혁신(40),관계(27),관계(33)
교선 제1영역 교양 균형-인간문화이해 전체 0976901 인공지능시대의대인관계 2 2 60 김진규 사/ 화2 목양502 관계(60),소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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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304302 생활과 법률 2 2 60 이우진 화4,5 본부718 혁신(60),관계(4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349701 한국사탐방 2 2 50 전상욱 화1,2 진리513 혁신(70),소통(3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349702 한국사탐방 2 2 50 전상욱 화3,4 진리513 혁신(70),소통(3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349703 한국사탐방 2 2 50 이승준 사/ 화3 목양503 혁신(70),소통(3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420101 국가안보론 2 2 60 황선남 월3,4 지혜404 섬김(50),혁신(5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420201 전쟁사 2 2 60 구재서 금3,4 본부706 혁신(50),섬김(5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420202 전쟁사 2 2 60 구재서 금5,6 본부706 혁신(50),섬김(5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428001 소수집단의 이해와 지원 2 2 50 안수강 수2,3 진리506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428002 소수집단의 이해와 지원 2 2 50 안수강 수4,5 진리506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607201 천안의 이해 2 2 99 이승원 화5,6 본부103 섬김(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101 진로탐색과 미래설계 2 2 50 김인기 목5,6 지혜304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102 진로탐색과 미래설계 2 2 50 김인기 목3,4 지혜304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103 진로탐색과 미래설계 2 2 50 김인기 수6,7 지혜304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104 진로탐색과 미래설계 2 2 50 이항춘 월7,8 지혜304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105 진로탐색과 미래설계 2 2 50 박영진 화3,4 지혜304 1,2학년용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106 진로탐색과 미래설계 2 2 50 이연복 목3,4 306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107 진로탐색과 미래설계 2 2 50 홍소식 월1,2 지혜304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108 진로탐색과 미래설계 2 2 50 홍소식 월3,4 지혜304 관계(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201 성공취업실전 2 2 50 김인기 목7,8 지혜304 관계(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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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202 성공취업실전 2 2 50 김인기 수8,9 지혜304 관계(40),관계(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203 성공취업실전 2 2 50 이항춘 월5,6 지혜304 관계(40),관계(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728204 성공취업실전 2 2 50 박영진 화5,6 지혜304 3,4학년용 관계(40),관계(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01601 영어로 공부하는 아시아 경제의 이슈(교류) 3 3 20 ()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8501 글로벌시대의 다문화교육 2 2 50 윤희진 사/ 수4 진리515 소통(40),소통(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8502 글로벌시대의 다문화교육 2 2 50 윤희진 사/ 수6 진리515 소통(40),소통(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8601 경제학의 이해 2 2 50 신영호 수5,6 지혜406 관계(40),혁신(40),혁신(2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8602 경제학의 이해 2 2 50 최선기 사/ 수2 지혜406 관계(40),혁신(40),혁신(2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8603 경제학의 이해 2 2 50 최선기 사/ 수3 지혜406 관계(40),혁신(40),혁신(2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8604 경제학의 이해 2 2 50 윤종인 목5/ 사 지혜406 관계(40),혁신(40),혁신(2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8801 현대사회와 범죄 2 2 90 김상균 사 혁신(47),혁신(53)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8901 정치와 사회 2 2 60 유준석 화3,4 목양410 섬김(60),혁신(4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8902 정치와 사회 2 2 60 유준석 화5,6 목양410 섬김(60),혁신(4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001 청년발달과 자기이해 2 2 50 신경숙 사/ 수6 진리513 혁신(40),관계(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10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이해와 과제 2 2 50 조은미 사/ 수6 진리508 혁신(47),섬김(53)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201 관광의 역사와 문화 2 2 50 박정현 금5,6 진리507 관계(20),혁신(60),소통(2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202 관광의 역사와 문화 2 2 50 박슬기 사/ 화1 본부718 관계(20),혁신(60),소통(2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203 관광의 역사와 문화 2 2 50 송근석 사/ 수7 본부708 관계(20),혁신(60),소통(2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204 관광의 역사와 문화 2 2 50 송근석 사/ 수8 본부708 관계(20),혁신(60),소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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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401 동양사 이해 2 2 50 장영수 사/ 화6 지혜405 혁신(30),혁신(7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402 동양사 이해 2 2 50 장영수 목4/ 사 지혜405 혁신(30),혁신(7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501 서양사 이해 2 2 60 김종희 사/ 월7 목양501 혁신(30),소통(7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502 서양사 이해 2 2 60 김종희 사/ 월8 목양501 혁신(30),소통(7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601 인간발달과 교육 2 2 50 정은경 목4,5 본부708 소통(40),관계(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602 인간발달과 교육 2 2 50 정은경 목6,7 본부708 소통(40),관계(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603 인간발달과 교육 2 2 50 미지정 월4,5 진리516 소통(40),관계(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604 인간발달과 교육 2 2 50 미지정 월6,7 진리516 소통(40),관계(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701 도시재생과 관광 2 2 60 윤지현 사/ 월6 본부203 혁신(70),관계(3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702 도시재생과 관광 2 2 60 윤지현 사/ 월7 본부203 혁신(70),관계(3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801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지역사회 2 2 60 김춘광 사/ 수7 본부106 혁신(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859901 인권바로알기 2 2 60 김영규 월8,9 본부103 혁신(53),혁신(47)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30401 부모되기교육의이해 2 2 50 김은혜 금1,2 진리506 혁신(30),섬김(7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30402 부모되기교육의이해 2 2 50 김은혜 금3,4 진리506 혁신(30),섬김(70)
교선 제7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30501 인성과기업가정신 2 2 50 장하권 수8,9 진리509 섬김(20),관계(80)
교선 제7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30502 인성과기업가정신 2 2 50 이현옥 화8,9 본부106 섬김(20),관계(80)
교선 제7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30601 인성과세계시민질서 2 2 50 강반석 수8,9 목양B103 관계(80),섬김(2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30701 글로벌시대의대인관계 2 2 50 박정현 금3,4 진리507 소통(40),관계(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30703 글로벌시대의대인관계 2 2 50 노선희 사/ 월5 진리310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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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30704 글로벌시대의대인관계 2 2 50 노선희 사/ 월4 진리310 소통(40),관계(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32401 사회과학과통계기초 2 2 40 임형진 수1,2 본부206 혁신(40),혁신(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41401 인간발달과 교육 2 2 50 정미란 사/ 월2 조형109 간호학과 지정(간호B) 전공(50),전공(5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41402 인간발달과 교육 2 2 50 정미란 사/ 월5 조형109 간호학과 지정(간호A) 전공(50),전공(5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41403 인간발달과 교육 2 2 50 정미란 사/ 화2 조형113 간호학과 지정(간호C) 전공(50),전공(5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41404 인간발달과 교육 2 2 50 정미란 사/ 화5 조형109 간호학과 지정(간호D) 전공(50),전공(5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63101 키워드로 본 현대한국사회 2 2 50 조은미 사/ 수5 진리508 혁신(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63102 키워드로 본 현대한국사회 2 2 50 염영옥 목2/ 사 진리507 혁신(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63103 키워드로 본 현대한국사회 2 2 50 염영옥 목3/ 사 진리507 혁신(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63104 키워드로 본 현대한국사회 2 2 50 염영옥 목5/ 사 진리507 혁신(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69401 충남학 2 2 60 임미림 화7,8 본부107 섬김(40),섬김(60)
교선 제2영역 교양 균형-사회역사이해 전체 0985901 유관순학 2 2 99 박종선 수5,6 본부106 섬김(40),섬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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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300101 자연과학개론 2 2 50 김두일 목3,4 진리511 혁신(30),혁신(7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420501 무기체계 2 2 60 황선남 금3,4 지혜404 섬김(50),혁신(5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654701 재미있는 과학사 2 2 50 김두일 목5,6 진리511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04501 모두의 인공지능(교류) 3 3 100 ()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201 생활 속의 수학 2 2 50 이용훈 목6,7 진리510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202 생활 속의 수학 2 2 50 이용훈 목8,9 진리510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301 지구의 탐구 2 2 50 윤정희 화1,2 진리511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302 지구의 탐구 2 2 50 윤정희 화3,4 진리511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401 자연과 인간 2 2 50 김은진 금7,8 진리513 소통(60),혁신(4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402 자연과 인간 2 2 50 전인수 사/ 화5 진리506 소통(60),혁신(4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601 천문학과 우주의 이해 2 2 50 이길우 수2,3 진리514 혁신(70),혁신(3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602 천문학과 우주의 이해 2 2 50 이길우 수5,6 진리514 혁신(70),혁신(3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701 환경과 기술 2 2 50 김은진 금5,6 진리513 혁신(40),관계(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702 환경과 기술 2 2 50 전인수 사/ 화7 진리506 혁신(40),관계(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801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 2 80 안상선 사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802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 2 80 안상선 사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901 현대인과 영양 2 2 50 박강현 사/ 화3 조형602 작업치료학과지정 A반 섬김(10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0902 현대인과 영양 2 2 50 박강현 사/ 화5 조형602 작업치료학과지정 B반 섬김(10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1001 생명의 신비 2 2 50 문성채 사/ 월6 지혜404 소통(20),관계(20),혁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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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1002 생명의 신비 2 2 50 문성채 사/ 월7 지혜404 소통(20),관계(2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1003 생명의 신비 2 2 50 이황구 수5,6 본부218 소통(20),관계(2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1004 생명의 신비 2 2 50 이황구 수7,8 본부218 소통(20),관계(2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1005 생명의 신비 2 2 50 김진희 화4,5 진리514 소통(20),관계(2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861101 보건학 2 2 60 박혜원 월4,5 진리506 혁신(80),섬김(2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963201 인공지능 3 3 30 홍경호 목6,7,8 본부320 HY-LIVE / 온라인+오프라인(홀로그램) 혁신(40),혁신(60)
교선 제3영역 교양 균형-자연과학기술이해 전체 0969501 드론영상분석 2 2 70 이건수 사 혁신(60),혁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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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655201 메가트렌드와 미래디자인 2 2 30 강은정 사/ 월2 조형316 부분사이버 혁신(20),혁신(8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655202 메가트렌드와 미래디자인 2 2 30 강은정 사/ 월4 조형316 부분사이버 혁신(20),혁신(8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724201 음악으로 세상읽기 2 2 60 안정희 목5,6 예술317 혁신(80),소통(2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727801 문학과 미술로 만나는 음악 2 2 50 황수경 수1,2 예술204 혁신(80),소통(2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727802 문학과 미술로 만나는 음악 2 2 50 황수경 수3,4 예술204 혁신(80),소통(2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727803 문학과 미술로 만나는 음악 2 2 50 임청화 수5,6 예술319 혁신(80),소통(2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727804 문학과 미술로 만나는 음악 2 2 50 임청화 수3,4 예술319 혁신(80),소통(2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729201 문화예술교육개론 2 2 40 김종성 수3,4 예술317 문화예술교육사 소통(20),소통(50),관계(3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729301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 2 2 25 정재미 수5,6 예술612 4학년(문화예술교육사) 소통(50),소통(20),관계(3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729302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 2 2 25 정재미 수7,8 예술612 4학년(문화예술교육사) 소통(50),소통(20),관계(30)
교선 제5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01201 미술감상법(교류) 3 3 20 ()
교선 제5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05701 도시문화와디자인(교류) 3 3 100 ()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42001 지역사회와 스포츠프로그램의 실제 2 2 30 김성덕 화3,4 체육214 관계(60),섬김(4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201 포스트모던아트읽기 2 2 30 이시원 월4,5 진리515 소통(40),혁신(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202 포스트모던아트읽기 2 2 30 이시원 월6,7 진리515 소통(40),혁신(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203 포스트모던아트읽기 2 2 70 심연보 사 소통(40),혁신(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204 포스트모던아트읽기 2 2 80 심연보 사 소통(40),혁신(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205 포스트모던아트읽기 2 2 30 윤진영 월2,3 진리510 소통(40),혁신(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206 포스트모던아트읽기 2 2 30 조용준 월2,3 조형205 소통(40),혁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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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502 현대생활과 체육 2 2 30 박재서 월5,6 체육102 관계(33),관계(33),섬김(33)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503 현대생활과 체육 2 2 30 박재서 수3,4 체육102 관계(33),관계(33),섬김(33)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504 현대생활과 체육 2 2 30 박재서 수5,6 체육102 관계(33),관계(33),섬김(33)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601 색채디자인의 이해 2 2 30 김민성 목6,7 조형208 혁신(40),소통(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602 색채디자인의 이해 2 2 30 김민성 목8,9 조형208 혁신(40),소통(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603 색채디자인의 이해 2 2 30 정경영 목2,3 조형208 혁신(40),소통(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701 클래식음악 산책 2 2 50 곽안나 화3,4 예술115 혁신(40),소통(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702 클래식음악 산책 2 2 50 곽안나 화5,6 예술115 혁신(40),소통(6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801 현대사회와 디자인 2 2 30 조용준 화6,7 조형208 혁신(40),혁신(40),혁신(2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802 현대사회와 디자인 2 2 30 조은환 화7,8 조형207 혁신(40),혁신(40),혁신(2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861803 현대사회와 디자인 2 2 30 조은환 화5,6 조형207 혁신(40),혁신(40),혁신(2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0801 태권도의이론과실제 2 2 30 김보름 화5,6 체육110 관계(70),섬김(3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0802 태권도의이론과실제 2 2 30 김보름 목5,6 체육110 관계(70),섬김(3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0803 태권도의이론과실제 2 2 30 방인주 월1,2 체육110 관계(70),섬김(3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0804 태권도의이론과실제 2 2 30 윤원정 수5,6 체육110 관계(70),섬김(3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0901 웨이트트레이닝이론과실제 2 2 30 이상규 목2,3 체육427 관계(47),관계(53)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0902 웨이트트레이닝이론과실제 2 2 30 이상규 목4,5 체육427 관계(47),관계(53)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1001 아이디어와문화콘텐츠 2 2 40 이혜자 사/ 수4 본부203 혁신(60),관계(4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1002 아이디어와문화콘텐츠 2 2 40 이혜자 사/ 수5 본부203 혁신(60),관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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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1201 창작곡과유튜브 2 2 20 이은화 수5,6 예술304 혁신(60),혁신(4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31202 창작곡과유튜브 2 2 20 이은화 수7,8 예술304 혁신(60),혁신(4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62801 공연예술의 이해와 참여 2 2 40 김제영 화5,6 조형802 혁신(50),관계(50)
교선 제4영역 교양 균형-예술체육이해 전체 0962802 공연예술의 이해와 참여 2 2 40 김제영 화7,8 조형802 혁신(50),관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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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2 0335101 신앙과 논리 2 2 40 강태평 수3,4 목양410 혁신(50),소통(5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3 0718101 기독교인성과 자기계발 2 2 40 박영순 사/ 월7 목양305 섬김(50),섬김(5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01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서현덕 목1 목양406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02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서현덕 목2 목양406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03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서현덕 목3 목양406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04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서현덕 목4 목양406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05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서현덕 목6 목양406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06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서현덕 목7 목양406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07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일재 수1 진리41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08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일재 수2 진리41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09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일재 수3 진리41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0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일재 수5 진리41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1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일재 수6 진리41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2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일재 수7 진리41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3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한화룡 수2 진리50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4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한화룡 수3 진리50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5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한화룡 수4 진리50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6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한화룡 수6 진리50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7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한화룡 수7 진리504 관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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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8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한화룡 수8 진리50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19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정수화 수2 목양B1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0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정수화 수3 목양B1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1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정수화 수4 목양B1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2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정수화 수6 목양B1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3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정수화 수7 목양B1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4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정수화 수8 목양B1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5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태수 화1 지혜402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6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태수 화2 지혜402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7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태수 화3 지혜402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8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태수 화5 지혜402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29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태수 화6 지혜402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0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태수 화7 지혜402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1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홍병호 월1 진리5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2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홍병호 월2 진리5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3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홍병호 월3 진리5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4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홍병호 월4 진리5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5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홍병호 월6 진리5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6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홍병호 월7 진리503 관계(100)



교양
2017이전입학자 2018이후입학자 권장학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이수 영역 이수 영역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7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송우룡 화1 목양B1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8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송우룡 화2 목양B1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39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송우룡 화3 목양B1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0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송우룡 화4 목양B1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1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송우룡 화5 목양B103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2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성산 화2 진리50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3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성산 화3 진리50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4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성산 화4 진리50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5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이성산 화6 진리504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6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정회현 목2 진리5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7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정회현 목3 진리5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8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최광열 월2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49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최광열 월3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0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최광열 화3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1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최광열 화7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2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최광열 화8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3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최광열 수5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4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최광열 수6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5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최광열 수7 지혜401 관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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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6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덕만 월1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7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덕만 월7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8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덕만 월8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59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김덕만 월9 지혜401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60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60 김덕만 수8 지혜401 간호학과 4학년 A,B반만 수강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61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60 김덕만 수9 지혜401 간호학과 4학년 C,D반만 수강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62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강경운 월6 목양B102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63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강경운 월7 목양B102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770864 사람다운 사람의 길 1 1 40 강경운 월8 목양B102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2 0853001 기독교가치와 교육 2 2 40 이용태 사/ 화6 목양502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1 0853102 인간의 존재성 탐구 1 1 40 김덕만 화6 목양110 4학년2학기만 수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1 0853103 인간의 존재성 탐구 1 1 40 김덕만 화7 목양110 4학년2학기만 수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3 0853201 기독교가치와 윤리 1 1 40 백응석 월1 목양110 4학년2학기만 수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3 0853202 기독교가치와 윤리 1 1 40 백응석 월2 목양110 4학년2학기만 수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3 0853203 기독교가치와 윤리 1 1 40 백응석 월3 목양110 4학년2학기만 수강 섬김(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853301 삶과 직업의 가치 1 1 40 최규명 월5 진리414 4학년2학기만 수강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853302 삶과 직업의 가치 1 1 40 최규명 화7 진리501 4학년2학기만 수강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853303 삶과 직업의 가치 1 1 40 이동찬 수3 본부215 4학년2학기만 수강 관계(100)
교필 기독교인성 교양 균형-종교적가치이해 4 0853304 삶과 직업의 가치 1 1 40 이동찬 수4 본부215 4학년2학기만 수강 관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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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5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804801 창의적 문제해결TRIZ기본(교류) 3 3 100 ()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05501 위기사회와지속가능사회탐색 2 2 50 임종인 화1,2 진리515 혁신(80),혁신(2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05502 위기사회와지속가능사회탐색 2 2 50 임종인 화3,4 진리515 혁신(80),혁신(2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05701 음악과영어를통해본인간과리듬 2 2 50 배석철 월7,8 진리310 혁신(40),소통(6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32801 현대인의감성과커뮤니케이션 2 2 50 이혜자 사/ 화7 본부202 혁신(40),소통(6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42801 음악과 건강한 삶 2 2 50 백경실 수1,2 진리310 혁신(60),혁신(4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42802 음악과 건강한 삶 2 2 50 백경실 수3,4 진리310 혁신(60),혁신(4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43001 미래사회의 환경과 바이러스 2 2 50 박경섭 목5,6 진리513 혁신(60),혁신(4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43002 미래사회의 환경과 바이러스 2 2 50 박경섭 목7,8 진리513 혁신(60),혁신(4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63401 세계여행과나의체험바인딩 2 2 60 문광헌 화4,5 본부203 혁신(40),소통(6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63402 세계여행과나의체험바인딩 2 2 60 문광헌 화6,7 본부203 혁신(40),소통(6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63403 세계여행과나의체험바인딩 2 2 60 김정완 화3,4 본부218 혁신(40),소통(60)
교선 제6영역 교양 창의융합교양 전체 0969701 동화AI주인공 만들기 2 2 40 이혜자 사/ 수7 본부205 혁신(60),관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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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강인한 수7 목양40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병국 수7 목양21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종희 수7 목양4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진규 수7 목양4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진하 수7 목양3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이장형 수7 목양30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장성진 수7 목양4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장영수 수7 목양50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주만성 수7 목양5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허정완 수7 목양509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은홍 수7 목양3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1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손동신 수7 목양30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1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윤화석 수7 목양5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1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이용태 수7 목양3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1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주정관 수7 목양3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1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권선영 수7 목양4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2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세영 수7 목양40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2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영은 수7 목양41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2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재덕 수7 목양401 소통(40),관계(60)



교양
2017이전입학자 2018이후입학자 권장학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이수 영역 이수 영역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2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박영순 수7 목양5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12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현상규 수7 목양30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박석문 월6 본부3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동욱 월6 본부31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현정 월6 본부71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임성규 월6 본부319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박승호 월6 본부52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미경 월6 본부3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서장국 월6 본부4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미영 월6 본부41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민경삼 월6 본부3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1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용태 월6 본부31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종구 월6 본부31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2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최경진 월6 본부31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고기숙 화3 진리3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승용 화3 진리5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연수 화3 진리40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계능 화3 진리31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은정 화3 진리306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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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현정 화3 진리4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조성우 화3 진리4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최명민 화3 진리4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최윤영 화3 진리51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변미희 화3 진리2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1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승원 화3 진리3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호영 화3 진리4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박자경 화3 진리5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1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박철웅 화3 진리B1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1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유성렬 화3 진리40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1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성철 화3 진리40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1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욱 화3 진리3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2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혜경 화3 본부30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2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백경원 화3 진리30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2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서동민 화3 진리4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32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인기 화9 지혜3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상균 화8 본부70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안식 화8 본부7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나달숙 화8 본부706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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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박종관 화8 본부709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송병호 화8 본부71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건수 화8 본부7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박종선 화8 본부7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우진 화8 본부31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임형진 화8 본부3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4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조용철 화8 본부81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4 송시연 목4 지혜603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4 김헌 목4 지혜307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4 박성민 목4 본부712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4 이감용 목4 지혜402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4 이영찬 목4 지혜508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4 진희채 목4 지혜506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4 홍길표 목4 지혜407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4 최선기 목4 지혜602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4 윤종인 목4 지혜406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신성호 목4 지혜605 회계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김태석 목4 지혜502 회계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이찬기 목4 지혜505 회계학전공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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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8 송선욱 목4 지혜504 국제통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1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8 문성현 목4 지혜501 국제통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1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8 고경일 목4 지혜601 국제통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51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8 장미선 목4 본부318 국제통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윤지현 화4 본부4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오정학 화4 본부4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우진 화4 본부4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조원섭 화4 본부419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권봉헌 화4 본부40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광옥 화4 본부4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엄경아 화4 본부10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BAIK SIMON SUNG YOP 화4 본부1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나윤서 화4 본부41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향정 화4 본부4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장현종 화4 본부41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61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성원 화4 본부4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금혜진 목8 본부618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변영신 목8 본부619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양혜영 목8 본부615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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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이영미 목8 본부613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이은철 목8 본부612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이재은 목8 본부614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전우용 목8 본부611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김주혜 목8 본부607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김수영 목8 본부610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김정현 목8 본부609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이가영 목8 본부603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박현옥 목8 본부701 유아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이정기 목8 본부608 유아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장지연 목8 본부605 유아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서민경 목8 본부606 유아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김영성 목8 체육217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1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구교만 목8 체육218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2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양한나 목8 체육203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2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한동기 목8 체육202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2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김준식 목8 체육310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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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72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0 서건우 목8 체육320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6 임석구 목2 본부5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정은화 목2 본부2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윤성현 목2 본부5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시은 목2 본부52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곽노윤 목2 본부5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강윤희 목2 본부5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강경우 목2 본부5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근호 목2 본부5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진현수 목2 본부51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유진호 목2 본부519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홍경호 목2 본부51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면재 목2 본부2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한정수 목2 본부7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윤택현 목2 본부4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성훈 목2 본부4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성정숙 목2 본부41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한군희 목2 본부4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성진 목2 본부405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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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81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귀정 목2 본부71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황수진 월7 조형114 물리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5 김지원 월7 조형612 물리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수영 월7 조형613 물리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5 심재훈 월7 조형303 물리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50 예기훈 월7 조형417 안경광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8 김효진 월7 조형419 안경광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5 권오현 월7 조형415 안경광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50 지현경 월7 조형214 응급구조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50 박정제 월7 조형211 응급구조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박정란 월7 조형501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4 홍수민 월7 조형514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심선주 월7 체육311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하정은 월7 본부704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4 김지혜 월7 조형518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2 이명진 월7 조형606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8 정희승 월7 조형610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5 염희영 월7 조형617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1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정혜림 월7 목양402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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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2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박강현 월7 목양401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2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이주현 월7 조형602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2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명렬 월7 조형215 응급구조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492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5 김세진 월7 조형115 안경광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5 강화선 화4 조형502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2 백재용 화4 조형121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2 이강무 화4 조형607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2 최동성 화4 조형608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2 김경남 화4 조형621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5 조용재 화4 조형504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5 박혜련 화4 조형509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5 이향재 화4 조형421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5 홍수정 화4 조형422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5 조용준 화4 조형208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15 심연보 화4 조형508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1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0 유연수 화4 조형301 산업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0 박정순 화4 조형519 산업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0 김향아 화4 조형302 산업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1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0 박혜선 화4 조형402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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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1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0 박지연 화4 조형401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01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0 강은정 화4 조형405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1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한재덕 월4 체육21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1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김범준 월4 체육21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1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서진희 월4 체육2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1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김성덕 월4 체육31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1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박동영 월4 체육31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1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오명진 월4 체육3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1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조운용 월4 체육30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1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서원식 월4 체육219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1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이강웅 월4 체육3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금혜승 월5 예술602 피아노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송주은 월5 예술603 피아노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윤영조 월5 예술506 피아노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정혜욱 월5 예술601 피아노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제영 월5 예술622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희석 월5 예술508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신동윤 월5 예술621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신정혜 월5 예술607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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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최경열 월5 예술505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고태은 월5 체육B107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이지영 월5 체육B106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최우혁 월5 체육B105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활성 월5 체육B110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차효송 월5 체육B111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준 월5 예술619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한신 월5 예술504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임호 월5 예술502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최미선 월5 예술503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1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종국 월5 예술620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20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현부 월5 체육B109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3522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김형미 월5 체육B108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강인한 수8 목양408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병국 수8 목양213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종희 수8 목양402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진규 수8 목양405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진하 수8 목양306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이장형 수8 목양301 관계(60),소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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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장성진 수8 목양410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장영수 수8 목양501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주만성 수8 목양506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허정완 수8 목양509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은홍 수8 목양304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1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손동신 수8 목양303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1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윤화석 수8 목양504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1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이용태 수8 목양310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1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주정관 수8 목양302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1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권선영 수8 목양404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2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세영 수8 목양403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2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영은 수8 목양411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2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재덕 수8 목양401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2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박영순 수8 목양502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62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현상규 수8 목양308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박석문 월4 본부3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동욱 월4 본부31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현정 월4 본부71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임성규 월4 본부319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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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박승호 월4 본부4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미경 월4 본부3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순영 월4 본부30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서장국 월4 본부4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미영 월4 본부7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민경삼 월4 본부3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1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용태 월4 본부31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종구 월4 본부31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7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최경진 월4 본부31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고기숙 화2 진리3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승용 화2 진리5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연수 화2 진리40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계능 화2 진리31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은정 화2 진리3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현정 화2 진리4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조성우 화2 진리4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최명민 화2 진리4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최윤영 화2 진리51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변미희 화2 진리212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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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1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승원 화2 진리3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호영 화2 진리4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박자경 화2 진리5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1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박철웅 화2 진리B1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1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유성렬 화2 진리40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1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성철 화2 진리40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1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욱 화2 진리3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2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혜경 화2 본부30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2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백경원 화2 진리30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82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서동민 화2 진리4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상균 화6 본부703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안식 화6 본부704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나달숙 화6 본부706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박종관 화6 본부709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송병호 화6 본부711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건수 화6 본부712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박종선 화6 본부710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우진 화6 본부314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임형진 화6 본부307 관계(60),소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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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69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조용철 화6 본부817 관계(60),소통(4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4 송시연 목2 지혜603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4 김헌 목2 지혜307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4 박성민 목2 본부712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4 이감용 목2 지혜402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4 이영찬 목2 지혜508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4 진희채 목2 지혜506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4 홍길표 목2 지혜407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4 최선기 목2 지혜602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4 윤종인 목2 지혜406 경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신성호 목2 지혜605 회계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김태석 목2 지혜502 회계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이찬기 목2 지혜505 회계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8 송선욱 목2 지혜504 국제통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1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8 문성현 목2 지혜501 국제통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1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8 고경일 목2 지혜601 국제통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01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8 장미선 목2 본부318 국제통상학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윤지현 화2 본부4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오정학 화2 본부404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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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우진 화2 본부4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조원섭 화2 본부419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권봉헌 화2 본부40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광옥 화2 본부4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엄경아 화2 본부10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BAIK SIMON SUNG YOP 화2 본부1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나윤서 화2 본부41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향정 화2 본부4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장현종 화2 본부41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11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성원 화2 본부4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금혜진 목9 본부618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변영신 목9 본부619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양혜영 목9 본부615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이영미 목9 본부613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이은철 목9 본부612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이재은 목9 본부614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전우용 목9 본부611 유아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김주혜 목9 본부607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김수영 목9 본부610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양
2017이전입학자 2018이후입학자 권장학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이수 영역 이수 영역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김정현 목9 본부609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이가영 목9 본부603 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박현옥 목9 본부701 유아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이정기 목9 본부608 유아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장지연 목9 본부605 유아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서민경 목9 본부606 유아특수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김영성 목9 체육217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1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구교만 목9 체육218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2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양한나 목9 체육203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2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한동기 목9 체육202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2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김준식 목9 체육310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22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0 서건우 목9 체육320 특수체육교육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6 임석구 목1 본부5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정은화 목1 본부2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윤성현 목1 본부50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시은 목1 본부52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곽노윤 목1 본부505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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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강윤희 목1 본부5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강경우 목1 본부5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근호 목1 본부5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진현수 목1 본부51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유진호 목1 본부519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홍경호 목1 본부513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면재 목1 본부204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한정수 목1 본부7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윤택현 목1 본부40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성훈 목1 본부412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성정숙 목1 본부41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한군희 목1 본부4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성진 목1 본부40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31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귀정 목1 본부717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황수진 월6 조형114 물리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5 김지원 월6 조형612 물리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수영 월6 조형613 물리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25 심재훈 월6 조형303 물리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50 예기훈 월6 조형417 안경광학과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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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8 김효진 월6 조형419 안경광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5 권오현 월6 조형415 안경광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50 지현경 월6 조형214 응급구조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50 박정제 월6 조형211 응급구조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박정란 월6 조형501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24 홍수민 월6 조형514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심선주 월6 조형605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하정은 월6 본부308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24 김지혜 월6 조형518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22 이명진 월6 조형606 치위생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8 정희승 월6 조형610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5 염희영 월6 조형617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1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정혜림 월6 목양402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2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박강현 월6 목양401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2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이주현 월6 조형602 작업치료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2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명렬 월6 조형215 응급구조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42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세진 월6 조형115 안경광학과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강화선 화3 조형502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백재용 화3 조형121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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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이강무 화3 조형607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최동성 화3 조형608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김경남 화3 조형621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조용재 화3 조형504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박혜련 화3 조형509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이향재 화3 조형421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홍수정 화3 조형422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조용준 화3 조형208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심연보 화3 조형508 시각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1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20 유연수 화3 조형301 산업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20 박정순 화3 조형519 산업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20 김향아 화3 조형302 산업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1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박혜선 화3 조형402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1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박지연 화3 조형401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51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15 강은정 화3 조형405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6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한재덕 월9 체육219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6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김범준 월9 체육21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6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서진희 월9 체육21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6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김성덕 월9 체육214 소통(40),관계(60)



교양
2017이전입학자 2018이후입학자 권장학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이수 영역 이수 영역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6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박동영 월9 체육206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6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오명진 월9 체육315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6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조운용 월9 체육311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6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서원식 월9 체육218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6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이강웅 월9 체육310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금혜승 월6 예술602 피아노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송주은 월6 예술603 피아노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윤영조 월6 예술506 피아노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정혜욱 월6 예술601 피아노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제영 월6 예술622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희석 월6 예술508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신동윤 월6 예술621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신정혜 월6 예술607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최경열 월6 예술505 뮤지컬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고태은 월6 체육B107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이지영 월6 체육B106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최우혁 월6 체육B105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활성 월6 체육B110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차효송 월6 체육B111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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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준 월6 예술619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한신 월6 예술504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임호 월6 예술502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최미선 월6 예술503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1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종국 월6 예술620 연기예술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20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현부 월6 체육B109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3772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김형미 월6 체육B108 실용음악 전공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0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임소연 목7 조형109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0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전미순 목7 조형113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0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임미림 목7 조형117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0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288 윤미선 목7 조형807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0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박선영 목7 조형119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06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30 윤순영 목7 조형120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07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50 김지현 목7 조형211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08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김희정 목7 조형808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09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민신홍 목7 조형803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11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안영미 목7 조형810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12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20 유영미 목7 조형110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13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양영미 목7 조형118 간호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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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14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40 정미란 목7 조형811-1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3 0966815 프런티어십(기업가정신) 1 0 60 이경미 목7 목양405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0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임소연 목6 조형109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0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전미순 목6 조형113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0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임미림 목6 조형117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0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88 윤미선 목6 조형807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0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박선영 목6 조형119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06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30 윤순영 목6 조형120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07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50 김지현 목6 조형211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08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김희정 목6 조형808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09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민신홍 목6 조형803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11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안영미 목6 조형810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12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20 유영미 목6 조형110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13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양영미 목6 조형811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14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40 정미란 목6 조형811-1 간호 소통(40),관계(60)
교필 멘토링과목 교양 멘토링 4 0967015 성공,취창업과진로 1 1 60 이경미 목6 조형307 간호 소통(40),관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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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768201 지역관광자원 스토리텔링 2 2 30 오정학 목7/ 사 본부405 학생 제안 설계과목 관계(80),섬김(2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806101 공존을 위한 창의적 설계(교류) 3 3 20 ()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863202 21세기 트렌드와 창업 2 2 60 홍길표 사/ 화3 본부103 관계(10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863203 21세기 트렌드와 창업 2 2 60 김춘광 목7/ 사 본부103 관계(10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863301 현대생활과 재테크 2 2 50 박종석 사/ 월6 본부719 혁신(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863302 현대생활과 재테크 2 2 50 박종석 사/ 화3 본부719 혁신(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863401 금융과 세금상식 2 2 50 김숙 목2,3 지혜404 혁신(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863402 금융과 세금상식 2 2 50 김숙 목4,5 지혜404 혁신(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601 풋살의이론과실제 2 2 30 원영인 월1,2 가건물101 관계(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602 풋살의이론과실제 2 2 30 원영인 월3,4 가건물101 관계(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603 풋살의이론과실제 2 2 30 이재형 목2,3 가건물101 관계(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604 풋살의이론과실제 2 2 30 이재형 목4,5 가건물101 관계(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701 골프의이론과실제 2 2 30 조운용,이상규 수7,8 체육428 관계(47),관계(53)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702 골프의이론과실제 2 2 30 최완욱 화7,8 체육428 관계(47),관계(53)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703 골프의이론과실제 2 2 30 최완욱 화3,4 체육428 관계(47),관계(53)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704 골프의이론과실제 2 2 30 최완욱 화5,6 체육428 관계(47),관계(53)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705 골프의이론과실제 2 2 30 이강웅 월5,6 체육428 관계(47),관계(53)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706 골프의이론과실제 2 2 30 이강웅 월7,8 체육428 관계(47),관계(53)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801 필라테스의이론과실제 2 2 30 김성주 목4,5 체육102 관계(67),섬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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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802 필라테스의이론과실제 2 2 30 김성주 목6,7 체육102 관계(67),섬김(33)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803 필라테스의이론과실제 2 2 30 이경진 화1,2 체육102 관계(67),섬김(33)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31804 필라테스의이론과실제 2 2 30 이경진 화3,4 체육102 관계(67),섬김(33)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4001 지역사회공동체활동 2 2 50 임채휘 금1,2 진리501 혁신(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4002 지역사회공동체활동 2 2 50 미지정 목4,5 본부306 혁신(40),관계(6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7301 글로벌 Leading Class 1 2 2 30 민경삼 금3/ 사 본부216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4.0 이상 수강 가능 관계(40),소통(6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7401 글로벌 Leading Class 2 2 2 30 이재은 화3,4 본부306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4.0 이상 수강 가능 관계(40),소통(6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7701 문제해결 Leading Class 2 2 30 송시연 사/ 월4 지혜603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4.0 이상 수강 가능 혁신(60),관계(4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7801 사회공헌 Leading Class 2 2 30 이승원 사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4.0 이상 수강 가능 관계(40),섬김(6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7802 사회공헌 Leading Class 2 2 30 이승원 사/ 화7 본부214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4.0 이상 수강 가능 관계(40),섬김(6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7901 의사소통 Leading Class 2 2 30 양혜영 수7,8 본부719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4.0 이상 수강 가능 관계(40),소통(6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8001 창의융합 Leading Class 1 2 2 30 구민정 수1,2 본부202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4.0 이상 수강 가능 혁신(60),관계(4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8101 창의융합 Leading Class 2 2 2 30 박지연 화7,8 조형109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4.0 이상 수강 가능 혁신(60),관계(4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68201 협업 Leading Class 2 2 30 조용철 목5,6 본부710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4.0 이상 수강 가능 혁신(40),관계(6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301 창업의 이해 2 2 60 박종석 사/ 화5 본부719 관계(10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302 창업의 이해 2 2 60 박종석 사/ 수6 본부719 관계(10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401 혁신과 창업 2 2 60 이화연 사/ 월7 지혜405 관계(10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402 혁신과 창업 2 2 60 금명기 사/ 월6 지혜501 관계(10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701 창업아이템 탐색과 평가 2 2 60 이화연 사/ 수6 지혜404 관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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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702 창업아이템 탐색과 평가 2 2 60 이화연 사/ 월6 지혜405 관계(10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703 창업아이템 탐색과 평가 2 2 60 금명기 사/ 월5 지혜501 관계(10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704 창업아이템 탐색과 평가 2 2 60 김춘광 사/ 월6 본부106 관계(100)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801 창업과 네트워킹 2 2 60 이경호 사/ 화4 본부706 관계(53),관계(47)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802 창업과 네트워킹 2 2 60 이경호 사/ 화2 본부706 관계(53),관계(47)
교선 제7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1803 창업과 네트워킹 2 2 60 이경호 사/ 화3 본부706 관계(53),관계(47)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6201 섬김리더십 Expanding Class 2 2 30 엄경아 목3,4 본부217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3.5 이상 4.0미만 수강 가능 혁신(40),섬김(60)
교선 제6영역 교양 협업(실용)및기타소양 전체 0986301 창의융합 Expanding Class 2 2 30 이재은 화5,6 본부312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3.5 이상 4.0미만 수강 가능 혁신(60),관계(40)



교양
2017이전입학자 2018이후입학자 권장학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이수 영역 이수 영역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01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강혜리 목3,4 진리506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02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강혜리 목5,6 진리506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03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김선자 수3,4 진리510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04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김선자 화4,5 진리510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05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김일국 월2,3 진리509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06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김일국 월4,5 진리509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07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서민지 목2,3 진리505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08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서민지 목4,5 진리505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09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강반석 월7,8 본부106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10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강반석 수4,5 목양B103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11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장하권 수3,4 진리508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12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장하권 월5,6 진리508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13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장하권 화5,6 진리508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14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전명주 수5,6 진리509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15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박은선 월4,5 진리411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16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전명주 수3,4 진리509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17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강반석 월5,6 본부103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1 0930218 인성과대인관계 2 2 50 이현옥 화5,6 본부106 관계(50),관계(5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전체 0969801 창의능력과 소통인성 2 2 50 김기옥 수3,4 진리507 혁신(47),소통(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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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전체 0969802 창의능력과 소통인성 2 2 50 김기옥 수5,6 진리403 혁신(47),소통(53)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전체 0986401 KMS 인성개발 2 2 50 미지정 목5,6 진리310 관계(40),섬김(60)
교선 제7영역 교양 대인관계 전체 0986402 KMS 인성개발 2 2 50 미지정 목7,8 진리310 관계(40),섬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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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4101 사회봉사1 1 1 100 김혜경 - 별도 섬김(10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4102 사회봉사1 1 1 100 김혜경 - 별도 섬김(10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4103 사회봉사1 1 1 100 김혜경 - 별도 섬김(10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4104 사회봉사1 1 1 100 김혜경 - 별도 섬김(10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4105 사회봉사1 1 1 100 김혜경 - 별도 섬김(10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4201 사회봉사2 1 1 100 변미희 - 별도 섬김(10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4202 사회봉사2 1 1 100 변미희 - 별도 섬김(10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4901 지역사회공헌프로젝트 2 2 50 임채휘 금3,4 진리501 섬김(40),섬김(6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4902 지역사회공헌프로젝트 2 2 50 미지정 목6,7 본부306 섬김(40),섬김(6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5001 인성개발과사회공헌 2 2 50 강반석 화5,6 진리411 관계(30),섬김(70)
교선 제7영역 교양 사회봉사 전체 0965002 인성개발과사회공헌 2 2 50 박은선 수1,2 진리509 관계(30),섬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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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201 섬김의 리더십 2 2 50 김은홍 목4/ 사 목양410 섬김(60),섬김(4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202 섬김의 리더십 2 2 50 김대인 목6,7 본부719 섬김(60),섬김(4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204 섬김의 리더십 2 2 50 정회현 화3,4 진리508 섬김(60),섬김(4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205 섬김의 리더십 2 2 50 홍진철 수5,6 진리510 섬김(60),섬김(4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301 커리어 리더십 2 2 50 김인기 화7,8 지혜304 관계(50),섬김(5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302 커리어 리더십 2 2 50 김인기 수4,5 지혜304 관계(50),섬김(5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401 글로벌시대 리더십 2 2 50 김동욱 목5,6 본부315 소통(33),섬김(33),섬김(33)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403 글로벌시대 리더십 2 2 50 권영희 월7,8 본부703 소통(33),섬김(33),섬김(33)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501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2 2 50 최혜란 목2/ 사 본부202 섬김(40),섬김(6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502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2 2 50 이동수 목5/ 사 본부202 섬김(40),섬김(6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503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2 2 50 최규명 수3,4 진리501 섬김(40),섬김(6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504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2 2 50 최규명 수6,7 진리506 섬김(40),섬김(60)
교선 제7영역 교양 리더십 1 0864505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2 2 50 최광열 사/ 월8 지혜404 섬김(40),섬김(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