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학년도 단과대학별 핵심교양 지정내역

단과대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제출역량 주관학과

인문대학 10519 한국의역사 창의･융합 국사학과

인문대학 37312 세계의문화유산 창의･융합 고고학과

인문대학 37308 언어커뮤니케이션 창의･융합 언어학과

인문대학 10513 처음 만나는 역사학 글로벌 사학과

인문대학 10390 기초독일어 글로벌 독어독문학과

인문대학 10387 프랑스문화 테마기행 글로벌 불어불문학과

인문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인문대학 37309 생활일본어1 의사소통 일어일문학과

인문대학 10416 한국어문학 의사소통 국어국문학과

인문대학 29829 행복한삶과진로교육 자기관리 교육학과

인문대학 10473 컴퓨터 입문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인문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인문대학 29844 한문고전과삶의지혜 인성 한문학과

인문대학 10386 중국의 고사성어 인성 중어중문학과

인문대학 29807 영미명작읽기 인성 영어영문학과

인문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인문대학 10524 인권의사회학 대인관계 사회학과

인문대학 29818 역사와리더십 대인관계 사학과

사회과학대학 10519 한국의역사 창의･융합 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10523 사회학적상상력 창의･융합 사회학과

사회과학대학 37717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창의･융합 기초교양교육원

사회과학대학 25183 테마로 본 철학산책 글로벌 철학과

사회과학대학 10238 문화인류학 글로벌 사회학과

사회과학대학 10126 환경과학 글로벌 생물과학과

사회과학대학 10436 북한의 이해 의사소통 정치외교학과

사회과학대학 10135 행정학개론 의사소통 행정학부

사회과학대학 37721 말하기와토론 의사소통 기초교양교육원

사회과학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사회과학대학 10473 컴퓨터 입문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사회과학대학 38586 재무심리와자기경영 자기관리 소비자학과

사회과학대학 10435 정신건강 인성 심리학과

사회과학대학 10444 인간과 복지 인성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대학 10314 생명의 이해 인성 생물과학과

사회과학대학 10886 사이버 공간과 윤리 대인관계 철학과

사회과학대학 10524 인권의사회학 대인관계 사회학과

사회과학대학 29142 성과문화 대인관계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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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단과대학별 핵심교양 지정내역

단과대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제출역량 주관학과

자연과학대학 37729 컴퓨터과학적사고 창의･융합 컴퓨터융합학부

자연과학대학 10443 한국경제의 이해 창의･융합 경제학과

자연과학대학 37717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창의･융합 기초교양교육원

자연과학대학 25183 테마로 본 철학산책 글로벌 철학과

자연과학대학 10126 환경과학 글로벌 생물과학과

자연과학대학 24339 공학도를 위한 세계문화 글로벌 사학과

자연과학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자연과학대학 10445 생활법률 의사소통 법학전문대학원

자연과학대학 29806 자연과학글쓰기 의사소통 국어국문학과

자연과학대학 37318 문제해결을위한코딩기초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자연과학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자연과학대학 38586 재무심리와자기경영 자기관리 소비자학과

자연과학대학 10435 정신건강 인성 심리학과

자연과학대학 29153 현대인의 경제활동과 법률 인성 기초교양교육원

자연과학대학 10314 생명의 이해 인성 생물과학과

자연과학대학 10886 사이버 공간과 윤리 대인관계 철학과

자연과학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자연과학대학 10524 인권의사회학 대인관계 사회학과

경상대학 10329 기초수학 창의･융합 수학과

경상대학 37717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창의･융합 기초교양교육원

경상대학 10523 사회학적상상력 창의･융합 사회학과

경상대학 10238 문화인류학 글로벌 사회학과

경상대학 10239 서양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사학과

경상대학 25183 테마로 본 철학산책 글로벌 철학과

경상대학 37721 말하기와토론 의사소통 기초교양교육원

경상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경상대학 28611 소셜미디어의세계 의사소통 언론정보학과

경상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경상대학 29143 패션과이미지메이킹 자기관리 의류학과

경상대학 10473 컴퓨터 입문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경상대학 31470 현대사회와생명윤리 인성 철학과

경상대학 29153 현대인의 경제활동과 법률 인성 기초교양교육원

경상대학 10444 인간과 복지 인성 사회복지학과

경상대학 29818 역사와리더십 대인관계 사학과

경상대학 10886 사이버 공간과 윤리 대인관계 철학과

경상대학 10524 인권의사회학 대인관계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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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단과대학별 핵심교양 지정내역

단과대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제출역량 주관학과

공과대학 24079 공학입문 창의･융합 공과대학

공과대학 25269 지식사회와 정보활용 창의･융합 문헌정보학과

공과대학 37717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창의･융합 기초교양교육원

공과대학 24339 공학도를 위한 세계문화 글로벌 사학과

공과대학 10392 현대인의 생활문화 글로벌 소비자학과

공과대학 10239 서양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사학과

공과대학 24336 공학논문작성과 발표 의사소통 국어국문학과

공과대학 10437 경제의이해 의사소통 경제학과

공과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공과대학 10397 공학윤리 자기관리 철학과

공과대학 10473 컴퓨터 입문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공과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공과대학 10435 정신건강 인성 심리학과

공과대학 29844 한문고전과삶의지혜 인성 한문학과

공과대학 29153 현대인의 경제활동과 법률 인성 기초교양교육원

공과대학 10886 사이버 공간과 윤리 대인관계 철학과

공과대학 29818 역사와리더십 대인관계 사학과

공과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332 생명화학의 이해 창의･융합 생화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369 유전공학의 세계 창의･융합 생화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37717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창의･융합 기초교양교육원

농업생명과학대학 10126 환경과학 글로벌 생물과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25570 소비자와 마케팅 글로벌 소비자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25183 테마로 본 철학산책 글로벌 철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455 기초통계 의사소통 정보통계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511 실용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 영어영문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473 컴퓨터 입문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37317 데이터분석프로그래밍기초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37318 문제해결을위한코딩기초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10406 산림과 인간 인성 산림환경자원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314 생명의 이해 인성 생물과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31470 현대사회와생명윤리 인성 철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524 인권의사회학 대인관계 사회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10886 사이버 공간과 윤리 대인관계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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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단과대학별 핵심교양 지정내역

단과대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제출역량 주관학과

의과대학 38347 인공지능개론 창의･융합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의과대학 37312 세계의문화유산 창의･융합 고고학과

의과대학 10519 한국의역사 창의･융합 국사학과

의과대학 10392 현대인의 생활문화 글로벌 소비자학과

의과대학 25183 테마로 본 철학산책 글로벌 철학과

의과대학 10239 서양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사학과

의과대학 10511 실용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 영어영문학과

의과대학 29806 자연과학글쓰기 의사소통 국어국문학과

의과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의과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의과대학 37316 정보보호입문과활용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의과대학 10397 공학윤리 자기관리 철학과

의과대학 10444 인간과 복지 인성 사회복지학과

의과대학 31470 현대사회와생명윤리 인성 철학과

의과대학 25180 성과 사랑의 철학 인성 철학과

의과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의과대학 25184 인권과 현대사회 대인관계 철학과

의과대학 29818 역사와리더십 대인관계 사학과

생활과학대학 10327 미술의이해 창의･융합 회화과

생활과학대학 10369 유전공학의 세계 창의･융합 생화학과

생활과학대학 10519 한국의역사 창의･융합 국사학과

생활과학대학 10238 문화인류학 글로벌 사회학과

생활과학대학 10239 서양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사학과

생활과학대학 25183 테마로 본 철학산책 글로벌 철학과

생활과학대학 10455 기초통계 의사소통 정보통계학과

생활과학대학 10511 실용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 영어영문학과

생활과학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생활과학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생활과학대학 29140 요가 자기관리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37318 문제해결을위한코딩기초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10435 정신건강 인성 심리학과

생활과학대학 10890 생노병사의 비밀 인성 생물과학과

생활과학대학 31470 현대사회와생명윤리 인성 철학과

생활과학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생활과학대학 10480 댄스스포츠 대인관계 스포츠과학과

생활과학대학 25184 인권과 현대사회 대인관계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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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단과대학별 핵심교양 지정내역

단과대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제출역량 주관학과

예술대학 10327 미술의이해 창의･융합 회화과

예술대학 37308 언어커뮤니케이션 창의･융합 언어학과

예술대학 10519 한국의역사 창의･융합 국사학과

예술대학 10238 문화인류학 글로벌 사회학과

예술대학 10239 서양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사학과

예술대학 10387 프랑스문화 테마기행 글로벌 불어불문학과

예술대학 10883 화법과생활 의사소통 국어국문학과

예술대학 28611 소셜미디어의세계 의사소통 언론정보학과

예술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예술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예술대학 10473 컴퓨터 입문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예술대학 29143 패션과이미지메이킹 자기관리 의류학과

예술대학 10435 정신건강 인성 심리학과

예술대학 10890 생노병사의 비밀 인성 생물과학과

예술대학 29155 인권과인성교육 인성 교육학과

예술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예술대학 29142 성과문화 대인관계 사회학과

예술대학 10480 댄스스포츠 대인관계 스포츠과학과

수의과대학 37717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창의･융합 기초교양교육원

수의과대학 37727 K-Culture와문화마케팅 창의･융합 기초교양교육원

수의과대학 38347 인공지능개론 창의･융합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수의과대학 10387 프랑스문화 테마기행 글로벌 불어불문학과

수의과대학 10927 영상으로 보는 유럽문화 글로벌 사학과

수의과대학 25570 소비자와 마케팅 글로벌 소비자학과

수의과대학 28611 소셜미디어의세계 의사소통 언론정보학과

수의과대학 10437 경제의이해 의사소통 경제학과

수의과대학 37721 말하기와토론 의사소통 기초교양교육원

수의과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수의과대학 37318 문제해결을위한코딩기초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수의과대학 38586 재무심리와자기경영 자기관리 소비자학과

수의과대학 10386 중국의 고사성어 인성 중어중문학과

수의과대학 10435 정신건강 인성 심리학과

수의과대학 29153 현대인의 경제활동과 법률 인성 기초교양교육원

수의과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수의과대학 10886 사이버 공간과 윤리 대인관계 철학과

수의과대학 10476 축구 대인관계 체육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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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단과대학별 핵심교양 지정내역

단과대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제출역량 주관학과

사범대학 10519 한국의역사 창의･융합 국사학과

사범대학 38347 인공지능개론 창의･융합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사범대학 10301 디자인과 생활 창의･융합 디자인창의학과

사범대학 10927 영상으로 보는 유럽문화 글로벌 사학과

사범대학 25183 테마로 본 철학산책 글로벌 철학과

사범대학 10239 서양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사학과

사범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사범대학 37721 말하기와토론 의사소통 기초교양교육원

사범대학 28611 소셜미디어의세계 의사소통 언론정보학과

사범대학 29829 행복한삶과진로교육 자기관리 교육학과

사범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사범대학 10477 테니스 자기관리 체육교육과

사범대학 10435 정신건강 인성 심리학과

사범대학 25180 성과 사랑의 철학 인성 철학과

사범대학 29844 한문고전과삶의지혜 인성 한문학과

사범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사범대학 10886 사이버 공간과 윤리 대인관계 철학과

사범대학 25184 인권과 현대사회 대인관계 철학과

간호대학 10501 예술과 삶 창의･융합 조소과

간호대학 25269 지식사회와 정보활용 창의･융합 문헌정보학과

간호대학 10396 인류문명의 발생과 전개 창의･융합 고고학과

간호대학 10238 문화인류학 글로벌 사회학과

간호대학 10392 현대인의 생활문화 글로벌 소비자학과

간호대학 25183 테마로 본 철학산책 글로벌 철학과

간호대학 37721 말하기와토론 의사소통 기초교양교육원

간호대학 10883 화법과생활 의사소통 국어국문학과

간호대학 10455 기초통계 의사소통 정보통계학과

간호대학 37318 문제해결을위한코딩기초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간호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간호대학 29143 패션과이미지메이킹 자기관리 의류학과

간호대학 10444 인간과 복지 인성 사회복지학과

간호대학 31470 현대사회와생명윤리 인성 철학과

간호대학 10314 생명의 이해 인성 생물과학과

간호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간호대학 10886 사이버 공간과 윤리 대인관계 철학과

간호대학 29142 성과문화 대인관계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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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단과대학별 핵심교양 지정내역

단과대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제출역량 주관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37729 컴퓨터과학적사고 창의･융합 컴퓨터융합학부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519 한국의역사 창의･융합 국사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329 기초수학 창의･융합 수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239 서양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사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238 문화인류학 글로벌 사회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25570 소비자와 마케팅 글로벌 소비자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517 논리와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철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455 기초통계 의사소통 정보통계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437 경제의이해 의사소통 경제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37318 문제해결을위한코딩기초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생명시스템과학대학 38586 재무심리와자기경영 자기관리 소비자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29844 한문고전과삶의지혜 인성 한문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31470 현대사회와생명윤리 인성 철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435 정신건강 인성 심리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886 사이버 공간과 윤리 대인관계 철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524 인권의사회학 대인관계 사회학과

생명시스템과학대학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자유전공학부 10501 예술과 삶 창의･융합 조소과

자유전공학부 10519 한국의역사 창의･융합 국사학과

자유전공학부 25269 지식사회와 정보활용 창의･융합 문헌정보학과

자유전공학부 10239 서양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사학과

자유전공학부 10433 한국근현대사 글로벌 국사학과

자유전공학부 10512 동양의 역사와 인물 글로벌 사학과

자유전공학부 10133 법학개론 의사소통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전공학부 10437 경제의이해 의사소통 경제학과

자유전공학부 28611 소셜미디어의세계 의사소통 언론정보학과

자유전공학부 37316 정보보호입문과활용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자유전공학부 37317 데이터분석프로그래밍기초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자유전공학부 38586 재무심리와자기경영 자기관리 소비자학과

자유전공학부 10314 생명의 이해 인성 생물과학과

자유전공학부 10444 인간과 복지 인성 사회복지학과

자유전공학부 10890 생노병사의 비밀 인성 생물과학과

자유전공학부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자유전공학부 25185 인권과 법 대인관계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전공학부 29818 역사와리더십 대인관계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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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단과대학별 핵심교양 지정내역

단과대학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제출역량 주관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10327 미술의이해 창의･융합 회화과

국가안보융합학부 10519 한국의역사 창의･융합 국사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25269 지식사회와 정보활용 창의･융합 문헌정보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10392 현대인의 생활문화 글로벌 소비자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10513 처음 만나는 역사학 글로벌 사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25183 테마로 본 철학산책 글로벌 철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10884 기초한문 의사소통 한문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24340 한국정치의 이해 의사소통 정치외교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37721 말하기와토론 의사소통 기초교양교육원

국가안보융합학부 10042 심리학개론 자기관리 심리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10473 컴퓨터 입문 자기관리 컴퓨터융합학부

국가안보융합학부 38586 재무심리와자기경영 자기관리 소비자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29153 현대인의 경제활동과 법률 인성 기초교양교육원

국가안보융합학부 29808 영미언어와문화 인성 영어영문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31470 현대사회와생명윤리 인성 철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10402 인간관계론 대인관계 교육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29142 성과문화 대인관계 사회학과

국가안보융합학부 29818 역사와리더십 대인관계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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