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신학과 Theolog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874 5120 Exegesis of Isaiah 3 3 박사 박춘식 일1~3 신학관1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2875 5113
Pastoral Care and Pastoral
Psychology

3 3 박사
Jinsoo
Jason Kim

일4~6 신학관1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1719 5124 구속론 3 3 박사 제해종 월5~7
신학관403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0252 5115 구약원전강독 3 3 박사 박춘식 목1~3 신학관4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0277 5486 그리스도인 인간관계론 3 3 박사 김성익 금0~2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0452 5117 목회학 세미나Ⅰ 3 3 박사 김은배 월5~7
신학관401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필 2000888 5116 신약원전강독 3 3 박사 유동기 수5~7
신학관403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0894 5112 신약주제 세미나 3 3 박사 유동기 화5~7 신학관4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필 2000907 5110 신학연구방법론 3 3 박사 봉원영 화5~7
신학관403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0976 5125 역사서 주석 3 3 박사 김상래 화5~7
신학관401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2235 5122 영적리더십 3 3 박사 최경천 월1~3
신학관403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1421 5119 토착화 신학 3 3 박사 전한봉 화1~3 신학관401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1488 5118 해외선교실습 3 3 박사 김원곤 목5~7
신학관401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전선 2001489 5114 해외선교실습Ⅰ 3 3 박사 김성익 금5~7
신학관401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

계 42 42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신학과 Theolog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874 5121 Exegesis of Isaiah 3 3 석사 박춘식 일1~3 신학관1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2875 5091
Pastoral Care and Pastoral
Psychology

3 3 석사
Jinsoo
Jason Kim

일4~6 신학관1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1719 5099 구속론 3 3 석사 제해종 월5~7
신학관403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0252 5096 구약원전강독 3 3 석사 박춘식 목1~3 신학관4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0277 5490 그리스도인 인간관계론 3 3 석사 김성익 금0~2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0452 5095 목회학 세미나Ⅰ 3 3 석사 김은배 월5~7
신학관401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필 2000888 5094 신약원전강독 3 3 석사 유동기 수5~7
신학관403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0894 5090 신약주제 세미나 3 3 석사 유동기 화5~7 신학관4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필 2000907 5088 신학연구방법론 3 3 석사 봉원영 화5~7
신학관403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0976 5089 역사서 주석 3 3 석사 김상래 화5~7
신학관401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2235 5249 영적리더십 3 3 석사 최경천 월1~3
신학관403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1421 5098 토착화 신학 3 3 석사 전한봉 화1~3 신학관401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전선 2001488 5097 해외선교실습 3 3 석사 김원곤 목5~7
신학관401호(신대원)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

계 39 39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상담심리학과 Counseling Psycholog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1718 5063 고급 가정사역 3 3 박사 김신섭 화10~12
국제교육관222호(中)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139 5061 고급 발달심리학 3 3 박사 박완성 화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2198 5073 고급 상담사례 연구 3 3 박사 박종환 금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1537 5068 고급 상담의 이론과 실제 3 3 박사 박종환 금5~7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1711 5065 고급 심리검사 3 0 박사 우상우 월10~12 국제교육관221호(中)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2212 5064 고급 연구방법론 3 3 박사 정구철 월6~8
국제교육관223호(中)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164 5062 고급중독상담 3 3 박사 서경현 화6~8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267 5069 군 상담학 세미나 3 3 박사 심윤기 월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268 5066 군 상담학의 이론 및 실제 3 3 박사 김형래 수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270 5067 군 정신병리와 이상심리 3 3 박사 최미례 수5~7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273 5074 군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3 3 박사 심윤기 월5~7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필 2002191 5076
논문(Dissertation for Ph.D. in
Counseling Psychology)

0 0 박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2340 5072 상담윤리세미나 3 3 박사 정성진 월10~12
국제교육관222호(中)강
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필

2002188

5501

전공심화연구 I

1 1 박사 서경현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필 5500 1 1 박사 정성진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필 5075 1 1 박사 정구철 수10~11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2301 5503 통합예술치료 3 3 박사 송연옥 월1~3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학과

계 42 39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상담심리학과 Counseling Psycholog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1718 5079 고급 가정사역 3 3 석사 김신섭 화10~12
국제교육관222호(中)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139 5084 고급 발달심리학 3 3 석사 박완성 화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1537 5082 고급 상담의 이론과 실제 3 3 석사 박종환 금5~7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1711 5086 고급 심리검사 3 3 석사 우상우 월10~12
국제교육관221호(中)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필 2002212 5077 고급 연구방법론 3 3 석사 정구철 월6~8
국제교육관223호(中)강
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164 5078 고급중독상담 3 3 석사 서경현 화6~8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267 5085 군 상담학 세미나 3 3 석사 심윤기 월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268 5080 군 상담학의 이론 및 실제 3 3 석사 김형래 수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0270 5081 군 정신병리와 이상심리 3 3 석사 최미례 수5~7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필 2002381 5083
논문(Thesis for M.A. in
Counseling Psychology) 0 0 석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전선 2002301 5502 통합예술치료 3 3 석사 송연옥 월1~3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학과

계 30 30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사회복지학과 Social Welfare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502 5425
고급사회조사자료분석론(패널데이
터분석)

3 3 박사 송진영 화10~12
제1실습관308호(전산원
관리)컴퓨터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0262 5432 국제개발협력과 권익옹호 3 3 박사 조미숙 월10~12 사무엘관1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2176 5431 사회복지연구방법론 I 3 3 박사 윤재영 목10~12 사무엘관1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2647 5433 인간행동분석론 3 3 박사 조미숙 수10~12
사무엘관108호(PBL소
형)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1246 5426 전공연구세미나 I 3 3 박사 정종화 월11~13
사무엘관108호(PBL소
형)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2404 5427 전공연구세미나 IV 3 3 박사 윤재영 수10~12 사무엘관1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

계 18 18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사회복지학과 Social Welfare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502 5429
고급사회조사자료분석론(패널데이
터분석)

3 3 석사 송진영 화10~12
제1실습관308호(전산원
관리)컴퓨터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0262 5424 국제개발협력과 권익옹호 3 3 석사 조미숙 월10~12 사무엘관1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2176 5430 사회복지연구방법론 I 3 3 석사 윤재영 목10~12 사무엘관1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2647 5423 인간행동분석론 3 3 석사 조미숙 수10~12
사무엘관108호(PBL소
형)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1246 5422 전공연구세미나 I 3 3 석사 정종화 월11~13
사무엘관108호(PBL소
형)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2002404 5428 전공연구세미나 IV 3 3 석사 윤재영 수10~12 사무엘관107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

계 18 18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약학과 Pharmac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1751 5255 내분비계 질환 병태생리학 3 3 박사 강태진 수10~12
제3과학관403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2217 5276
논문 I (Dissertation for Ph.D. in
Pharmacy I) 2 2 박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2218 5277 논문 II (Ph.D.) 2 2 박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1733 5268 물리생화학 3 3 박사 김경제 월9~11
제3과학관408호(면역학
연구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2872 5273 바이오의약품학 1 3 3 박사 김상범 목8~10 제3과학관414호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0522 5265 병태생화학 3 3 박사 김경제 수9~11
제3과학관408호(면역학
연구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0577 5260 분자약물학 3 3 박사 김희진 수5~7 제1과학관305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0865 5262 신경과학 연구방법론 3 3 박사 정재훈 화1~3 제1과학관305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1279 5263 제제설계론 3 3 박사 박준범 금1~3
제3과학관314호(약학실
험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필 2001433 5275 특수연구 I 2 2 박사 김혜린 수9~10 제3과학관414호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1731 5266 효소학 3 3 박사 김경제 목9~11
제3과학관408호(면역학
연구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전선 2001747 5267 효소학특론 3 3 박사 김경제 화9~11
제3과학관408호(면역학
연구실)

일반대학원 박사 약학과

계 33 33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약학과 Pharmac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1751 5256 내분비계 질환 병태생리학 3 3 석사 강태진 수10~12
제3과학관403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2380 5278
논문(Thesis for Master of Science
in Pharmacy) 2 2 석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0485 5253 미생물학 특론 1 및 실험 3 3 석사 최성숙 목9~11 제3과학관402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2872 5272 바이오의약품학 1 3 3 석사 김상범 목8~10 제3과학관414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0522 5269 병태생화학 3 3 석사 김경제 수9~11 제3과학관408호(면역학
연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0575 5254 분자생물학특론 3 3 석사 최성숙 화9~11 제3과학관402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0577 5259 분자약물학 3 3 석사 김희진 수5~7
제1과학관305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0865 5261 신경과학 연구방법론 3 3 석사 정재훈 화1~3
제1과학관305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공통 2000957 5274 약학 세미나 I 1 1 석사 김혜린 수9 제3과학관414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1123 5264 의약품생체이용률 3 3 석사 강진양 목9~11
제3과학관314호(약학실
험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필 2001767 5258 임상약학 실습 I 3 3 석사 송영천 목9~11
제3과학관408호(면역학
연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필 2001194 5257 임상약학 특론 3 3 석사 송영천 목6~8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1731 5270 효소학 3 3 석사 김경제 목9~11
제3과학관408호(면역학
연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전선 2001747 5271 효소학특론 3 3 석사 김경제 화9~11
제3과학관408호(면역학
연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약학과

계 39 39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간호학과 Nursing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0098 5013 간호과학 3 3 박사 김일옥 목5~7
제3과학관208호강의실(
기초과학실,
PBL강의실)

일반대학원 박사 간호학과

전선 2000097 5012 간호지도자론 3 3 박사 이호연 목8~10
제3과학관210호(문제중
심학습)

일반대학원 박사 간호학과

전선 2000421 5014 면역학 3 3 박사 김경제 목12~14
제3과학관209호(문제중
심학습)

일반대학원 박사 간호학과

전선 2001792 5015 인적자원관리론(간호) 3 3 박사 이혜정 목12~14
제3과학관210호(문제중
심학습) 일반대학원 박사 간호학과

계 12 12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간호학과 Nursing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0098 5018 간호과학 3 3 석사 김일옥 목5~7
제3과학관208호강의실(
기초과학실,
PBL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간호학과

전선 2000097 5017 간호지도자론 3 3 석사 이호연 목8~10
제3과학관210호(문제중
심학습)

일반대학원 석사 간호학과

전선 2000421 5019 면역학 3 3 석사 김경제 목12~14
제3과학관209호(문제중
심학습)

일반대학원 석사 간호학과

전필 2001427 5016 통계학특론 3 3 석사 정진욱 목8~10
제3과학관209호(문제중
심학습) 일반대학원 석사 간호학과

계 12 12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물리치료학과 Physical Therap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907 5420 Health & Lifestyle Reformation 3 3 박사 이석민 일3~5
다니엘관207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066 5032 가상재활 II 3 3 박사 이병희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280 5036 근거중심물리치료와근골격초음파 3 3 박사 이완희 일0~2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901 5488 기능운동처방 3 3 박사
Cheong
Hoon Kim 일3~5

다니엘관207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798 5136 노인운동생리특론 3 3 박사 임종은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906 5492 노인재활특론 3 3 박사 이상숙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논문 2000367 5054
논문(Dissertation for Ph.D. in
Physical Therapy)

0 0 박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470 5046 물리치료 감별진단학 3 3 박사 이석민 일9~11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필 2000472 5052 물리치료 연구 및 통계 3 3 박사 송창호 일9~11 제3과학관118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473 5042 물리치료세미나 3 3 박사 이석민 목12~14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475 5040 물리치료세미나 I 3 3 박사 이승원 화12~14
다니엘관208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480 5138 물리치료특론I 3 3 박사 임종은 목12~14
제3과학관118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필 2000651 5421 상급연구 및 통계 3 3 박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475 5209 상처의 병리학 및 관리 3 3 박사
Mi Young
Lee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809 5205 수기치료특론 II 3 3 박사 이용우 월12~14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187 5049 연구계획작성법 3 3 박사 조민권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981 5203 연구방법론 3 3 박사 정이정 수12~14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039 5212 운동과학특론 3 3 박사 정상우 일6~8
다니엘관208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045 5044 운동장애재활특론 3 3 박사 이승원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049 5201 운동조절론 I 3 3 박사 정이정 화12~14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825 5038 운동치료특론Ⅰ 3 3 박사 이완희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물리치료학과 Physical Therap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1057 5034 운동학습 I 3 3 박사 이병희 화12~14
제3과학관118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823 5048 인간공학 및 재활Ⅰ 3 3 박사 임승엽 일6~8
다니엘관305호(大)강의
실(간호학과우선)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720 5207 임상도수의학연구 3 3 박사 이용우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300 5056 족부의학 3 3 박사 송창호 일12~14
제3과학관118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439 5211 평가와 측정 3 3 박사 장호영 일9~11 다니엘관207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박사 물리치료학과

계 75 75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물리치료학과 Physical Therap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필 2002907 5419 Health & Lifestyle Reformation 3 3 석사 이석민 일3~5
다니엘관207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066 5031 가상재활 II 3 3 석사 이병희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280 5035 근거중심물리치료와근골격초음파 3 3 석사 이완희 일0~2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901 5487 기능운동처방 3 3 석사
Cheong
Hoon Kim 일3~5

다니엘관207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798 5135 노인운동생리특론 3 3 석사 임종은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906 5491 노인재활특론 3 3 석사 이상숙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논문 2000364 5053
논문(Thesis for M.S. in Physical
Therapy)

0 0 석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470 5045 물리치료 감별진단학 3 3 석사 이석민 일9~11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필 2000472 5051 물리치료 연구 및 통계 3 3 석사 송창호 일9~11 제3과학관118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473 5041 물리치료세미나 3 3 석사 이석민 일12~14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475 5039 물리치료세미나 I 3 3 석사 이승원 화12~14
다니엘관208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480 5137 물리치료특론I 3 3 석사 임종은 목12~14
제3과학관118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475 5208 상처의 병리학 및 관리 3 3 석사
Mi Young
Lee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809 5204 수기치료특론 II 3 3 석사 이용우 월12~14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187 5050 연구계획작성법 3 3 석사 조민권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0981 5202 연구방법론 3 3 석사 정이정 수12~14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039 5213 운동과학특론 3 3 석사 정상우 일6~8 다니엘관208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045 5043 운동장애재활특론 3 3 석사 이승원 일3~5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049 5200 운동조절론 I 3 3 석사 정이정 화12~14
제3과학관104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825 5037 운동치료특론Ⅰ 3 3 석사 이완희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물리치료학과 Physical Therap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1057 5033 운동학습 I 3 3 석사 이병희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823 5047 인간공학 및 재활Ⅰ 3 3 석사 임승엽 일6~8
다니엘관305호(大)강의
실(간호학과우선)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2720 5206 임상도수의학연구 3 3 석사 이용우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300 5055 족부의학 3 3 석사 송창호 일12~14
제3과학관118호(물리치
료실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812 5139 척추의 도수교정 1 3 석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전선 2001439 5210 평가와 측정 3 3 석사 장호영 일9~11
다니엘관207호(大)강의
실

일반대학원 석사 물리치료학과

계 73 75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환경원예학과 Environmental Horticulture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0829 5468 스포츠잔디 최신과제 3 3 박사 김경남 목7~9
제2과학관308호(잔디토
양분석실)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2782 5474 식용작물학특론 I 3 3 박사 소순일 화1~3 온실301호(연구지원실)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전필 2002309 5464 연구방법론 II 3 3 박사 김경남 금5~7
제2과학관308호(잔디토
양분석실)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1062 5470 원예디자인 특론 3 3 박사 김유선 목7~9
제2과학관508호강의실(
제도실)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1670 5478 재배학특론 II 3 3 박사 소순일 수1~3 온실201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1283 5482 조경학 특론 3 3 박사 조치웅 금1~3
제2과학관308호(잔디토
양분석실)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2167 5472 채소학 특론Ⅱ 3 3 박사 남상욱 금4~6 온실301호(연구지원실)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2399 5466 허브식물학특론Ⅱ 3 3 박사 류병열 금7~9 온실202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전필 2002319 5480 환경생물학특론Ⅰ 3 3 박사 정훈 화1~3 제2과학관108호표본실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2385 5483 환경화학특론 3 3 박사 고원배 수6~8
요한관527호(교수교수
실)

일반대학원 박사 환경원예학과

계 30 30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환경원예학과 Environmental Horticulture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0829 5467 스포츠잔디 최신과제 3 3 석사 김경남 목7~9
제2과학관308호(잔디토
양분석실)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2782 5473 식용작물학특론 I 3 3 석사 소순일 화1~3 온실201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전필 2002309 5463 연구방법론 II 3 3 석사 김경남 금5~7
제2과학관308호(잔디토
양분석실)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1062 5469 원예디자인 특론 3 3 석사 김유선 목7~9
제2과학관508호강의실(
제도실)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1670 5477 재배학특론 II 3 3 석사 소순일 수1~3 온실201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1283 5481 조경학 특론 3 3 석사 조치웅 금1~3
제2과학관308호(잔디토
양분석실)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2167 5471 채소학 특론Ⅱ 3 3 석사 남상욱 금4~6 온실201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2399 5465 허브식물학특론Ⅱ 3 3 석사 류병열 금7~9 온실202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전필 2002319 5479 환경생물학특론Ⅰ 3 3 석사 정훈 화1~3 제2과학관108호표본실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전선 2002385 5485 환경화학특론 3 3 석사 고원배 수6~8
요한관527호(교수교수
실)

일반대학원 석사 환경원예학과

계 30 30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융합과학과 Convergence Science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0135 5309 계통분류학특론 3 3 박사 정훈 금2~4
제2과학관206호(동물자
원학과사무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0330 5310 나노화학특론 3 3 박사 고원배 월9~11
요한관527호(교수교수
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133 5314 논문지도 I 3 3 박사 김현규 월10~12 제1실습관409호(컴과실
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835 5322 반도체공학특론 3 3 박사 양민규 수10~12 제1실습관208호(실험실
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754 5318 생물정보학특강 3 3 박사
NOMAR
ESPINOSA
WAMINAL

목2~4
제2과학관102호(세미나
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1995 5313 생유기화학 3 3 박사 박명환 화1~3 제1과학관203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136 5315 센서공학 3 3 박사 류한철 월10~12
제1실습관208호(실험실
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827 5319 식물조직배양학특강 3 3 박사 황윤정 월6~8
제2과학관102호(세미나
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533 5316 에너지소재공학 3 3 박사 최종완 목8~11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1077 5311 유기화학특론 3 3 박사 박명환 월1~3
제1과학관203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833 5321 전기전자공학특론 3 3 박사 양민규 화10~12
제1실습관208호(실험실
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534 5317 컴퓨터과학특강 3 3 박사 고찬 목6~8
제1실습관409호(컴과실
습실)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1517 5454 환경공학특론 3 3 박사 고장혁 일반대학원 박사 융합과학과

계 39 39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융합과학과 Convergence Science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0135 5323 계통분류학특론 3 3 석사 정훈 금2~4
제2과학관206호(동물자
원학과사무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0330 5324 나노화학특론 3 3 석사 고원배 월9~11
요한관527호(교수교수
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133 5328 논문지도 I 3 3 석사 김현규 월10~12 제1실습관409호(컴과실
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835 5336 반도체공학특론 3 3 석사 양민규 수10~12 제1실습관208호(실험실
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754 5332 생물정보학특강 3 3 석사
NOMAR
ESPINOSA
WAMINAL

목2~4
제2과학관102호(세미나
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1995 5327 생유기화학 3 3 석사 박명환 화1~3 제1과학관203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136 5329 센서공학 3 3 석사 류한철 월10~12
제1실습관208호(실험실
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827 5333 식물조직배양학특강 3 3 석사 황윤정 월6~8
제2과학관102호(세미나
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533 5330 에너지소재공학 3 3 석사 최종완 목8~11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1077 5325 유기화학특론 3 3 석사 박명환 월1~3
제1과학관203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833 5335 전기전자공학특론 3 3 석사 양민규 화10~12
제1실습관208호(실험실
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2534 5331 컴퓨터과학특강 3 3 석사 고찬 목6~8
제1실습관409호(컴과실
습실)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전선 2001517 5455 환경공학특론 3 3 석사 고장혁 일반대학원 석사 융합과학과

계 39 39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중독과학과 Addiction Science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424 5232
Advanced Addiction Physiology &
Pharmacology

3 3 박사 이금선 일4~6 백주년311(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430 5220
Clinical Decision Making for
Addiction Treatment 3 3 박사

Jinsoo
Jason Kim 일7~9 백주년311(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논문 2002442 5214 Dessertation(Ph.D. in Public
Health)

4 4 박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254 5238 Diet Therapy for Addiction 3 3 박사 윤미은 수8~10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필 2002405 5221 Principles of Lifestyle Health 3 3 박사
Baronese
Harriet
Peters

일1~3 백주년311(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0056 5219 Stress Management 3 3 박사
Cheong
Hoon Kim

일10~12 백주년311(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0164 5218 고급중독상담 3 3 박사 서경현 화6~8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0542 5237 보건의사소통론 3 3 박사 손애리 일7~9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0554 5229 보건학특론 3 3 박사 손애리 일10~12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605 5235 중독 현장실습 3 3 박사
Jinsoo
Jason Kim

금1~3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151 5225 중독가족치료 3 3 박사 김나미 수1~3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247 5226 중독천연치료 3 3 박사 김선희 수5~7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중독과학과

계 37 37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중독과학과 Addiction Science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424 5222
Advanced Addiction Physiology &
Pharmacology

3 3 석사 이금선 일4~6 백주년311(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430 5233
Clinical Decision Making for
Addiction Treatment 3 3 석사

Jinsoo
Jason Kim 일7~9 백주년311(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254 5215 Diet Therapy for Addiction 3 3 석사 윤미은 수8~10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필 2002405 5234 Principles of Lifestyle Health 3 3 석사
Baronese
Harriet
Peters

일1~3 백주년311(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0056 5216 Stress Management 3 3 석사
Cheong
Hoon Kim

일10~12 백주년311(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0164 5224 고급중독상담 3 3 석사 서경현 화6~8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0542 5230 보건의사소통론 3 3 석사 손애리 일7~9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0554 5228 보건학특론 3 3 석사 손애리 일10~12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605 5236 중독 현장실습 3 3 석사 Jinsoo
Jason Kim

금1~3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151 5223 중독가족치료 3 3 석사 김나미 수1~3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전선 2002247 5231 중독천연치료 3 3 석사 김선희 수5~7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중독과학과

계 33 33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음악학과 Music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888 5337 전공 문헌 V 3 3 박사 김은애 월2~4
대강당201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박사 음악학과

계 3 3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음악학과 Music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722 5195 기악과 피아노 I 2 2 석사 오혜전 화2~3
음악관105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논문 2000360 5199 논문(Thesis for Master of Music) 0 0 석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선수 2002525 5058 독어딕션 및 앙상블 2 2 석사 성여린 월5~6 음악관2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선수 2002899 5059 불어딕션 및 앙상블 I 2 2 석사 신홍철 금5~6 음악관2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선 2000716 5197 서양음악사 I 2 2 석사 임형준 월2~3 음악관2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선 2002877 5070 앙상블 I 2 2 석사 임봉순 수9~10 음악관205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선 2002883 5178 엘렉톤 이론 및 실습 2 2 석사 유광재 월11~12 음악관208호
(컴퓨터음악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선수 2002900 5060 영어 딕션 및 앙상블 2 2 석사 이호재 목7~8 음악관2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선수 2002664 5057 이태리딕션 및 앙상블 2 2 석사 조경민 수5~6 음악관101호(멀티미디
어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선
2002884

5193
전공 문헌 I

2 2 석사 김수진 목2~3 음악관2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선 5194 2 2 석사 최선주 화3~4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선 2002887 5196 전공 문헌 ⅠV 2 2 석사 공희상 월3~4
음악관101호(멀티미디
어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선

2002892

5192

전공 세미나 Ⅰ

2 2 석사 박정양 수2~3 음악관206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선 5190 2 2 석사 김철호 화10~11
음악관204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선 5191 2 2 석사 오혜전 화5~6
음악관105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2001236 5179 전공실기 I 2 1 석사 박정양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2001238

5184

전공실기 III

2 1 석사 임봉순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5182 2 1 석사 신인균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5180 2 1 석사 오혜전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5181 2 1 석사 이소영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5183 2 1 석사 김수진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2001239

5187

전공실기 IV

2 1 석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5186 2 1 석사 김현경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5188 2 1 석사 신인균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음악학과 Music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필
2001239

5185
전공실기 IV

2 1 석사 박상희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전필 5189 2 1 석사 최선주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논문 2002815 5198 졸업연주회 0 0 석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음악학과

계 50 39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보건학과 Public Health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481 5287
논문(Thesis for Doctor of Public
health)

0 0 박사 손애리 일반대학원 박사 보건학과

전선 2001960 5285 보건세미나 3 0 박사 손애리 월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보건학과

전선 2000539 5283 보건의료법규 3 0 박사 노현승 일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보건학과

전선 2000542 5282 보건의사소통론 3 0 박사 손애리 일7~9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보건학과

전필 2000554 5281 보건학특론 3 0 박사 손애리 일10~12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보건학과

계 12 0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보건학과 Public Health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논문 2002382 5284
논문(Thesis for Master of Public
Health)

0 0 석사 손애리 일반대학원 석사 보건학과

전선 2001960 5288 보건세미나 3 0 석사 손애리 월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보건학과

전선 2000539 5286 보건의료법규 3 0 석사 노현승 일1~3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보건학과

전선 2000542 5289 보건의사소통론 3 0 석사 손애리 일7~9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보건학과

전필 2000552 5290 보건학 3 0 석사 손애리 일10~12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보건학과

계 12 0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통합예술학과 Interdisciplinary Arts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805 5459 공연기획세미나 Ⅶ 3 3 박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733 5353 기악과 피아노 Ⅲ 3 3 박사 오혜전 월10~12
음악관105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735

5388
논문세미나

3 3 박사 박정양 화9~11
음악관206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41 3 3 박사 고은미 금3~5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46 5345 리사이틀(솔로,쳄버,렉처) I 3 3 박사 김철호 수9~11
음악관204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078 5339 연구방법론(음악) 3 3 박사 임봉순 월9~11
음악관205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779

5414
연구방법론(통합예술)

3 3 박사 서경현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415 3 3 박사 서경현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888 5354 전공 문헌 V 3 3 박사 이소영 목4~6
음악관101호(멀티미디
어실)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891 5346 전공 문헌 VIIⅠ 3 3 박사 최선주 화5~7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896

5355
전공 세미나 V

3 3 박사 박정양 수6~8
음악관206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458 3 3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897 5347 전공 세미나 VⅠ 3 3 박사 김철호 목9~11
음악관204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840 5504 전공별 세미나 V 3 3 박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98

5343
전공실기 IX

2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44 2 1 박사 공희상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2002643 5493 전공실기 V 2 1 박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95

5380

전공실기 VI

2 1 박사 박정양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78 2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81 2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83 2 1 박사 김은애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79 2 1 박사 공희상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82 2 1 박사 최선주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2002696 5352 전공실기 VII 2 1 박사 박정양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통합예술학과 Interdisciplinary Arts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필

2002696

5361

전공실기 VII

2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5349 2 1 박사 이소영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5348 2 1 박사 공희상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5362 2 1 박사 최선주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2002697 5342 전공실기 VIII 2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2002661

5457
통합예술사 III

3 3 박사 박정양 화6~8
음악관206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5356 3 3 박사 박정양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2002662 5357 통합예술사 IV 3 3 박사 박정양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778

5390
통합예술세미나 II

3 3 박사 박정양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89 3 3 박사 박정양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74

5369

통합예술전공실기 VI

1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70 1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67 1 1 박사 최선주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68 1 1 박사 최선주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76 5371 통합예술전공실기 VII 1 1 박사 최선주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77

5372

통합예술전공실기 VIII

1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73 1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74 1 1 박사 김철호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871

5394
통합예술콘텐츠연구(드라마) VIII

3 3 박사 음영철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05 3 3 박사 김선주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78 5375 통합예술콘텐츠연구(음악) V 3 3 박사 박정양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87

5376
프로그램 문헌연구 II

3 3 박사 이미희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377 3 3 박사 이미희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예술학과

계 110 95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통합예술학과 Interdisciplinary Arts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708 5460 공연기획세미나 I 0 2 석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논문 2002694 5296
논문(Thesis for Master of
Interdisciplinary Arts)

0 0 석사 미지정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선수 2002801 5308 문화예술교육현장 이해와 실습 2 2 석사 권은경 화8~9
음악관101호(멀티미디
어실)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39 5298 예술경영 3 3 석사 이현주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844 5410 예술경영 실습 Ⅰ 0 3 석사 박평준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898 5412 예술과 정책 2 2 석사 이현주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638 5294 워크숍 I 2 2 석사 이미희 월3~4 음악관341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선수 2002800 5400 음악교수학습방법 2 2 석사 권은경 화5~6 음악관203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필 2002476 5291 통합예술사 I 3 3 석사 박정양 화6~8
음악관206호(교수연구
실)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530

5300
통합예술전공실기 I

1 1 석사 김종욱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5416 1 1 석사 임하나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546 5405 통합예술전공실기 II 1 1 석사 한송이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867 5411 통합예술콘텐츠연구(드라마) IV 2 2 석사 김선주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전선 2002732 5409 프로그램 문헌연구 I 2 2 석사 김유선 월6~7 제2과학관504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통합예술학과

계 21 26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박사

출력자 : 강성현

공통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0004 5498 Advanced Biostatistics 3 3 박사 김선희 일1~3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공통

전선 2000550 5494 보건통계학특론 3 3 박사 목형균 일4~6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 공통

전선 2002905 5499 융합세미나 II 3 3 박사 김현희 목6~8 제2과학관102호(세미나
실)

일반대학원 박사 공통

계 9 9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공통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0004 5497 Advanced Biostatistics 3 3 석사 김선희 일1~3 백주년310(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공통

공통 2002873 5306 Christian Worldview 3 3 석사 김은배 수1~3 백주년311(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공통

전필 2000548 5496 보건통계학 3 3 석사 목형균 일4~6 백주년309(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 공통

전선 2002905 5495 융합세미나 II 3 3 석사 김현희 목6~8 제2과학관102호(세미나
실)

일반대학원 석사 공통

계 12 12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유아교육학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필 2002591 5417 유아교육 연구동향 3 3 석사 신남주 화5~7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
대학원 유아교육(M.A.)

전선 2001087 5418 유아교육세미나 3 3 석사 최지영 화1~3
제1실습관313호(교수연
구실)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
대학원 유아교육(M.A.)

계 6 6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스포츠과학과 Sports Science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선 2002182 5476 GX 프로그램 개발 연구 II 3 3 석사 김영미 일반대학원 석사 스포츠과학과

전선 2000936 5475 안무와 연출론 연구 3 3 석사 홍선미 일반대학원 석사 스포츠과학과

전선 2001061 5484 움직임교수 및 동작요법 연구 3 3 석사 박승순 일반대학원 석사 스포츠과학과

계 9 9



출력일시 : 2021-1-29 13:54:22년도 : 2021 학기 : 1학기 정규 -수강편람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위 : 석사

출력자 : 강성현

식품생명산업학과 Food Science & Biotechnology

구분 교과목코드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위
구분

교과목영역구분 교수명 시간 강의실 비고

1기

전필 2002284 5140 고급영양학특론 3 3 석사 황효정 화1~3
제1과학관108호(식품영
양학실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식품생명산업학과

전선 2002290 5142 식품기기분석특론 3 3 석사 박일호 금1~3 에스라관210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식품생명산업학과

전선 2001927 5071 식품독성학특론 3 3 석사 신경옥 화5~7
제1과학관108호(식품영
양학실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식품생명산업학과

전선 2001978 5141 영양면역학 특론 3 3 석사 최연정 금5~7 에스라관210호강의실 일반대학원 석사 식품생명산업학과

계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