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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32조(교과목 구분)에 의거 교양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성 및 운영) ① 교양교과란 본교 교육이념과 교훈에 기초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

기 위한 교과로서 별표와 같이 CDU중핵, 균형교양 영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1.25., 2019.02.27., 2020.02.0

5., 2020.11.26.>

② 학점교류 또는 군복무중 군 e-러닝 및 군복무경험 인정을 통해 취득한 교양교과목에 대하여 균형교양영역 학점

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성적등급은 P/NP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23., 

2019.06.04.>

③ 교양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이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인증평가, 핵심역량조사, 학문적 

변화, 학생 요구 분석 등 대내·외적 환경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핵심역량이 제고되도록 역량별 교과목을 균형있

게 편성한다. <신설 2020.11.26.>

④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으로 편성되며, 매 학기 개시 전 강의 내용 및 교수방법 등에 대하여 

HUMAN PLUS 교양학부장(이하 “교양학부장”이라 한다.) 주재하에 교양교과목 담당교원 전체가 참여하여 협

의하도록 한다. <신설 2020.11.26.> <개정 2022.06.09., 2022.10.04.>

⑤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 교육방법 개선 및 질관리에 대한 성과점검 방법 및 평가항목은 교육과정인증평가규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고 강의평가 결과 및 CQI 보고서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매 학기말에 

성과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설 2020.11.26.>

제3조 (개설과 폐지) 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양학부장이 주관하며 CDU중핵, 균형교양 교과목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다만 ‘진로설계’과목과 ‘커리어디자인Ⅰ’, ‘커리어디자인Ⅱ’과목, ‘초당인성교육’과

목은 HUMAN PLUS 교양학부(이하 “교양학부”라 한다.)에서 개설하고 학과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03., 2020.02.05., 2022.06.09., 2022.10.04.>

② 교양필수 교과목은 2학년까지 개설하되 ‘커리어디자인Ⅰ’, 커리어디자인Ⅱ‘과목은 전공교과목을 고려하여 3학년

에 개설한다.

③ 교양교과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재학생,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의 신청을 받아 교양교육

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18.03.14., 2020.11.26.>

④ 본교 개설과목 외 K-MOOC 강좌, 군-이러닝 강좌, 학점교류 협약 대학 또는 외부업체 등이 제작한 프로그램 

및 강의 콘텐츠 등을 교양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동)활용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9.>

⑤ 편성과목 중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연속 폐강되거나 수강인원이 미달한 경우 및 편성 교과목과 핵심역량과의 연

관성 분석 결과 연관성이 낮은 과목의 경우 교양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폐지한다. <신설 2021.11.29.>

제4조 (폐강 및 합·분반) ① 교양교과목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또한 수강신청인원 미달로 

2회 이상 폐강되거나 2회 이상 수강인원이 교양선택 교과목 평균 수강인원의 1/2 미만인 교양선택 과목 등은 폐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3.14., 2018.10.23.>

② 분반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합반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2.05.>

1. 이론과목 : 분반 수강인원의 합이 60명 이내인 경우

2. 실험·실습·실기과목 : 분반 수강인원의 합이 실습실(장) 수용인원보다 적은 경우

③ 다만 교과목 수강제한인원(최대수강인원)은 과목의 특성 및 강의실의 크기에 의해 과목 및 분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전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의 경우 분반 또는 폐강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교양필수 과목 폐강 기준: 10명 미만 <신설 2020.11.26.>

2. 외국어 회화 관련 과목 분반 기준: 30명 <신설 2020.11.26.>

3. 창의적글쓰기 과목 분반 기준: 30명 <신설 2020.11.26.>

4. 생활스포츠 관련 과목 분반 기준: 30명 <신설 2020.11.26.>

제5조 (과목이수) ① 교양교육과정 이수는 별표와 같이 입학연도별 교양영역 이수학점 배분표를 따른다. 다만 전공기

초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문기초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01.25., 2019.02.27.>

② ‘진로설계’과목과 ‘커리어디자인Ⅰ’, ‘커리어디자인Ⅱ’과목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졸업요건으로 지정하여 이수하도

록 한다.

③ 편입생 및 만학도는 과목이수 조건에서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04.>

④ 교과목 재이수는 학사내규 제19조(재수강)에 의거하여 재이수가 가능하며, [별표 4] 주요 대체과목 목록표와 같

이 동일 그룹번호 내 교과목 간 재이수가 가능하다.

⑤ 삭제 <2020.02.05.>

⑥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별도의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06.04.>

⑦ 균형교양과목 중 P/NP과목의 경우 학기 당 최대 4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교원의 경우 최대 4학점까지 담

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10.04.>

제6조 (수강 제한) 소속 전공과 유사한 형태의 교양과목과의 중복수강을 피하기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사용료) 대학시설 이외 교외 장소의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교과목 수강생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제반비용



(교통비 포함)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교양교육위원회) ① 교양교육위원회는 교양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3.14.>

② 교양교육위원회는 교양학부 소속 전임교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하고, 학생 대표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양학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1.25., 2019.12.03., 2022.03.02., 2022.06.09., 

2022.10.04.>

③ 삭제 <2019.12.03.>

④ 위원회는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신설 2018.10.23.> <개정 2020.11.26.>

1. 교양교육과정 편성기준 심의

2.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안 심의

3. 삭제 <2020.11.26.>

4. 교양교육과정 개설 및 폐강 심의

5. 교양교육과정인증평가 심의 <신설 2020.11.26.>

6.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환류 방안 심의 <신설 2020.11.26.>

제9조 (마이크로디그리과정) ①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미래 산업 수요에 대비하여 교양교육과정의 특정 영역에 지정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사학위와 별개로 해당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균형교양과목 중 P/NP과목은 제외하고 디그리에 해당하는 각 영역

별로 최소 8학점이상 이수하고, 이수 과목 당 평균평점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소통의 힘을 키우는 세계시민 소양과정: HUMAN PLUS ‘사회路진출’영역과 ‘글로벌소통’영역당 8학점 이

상 이수

2. 생각의 힘을 키우는 디지털 인문 소양 과정: HUMAN PLUS ‘인성과감성’영역과 ‘디지털기술’영역당 8학점 

이상 이수

<전 조 신설 2023.03.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교육과정 이수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11학번 이전 입학한 산업대생은 [별표1]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대 학칙을 따른다.

2. 12학번~15학번은 입학년도 학과(부)별 졸업학점표에 제시된 CDU중핵, 학문기초( 구 계열기초), 균형교양 3

개 영역의 최저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학과(부)졸업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분야의 이수조건을 충

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편입생 및 계약학과 졸업예정자는 교양이수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기존에 개설되었던 영어Ⅰ~Ⅱ, 실용영어Ⅰ~ IV, 영어회화I ~ Ⅱ 과목에 대해 기본영어1~2, 글로벌영어

1~4, Conversation1~2 과목을 대체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초당인성교육’과목과 졸업인증제 대체과목 이수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CDU중핵과목 중 ‘초당인성교육’ 1회 이수(P)를 조건으로 하며, 2018학년도 이

전 입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초당인성교육I’ 또는 ‘초당인성교육II’과목 중 최소 1과목이나 ‘초당인성교육’ 과목

을 이수한 경우 해당 조건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졸업인증제 분야별 자격증 대체를 이유로 졸업인증제 대체과목을 이수할 경우 균형교양 이수조건과 중복인정하

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체과목 인정은 입학학년을 구분하지 않으며, 2019학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변경된 교양영역 이수학점 배분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별표 9, 별표10은 2020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별표 9, 별표10은 2020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개정) 2020년 02월 05일 공포한 부칙 제2조(경과규정), 2020년 03월 31일 공포한 부칙 제2조(경과규정)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경과규정) [별표10], [별표11]은 2020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별표10], [별표11]은 2020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별표12], [별표13]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2012~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학문기초과목의 폐지에 따라 계열별 교양영역 이수학점 배분표의 

학문기초 이수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만학도의 경우 입학연도별 교양영역 이수조건에서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서식 제1호> <신설 2020.11.26.> <개정 2021.11.29., 2022.10.04.>

(    )학년도 (  )학기 교양 과목 신설 요청서

과목명
국문 학점 이론 실습 요일/시간
영문

과목개요  

수업목표

연계성(상●, 중◐, 하○ 표기)
6대 

핵심역량영역
종합적사고력 (   ) 자원·정보·기술활용역량 (   ) 자기관리역량 (   ) 

의사소통역량 (   ) 대인관계역량 (   ) 글로컬역량 (   )

Human+ 영역 인성과감성 (   ) 사회路진출 (   ) 디지털기술 (   ) 글로벌소통 (   ) 소프트스킬 (   )

신설(개설)사유

평가방법 수업 유형 수업 방법 과목 특성

일반 P/NP
일반

(오프라인)
혼합

(블랜디드)
이러닝 일반

수업방법다양화
(PBL, TBL, 플립러닝 등)

기타
인문학
과목

융복합
과목

주별 강의 내용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위와 같이 교양선택 과목 신설을 요청합니다.

20   .    .    .

                                       학과           학과장:               (인)       
                                                      신청인:               (인)



[별표1] 교육 목표 및 인재상과 핵심역량과의 관계 <개정 2020.11.26., 2021.06.02., 2021.11.29., 2022.10.04.>



[별표2] 교양교과목 목록표(2016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 <개정 2019.02.27., 2020.11.26.>

영 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CDU 
중핵

인 문

초당 인성교육 I, II (0) Pass/Nonpass

철학의이해/슬로문화의이해(각2) 택1

한국사 (2)

의사소통 창의적글쓰기 (2)

영어
기본영어1/기본영어2 (각2)
글로벌영어1/글로벌영어2/글로벌영어3/글로벌영어4 (각2)
Cnversation1/Conversation2 (각2)

수준별로 
4과목(8학점) 이수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래밍 (3)

취업 및 
진로설계

 진로설계 (1) P/NP 2-2학기

 커리어디자인I (1) P/NP 3-1학기

 커리어디자인II (1) P/NP 3-2학기

 경제학/경영학 (각2) 택 1

학문기초
심리학개론(3), 경제학개론(3), 경영학개론(3),
사회학개론(3), 행정학개론(3), 통계학개론(3),
일반화학I(3), 생물학I(3),물리학I(3), 대학수학I,II(각3)

학부별 지정 
교과목 이수

(단, 간호학과는 
학과자체개설)

균형교
양

사회․윤리 현대사회와경제 등 14개 강좌
5개 영역에 

관계없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수

자연․과학기술 환경의이해 등 7개 강좌
세계․문화․언어 비즈니스중국어 등 10개 강좌

인문․예술 미술의이해와감상 등 7개 강좌
생활․건강 교양골프 등 8개 강좌

영역 균형교양 교 과 목

인문∙예술
음악의이해와 감상, 영화의이해와 감상, 미술의이해와감상, 디자인의이해와감상, 

현대사회와패션, 화장품과피부건강, 셀프네일케어

사회∙윤리

청년기갈등과자기이해, 직업탐색과진로선택, 취업정보분석과입사전략, 

사회봉사Ⅰ,Ⅱ,Ⅲ,Ⅳ, 현대사회와경제, 창업과경영, 법과시민생활,  법과시민생활Ⅱ, 

성과범죄, 프리젠테이션기법, 결혼과여성

자연∙과학기술
자연과학개론, 환경의이해, 생활통계,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포토샵활용

세계문화∙언어
영어청취I,II, 생활일본어I,II,  생활중국어I,II, 

글로벌에티켓, 비즈니스중국어, 토익SpeakingⅠ,Ⅱ

생활∙건강
교양골프,  생활검도, 교양수영,  생활테니스, 생활요가, 생활농구, 웨이트트레이닝, 

스포츠댄스

     ※ 졸업인증제 대체과목 이수 시 균형교양 이수조건과 졸업인증 자격증 대체과목 이수 중복인정이 불가함



[별표 3] 계열별 교양영역 이수학점 배분표(2016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 <개정 2020.11.26.>

(학부) 학과
CDU
중핵

균형 
교양

학문 
기초

소계

(항공학부)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드론학과
(보건학부)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의약관리학과 
(창업융합학부) 건축학과

21 8 9 38

(항공학부)     항공서비스학과
(공공행정학부) 경찰행정학과, 군사학과, 소방행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창업융합학부) 경영학과, 외식조리창업학과, 호텔조리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사회체육학과, 검도학과, 국제학과

21 10 6 37



[별표 4] 교양선택 수강제한 교과목 및 대상학과(2016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 <개정 2020.11.26.>

과목코드 교과목명 수강제한 학과 비고

000363 교양골프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학부) 

005335 교양골프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학부) 야간 개설과목

000365 교양수영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학부) 

000443 비지니스중국어 국제학과(국제학부) 

000364 생활검도 검도학과

000393 생활농구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학부) 

000124 생활중국어Ⅰ 국제학과(국제학부) 중국학생 포함

000134 생활중국어Ⅱ 국제학과(국제학부) 중국학생 포함

000394 생활테니스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학부) 

000461 셀프네일케어 뷰티디자인학과(뷰티미용학과) 

005344 셀프네일케어 뷰티디자인학과(뷰티미용학과)  야간 개설과목

000367 스포츠댄스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학부) 

000462 웨이트트레이닝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학부) 

005338 웨이트트레이닝 사회체육학과(사회체육학부) 야간 개설과목

000360 음악의이해와감상 실용음악학과 

000465 초급베트남어회화 국제학과(국제학부) 베트남학생 포함

000362 현대사회와패션 뷰티디자인학과(뷰티미용학과)  

000403 화장품과피부건강 뷰티디자인학과(뷰티미용학과)  



[별표 5] 주요 대체과목 목록표 <개정 2020.11.26., 2022.03.02.>

그룹번호 교과목코드 과목명 이수구분 비고

2
000398 글쓰기와발표 교필

000452 창의적글쓰기 교필

14

000055 영어I 교필

000450 글로벌영어I 교필

000451 기본영어I 교필

18

000049 영어회화I 교필

000480 Conversation1 교필

005049 영어회화I 교필

25

000057 영어II 교필

000466 글로벌영어2 교필

000467 기본영어2 교필

52
000118 영어청취I 교선

000137 영어청취II 교선

66
000137 영어청취II 교선

000157 영어청취 교선

67
000118 영어청취I 교선

000157 영어청취 교선

85
000373 엑셀 교선

000374 파워포인트 교선

95

000052 영어회화II 교필

000487 Conversation2 교필

005052 영어회화II 교필

99

000093 철학의이해 교필

000338 슬로문화의이해 교필

005093 철학의이해 교필

115

000034 생활한문I 교필

000399 실용한자 교필

000404 생활한문 교필

005034 생활한문I 교필

641
410070 의학용어 계기

410162 간호영어 계기

880
000386 실용영어Ⅰ 교필

000450 글로벌영어I 교필

885
000387 실용영어Ⅱ 교필

000466 글로벌영어2 교필

887
000388 실용영어Ⅲ 교필

000472 글로벌영어3 교필

894
000390 초당인성교육I 교필

000396 초당인성교육Ⅱ 교필



그룹번호 교과목코드 과목명 이수구분 비고

1015
000108 환경의이해 교선

000569 ESG환경의이해 교선

1016
000496 기술사업화와행정 교선

000570 미래정보사회를위한행정 교선

1017
000518 영화와행정윤리 교선

000571 형화속의행정윤리와미래사회 교선

1018
000460 성과범죄 교선

000572 젠더와범죄 교선

1019
000402 직업탐색과진로선택 교선

000573 인적자원개발을위한진로선택 교선

1020
000505 청년창업 교선

000574 ESG청년창업 교선

1021
000506 실전창업 교선

000575 ESG실전창업 교선

1022
000549 언론으로보는현대인권 교선

000576 AI시대의언론과현대인권 교선

1023
000338 슬로문화의이해 교선

000577 느림의미학 교선

1024
000578 인지개선뇌블럭의이해 교선

005408 시니어뇌블럭의이해와활용 교선

1025
000490 대인관계의심리학 교선

000579 AI시대의대인관계심리학 교선

1026
000522 대인관계의사소통 교선

000580 소통을위한미래설계 교선

1027
000499 영상속의한국고대문화 교선

000581 데이터로보는한국고대문화 교선

1028
000373 엑셀 교선

000582 데이터를활용한엑셀 교선

1029
000453 컴퓨터프로그래밍 교선

000583 코딩의이해와프로그래밍 교선

1030
000354 21세기리더십 교선

000584 창조사회의리더십 교선

1031
000512 의료분쟁의이해 교선

000585 의료분쟁에대한융합적이해 교선

1032
000371 포토샵활용 교선

000586 크리에이티브표현기법 교선

1033
000374 파워포인트 교선

000587 전략적인프레젠테이션기법 교선

1034
000121 자연과학개론 교선

000588 미래사회를위한자연과학과기술 교선

1035
000219 생활통계 교선

000589 빅데이터속의생활통계 교선



그룹번호 교과목코드 과목명 이수구분 비고

1036
000356 문명과수학 교선

000590 빅데이터기반문명과수학 교선

1037
000591 AI를활용한영화속의과학 교선

005409 영화속의과학 교선

1038
000407 사회봉사Ⅰ 교선

000592 ESG사회봉사Ⅰ 교선

1039
000408 사회봉사Ⅱ 교선

000593 ESG사회봉사Ⅱ 교선

1040
000415 사회봉사Ⅲ 교선

000594 ESG사회봉사Ⅲ 교선

1041
000416 사회봉사Ⅳ 교선

000595 ESG사회봉사Ⅳ 교선



[별표 6] 교양교과목 목록표(2018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 <신설 2018.01.25.> <개정 2020.11.26., 2022.10.04.>

교양필수
(CDU 
중핵)

핵심역량 교과목명 (학점) 비고
대인관계역량  초당 인성교육 I, II (0) P/NP

종합적사고력
 철학의이해 (2) 

3과목 중 택2
(총4학점)

 한국사 (2)
의사소통역량  창의적글쓰기 (2)

글로컬역량

 기본영어1/기본영어2 (2)
 글로벌영어1/글로벌영어2/글로벌영어3/글로벌영어4 
(2)
 Conversation1/Conversation2 (2)

수준별로 택3
(총6학점)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컴퓨터프로그래밍 (2)
 경제학/경영학 (2) 택 1

자기관리역량
 진로설계 (1) P/NP 2-2학기
 커리어디자인I (1) P/NP 3-1학기
 커리어디자인II (1) P/NP 3-2학기

총 17학점

학문기초
심리학개론(3), 경제학개론(3), 경영학개론(3),
사회학개론(3), 행정학개론(3), 통계학개론(3),
일반화학I(3), 생물학I(3),물리학I(3), 대학수학I,II(각3)

학부별 지정 교과목 이수
(단, 간호학과는 
학과자체개설)

핵심역량 균형교양(교양선택) 교과목

대인관계역량
21세기리더십,AI시대의대인관계심리학,AI시대의언론과현대인권,글로벌에티켓,대인관계스킬,대인관
계의심리학,대학합창,법과시민생활Ⅱ,법과시민생활I,비지니스매너와에티켓,소통과공감의공동체,언론

으로보는현대인권,인간행동과심리의이해,인간행동의심리적이해,인문고전대학읽기,인문학적리더십,
행정권력과인권,협상과설득

종합적사고력

4차산업혁명과SF문학의이해,4차산업혁명과인간의이해,4차산업혁명시대의기술사회와철학,4차산업
혁명시대의합리적소비,AI를활용한영화속의과학,AI와4차산업혁명,AI와인간사이의윤리,ESG환경의이
해,경제로읽는빅데이터세상,동양무예의역사와ESG,디자인의이해와감상,마케팅커뮤니케이션(ESG경
영),모의재판,문명과수학,미디어를통한근현대음악,미술의이해와감상,비판적사고개발과논리,생활속인
간심리의이해,슬기로운물리생활,영화속의과학,영화의이해와감상,음악속의문학이야기,음악과인공지
능,전쟁으로본그리스로마역사,테러와시민안전,한국근현대사,한국현대소설함께즐기기,현대사회와범
죄,현대사회와패션,환경의이해

의사소통역량

AI시대의스피치커뮤니케이션,CreativeEnglishWriting,TOEICwriting,결혼과여성,관광한국어 
II,디지털시대의커뮤니케이션스킬,대인관계와의사소통,상담이론과실제,소통을통한미래설계,영자신문
비판적읽기,외국인을위한K-wave의이해,외국인을위한면접스토리텔링,외국인을위한속담으로배우는

한국어,외국인을위한토픽중급I,외국인을위한한국어작문 
II,외국인을위한한국어작문Ⅰ,외국인을위한한국어청취와토론,외국인을위한한국어텍스트 

II,외국인을위한한국어텍스트읽기Ⅰ,외국인을위한한국어화법과발표,외국인을위한한국현대문화,유머
와소통공감,전략적인프레젠테이션기법,토익Speaking,토픽고급 
II,토픽고급Ⅰ,현대패션트렌드의이해,효과적인레포트작성하기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AI의이해,ESG와스포츠,금융과경제,기술사업화와행정,데이터를활용한엑셀,멀티미디어활용,미래사회
를위한자연과학과기술,미래정보사회를위한행정,미술속의법이야기,발명과특허,빅데이터속의생활통계
,사건속법률,생활통계,시니어뇌블럭의이해와활용,액세스,엑셀,영화속의행정윤리와미래사회,영화와행
정윤리,음악의이해와감상,의료분쟁에대한융합적이해,의료분쟁의이해,인지개선뇌블럭의이해,자연과
학개론,정치와선거의이해,코딩의이해와프로그래밍,크리에이티브표현기법,특허와산업재산권,파워포

인트,포토샵활용,프리젠테이션기법

글로컬역량

AI를활용한기초영어,,ESG사회봉사I,ESG사회봉사II,,ESG사회봉사III,ESG사회봉사IV,,K-POP의현재
와미래,그리스로마신화와문화,,글로벌문화여행,글로벌언어교육,글로벌영어5,글로벌영어6,기초영문법
,기초일본어회화I,느림의미학,데이터로보는한국고대문화,미디어영어,빅데이터를활용한영어의사소통,
사회봉사Ⅰ,사회봉사Ⅱ,사회봉사Ⅲ,사회봉사Ⅳ,세계와인이야기,생활일본어I,생활일본어II,생활중국어
I,생활중국어II,세계문화의이해,슬로문화의이해,영상속의한국고대문화,영어청취I,영어청취II,이야기로
하는북미여행,재즈로살펴보는미국음악사,중국문화이해,중급토익,지속가능발전과ESG,초급베트남어
회화,초급토익,초당in세계人의시민교육,현대중국사회의이해

자기관리역량

AI면접,AI시대의포트폴리오작성,ESG실전창업,ESG청년창업,건강심리학,교양골프,교양수영,미래사
회의리더,배드민턴,범죄와생활안전,사회적네트워크와경력관리,생활검도,생활농구,생활요가,생활테니
스,성과범죄,셀프네일케어,스포츠댄스,실전창업,웨이트트레이닝,음악과정신건강,인적자원개발을위한
진로선택,젠더와범죄,직업탐색과진로선택,진로탐색과효과적표현기법,청년기갈등과자기이해,청년창
업,취업면접,취업정보분석과입사전략,태권도,학습과취업을돕는학습민첩성,한국전통무예의이해,호신
술,화장품과피부건강,현대사회와직업윤리



[별표 7] 계열별 교양영역 이수학점 배분표(2018학년도 신입생 적용) <신설 2018.01.25.> <개정 2020.11.26.>

(학부) 학과
CDU
중핵

균형 교양 학문 기초 소계

(항공)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드론학과
(보건)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의약관리학과 
(창업융합) 건축학과

17 8 9 34

(항공) 항공서비스학과 
(공공행정) 경찰행정학과, 군사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소방행정학과 
(창업융합) 창업경영학과, 호텔조리학과, 외식조리창업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사회체육학과, 검도학과, 국제학과

17 10 6 33

※ 졸업인증제 대체과목 이수 시 균형교양 이수조건과 졸업인증 자격증 대체과목 이수 중복인정이 불가함



[별표 8] 교양교과목 목록표(2019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 <신설 2019.02.27.> <개정 2020.11.26., 2022.10.04.>

교양필수
(CDU 
중핵)

핵심역량 교과목명 (학점) 비고
대인관계역량  초당 인성교육 (0) P/NP

종합적사고력
 철학의이해 (2) 

3과목 중 택2
(총4학점)

 한국사 (2)
의사소통역량  창의적글쓰기 (2)

글로컬역량
 기본영어1/기본영어2 (2)
 글로벌영어1/글로벌영어2/글로벌영어3/글로벌영어4 (2)
 Conversation1/Conversation2 (2)

수준별로 택3
(총6학점)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경제학 (2)/ 경영학 (2) 택 1

자기관리역량
 진로설계 (1) P/NP 2-2학기
 커리어디자인I (1) P/NP 3-1학기
 커리어디자인II (1) P/NP 3-2학기

총 15학점

학문기초
심리학개론(3), 경제학개론(3), 경영학개론(3),
사회학개론(3), 행정학개론(3), 통계학개론(3),
일반화학I(3), 생물학I(3),물리학I(3), 대학수학I,II(각3)

학부별 지정 교과목 이수
(단, 간호학과는 
학과자체개설)

핵심역량 균형교양(교양선택) 교과목

대인관계역량
21세기리더십,AI시대의대인관계심리학,AI시대의언론과현대인권,글로벌에티켓,대인관계스킬,대인관
계의심리학,대학합창,법과시민생활Ⅱ,법과시민생활I,비지니스매너와에티켓,소통과공감의공동체,언론

으로보는현대인권,인간행동과심리의이해,인간행동의심리적이해,인문고전대학읽기,인문학적리더십,
행정권력과인권,협상과설득

종합적사고력

4차산업혁명과SF문학의이해,4차산업혁명과인간의이해,4차산업혁명시대의기술사회와철학,4차산업
혁명시대의합리적소비,AI를활용한영화속의과학,AI와4차산업혁명,AI와인간사이의윤리,ESG환경의이
해,경제로읽는빅데이터세상,동양무예의역사와ESG,디자인의이해와감상,마케팅커뮤니케이션(ESG경
영),모의재판,문명과수학,미디어를통한근현대음악,미술의이해와감상,비판적사고개발과논리,생활속인
간심리의이해,슬기로운물리생활,영화속의과학,영화의이해와감상,음악속의문학이야기,음악과인공지
능,전쟁으로본그리스로마역사,테러와시민안전,한국근현대사,한국현대소설함께즐기기,현대사회와범
죄,현대사회와패션,환경의이해

의사소통역량

AI시대의스피치커뮤니케이션,CreativeEnglishWriting,TOEICwriting,결혼과여성,관광한국어 
II,디지털시대의커뮤니케이션스킬,대인관계와의사소통,상담이론과실제,소통을통한미래설계,영자신문
비판적읽기,외국인을위한K-wave의이해,외국인을위한면접스토리텔링,외국인을위한속담으로배우는

한국어,외국인을위한토픽중급I,외국인을위한한국어작문 
II,외국인을위한한국어작문Ⅰ,외국인을위한한국어청취와토론,외국인을위한한국어텍스트 

II,외국인을위한한국어텍스트읽기Ⅰ,외국인을위한한국어화법과발표,외국인을위한한국현대문화,유머
와소통공감,전략적인프레젠테이션기법,토익Speaking,토픽고급 
II,토픽고급Ⅰ,현대패션트렌드의이해,효과적인레포트작성하기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AI의이해,ESG와스포츠,금융과경제,기술사업화와행정,데이터를활용한엑셀,멀티미디어활용,미래사회
를위한자연과학과기술,미래정보사회를위한행정,미술속의법이야기,발명과특허,빅데이터속의생활통계
,사건속법률,생활통계,시니어뇌블럭의이해와활용,액세스,엑셀,영화속의행정윤리와미래사회,영화와행
정윤리,음악의이해와감상,의료분쟁에대한융합적이해,의료분쟁의이해,인지개선뇌블럭의이해,자연과
학개론,정치와선거의이해,코딩의이해와프로그래밍,크리에이티브표현기법,특허와산업재산권,파워포

인트,포토샵활용,프리젠테이션기법

글로컬역량

AI를활용한기초영어,,ESG사회봉사I,ESG사회봉사II,,ESG사회봉사III,ESG사회봉사IV,,K-POP의현재
와미래,그리스로마신화와문화,,글로벌문화여행,글로벌언어교육,글로벌영어5,글로벌영어6,기초영문법
,기초일본어회화I,느림의미학,데이터로보는한국고대문화,미디어영어,빅데이터를활용한영어의사소통,
사회봉사Ⅰ,사회봉사Ⅱ,사회봉사Ⅲ,사회봉사Ⅳ,세계와인이야기,생활일본어I,생활일본어II,생활중국어
I,생활중국어II,세계문화의이해,슬로문화의이해,영상속의한국고대문화,영어청취I,영어청취II,이야기로
하는북미여행,재즈로살펴보는미국음악사,중국문화이해,중급토익,지속가능발전과ESG,초급베트남어
회화,초급토익,초당in세계人의시민교육,현대중국사회의이해

자기관리역량

AI면접,AI시대의포트폴리오작성,ESG실전창업,ESG청년창업,건강심리학,교양골프,교양수영,미래사
회의리더,배드민턴,범죄와생활안전,사회적네트워크와경력관리,생활검도,생활농구,생활요가,생활테니
스,성과범죄,셀프네일케어,스포츠댄스,실전창업,웨이트트레이닝,음악과정신건강,인적자원개발을위한
진로선택,젠더와범죄,직업탐색과진로선택,진로탐색과효과적표현기법,청년기갈등과자기이해,청년창
업,취업면접,취업정보분석과입사전략,태권도,학습과취업을돕는학습민첩성,한국전통무예의이해,호신
술,화장품과피부건강,현대사회와직업윤리



[별표 9] 계열별 교양영역 이수학점 배분표(2019학년도 신입생 이후 적용) <신설 2019.02.27.> <개정 2019.06.04., 

2020.11.26.>

(학부) 학과
CDU
중핵

균형 교양 학문 기초 소계

(항공)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드론학과
(보건) 치위생학과, 의약관리학과 
(창업융합) 건축학과

15 8 9 32

(보건) 간호학과 15 10 9 34

(항공) 항공서비스학과 
(공공행정) 경찰행정학과, 군사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소방행정학과 
(창업융합) 창업경영학과, 호텔조리학과, 외식조리창업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사회체육학과, 검도학과, 국제학과

15 10 6 31

※ 졸업인증제 대체과목 이수 시 균형교양 이수조건과 졸업인증 자격증 대체과목 이수 중복인정 불가함



[별표 10] 교양교과목 목록표(2020~2021학년도 신입생) <신설 2019.02.27.> <개정 2019.12.03., 2020.02.05., 2020.

03.31., 2020.11.26., 2021.02.25., 2021.06.02., 2022.10.04.>

핵심역량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양
필수

(CDU 
중핵)

1. 대인관계역량  초당 인성교육 (0) P/NP

2. 종합적사고력
 철학의이해 (2) 

2과목 중 택1
 한국사 (2)

3. 의사소통역량  창의적글쓰기 (2) 필수 이수
4.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경제학/경영학 (2) 택 1

5. 글로컬역량
 기본영어1/기본영어2 (2)
 글로벌영어1/글로벌영어2/글로벌영어3/글로벌영어4 (2)
 Conversation1/Conversation2 (2)

수준별로 택3
(총6학점)

6. 자기관리역량
 진로설계 (1) P/NP 2-2학기
 커리어디자인I (1) P/NP 3-1학기
 커리어디자인II (1) P/NP 3-2학기

교양필수 총 15학점

교양
선택
(균형
교양)

1. 대인관계역량
21세기리더십,AI시대의대인관계심리학,AI시대의언론과현대인권,글로벌에티켓,

대인관계스킬,대인관계의심리학,대학합창,법과시민생활Ⅱ,법과시민생활I,
비지니스매너와에티켓,소통과공감의공동체,언론으로보는현대인권,인간행동과심리의이해,

인간행동의심리적이해,인문고전대학읽기,인문학적리더십,행정권력과인권,협상과설득

2. 종합적사고력

4차산업혁명과SF문학의이해,4차산업혁명과인간의이해,4차산업혁명시대의기술사회와철학,4
차산업혁명시대의합리적소비,AI를활용한영화속의과학,AI와4차산업혁명,AI와인간사이의윤
리,ESG환경의이해,경제로읽는빅데이터세상,동양무예의역사와ESG,디자인의이해와감상,
마케팅커뮤니케이션(ESG경영),모의재판,문명과수학,미디어를통한근현대음악,
미술의이해와감상,비판적사고개발과논리,생활속인간심리의이해,슬기로운물리생활,
영화속의과학,영화의이해와감상,음악속의문학이야기,음악과인공지능,
전쟁으로본그리스로마역사,테러와시민안전,한국근현대사,한국현대소설함께즐기기,
현대사회와범죄,현대사회와패션,환경의이해

3. 의사소통역량

AI시대의스피치커뮤니케이션,CreativeEnglishWriting,TOEICwriting,결혼과여성,
관광한국어 II,디지털시대의커뮤니케이션스킬,대인관계와의사소통,상담이론과실제,
소통을통한미래설계,영자신문비판적읽기,외국인을위한K-wave의이해,
외국인을위한면접스토리텔링,외국인을위한속담으로배우는한국어,외국인을위한토픽중급
I,외국인을위한한국어작문 II,외국인을위한한국어작문Ⅰ,외국인을위한한국어청취와토론,
외국인을위한한국어텍스트 II,외국인을위한한국어텍스트읽기Ⅰ,
외국인을위한한국어화법과발표,외국인을위한한국현대문화,유머와소통공감,
전략적인프레젠테이션기법,토익Speaking,토픽고급 II,토픽고급Ⅰ,현대패션트렌드의이해,
효과적인레포트작성하기

4.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AI의이해,ESG와스포츠,금융과경제,기술사업화와행정,데이터를활용한엑셀,
멀티미디어활용,미래사회를위한자연과학과기술,미래정보사회를위한행정,

미술속의법이야기,발명과특허,빅데이터속의생활통계,사건속법률,생활통계,
시니어뇌블럭의이해와활용,액세스,엑셀,영화속의행정윤리와미래사회,영화와행정윤리,
음악의이해와감상,의료분쟁에대한융합적이해,의료분쟁의이해,인지개선뇌블럭의이해,

자연과학개론,정치와선거의이해,코딩의이해와프로그래밍,크리에이티브표현기법,
특허와산업재산권,파워포인트,포토샵활용,프리젠테이션기법

5. 글로컬역량

AI를활용한기초영어,,ESG사회봉사I,ESG사회봉사II,,ESG사회봉사III,ESG사회봉사IV,,K-
POP의현재와미래,그리스로마신화와문화,,글로벌문화여행,글로벌언어교육

글로벌영어5,글로벌영어6,기초영문법,기초일본어회화I,느림의미학,
데이터로보는한국고대문화,미디어영어,빅데이터를활용한영어의사소통,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사회봉사Ⅲ,사회봉사Ⅳ,세계와인이야기,생활일본어I,생활일본어II,생활중국어
I,생활중국어II,세계문화의이해,슬로문화의이해,영상속의한국고대문화,영어청취I,영어청취

II,이야기로하는북미여행,재즈로살펴보는미국음악사,중국문화이해,중급토익,
지속가능발전과ESG,초급베트남어회화,초급토익,초당in세계人의시민교육,

현대중국사회의이해

6. 자기관리역량

AI면접,AI시대의포트폴리오작성,ESG실전창업,ESG청년창업,건강심리학,교양골프,
교양수영,미래사회의리더,배드민턴,범죄와생활안전,사회적네트워크와경력관리,생활검도,
생활농구,생활요가,생활테니스,성과범죄,셀프네일케어,스포츠댄스,실전창업,
웨이트트레이닝,음악과정신건강,인적자원개발을위한진로선택,젠더와범죄,
직업탐색과진로선택,진로탐색과효과적표현기법,청년기갈등과자기이해,청년창업,취업면
접,취업정보분석과입사전략,태권도,학습과취업을돕는학습민첩성,한국전통무예의이해,
호신술,화장품과피부건강,현대사회와직업윤리

6개 핵심역량별로 4학점씩 합계 24학점 이상 이수(단, 간호학과는 최소 10학점/치위생학과는 12학점 이상)



[별표 11] 계열별 교양영역 이수학점 배분표(2020~2021학년도 신입생) <신설 2019.02.27.> <개정 2019.06.04., 2019.

12.03., 2020.02.05., 2020.03.31., 2020.11.26., 2021.02.25., 2021.06.02.>

계열 학과
교양

전공 졸업학점
CDU 균형교양 합계

항공
학부

항공운항학과

15 24 39 60

135
이상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드론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보건
학부

간호학과 15 10 25

60치위생학과 15 12 27

보건의료행정학과(의약관리학과) 15 24 39

공공행정
학부

군사학과(국가안보학과)

15 24 39 60소방행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창업융합
학부

창업경영학과

15 24 39 60

호텔조리학과

외식조리창업학과

국제학과

뷰티디자인학과

※ 졸업인증제 대체과목 이수 시 균형교양 이수조건과 졸업인증 자격증 대체과목 이수 중복인정 불가함



[별표 12] 교양교과목 목록표(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신설 2022.03.02.><개정 2022.10.04.>

핵심역량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양
필수

(CDU 
중핵)

1. 대인관계역량  초당 인성교육* (0) P/NP

2. 종합적사고력
 철학의이해 (2) 

2과목 중 택 1
 한국사 (2)

3. 의사소통역량  창의적글쓰기 (2) 필수 이수

4. 자원·정보·
기술 활용역량

 경제학/경영학 (2) 2과목 중 택 1
4차산업혁명과프로그래밍기초*(0)/빅데이터분석기초*(0)/
초보자를위한AI의이해*(0),빅데이터분석과파이썬활용*(0)
/ e-tool활용(구글따라잡기)*(0)

5과목 중 택 2 
P/NP

5. 글로컬역량
 기본영어1/기본영어2 (2)
 글로벌영어1/글로벌영어2/글로벌영어3/글로벌영어4 (2)
 Conversation1/Conversation2 (2)

수준별로 택 3
(총 6학점)

6. 자기관리역량
 진로설계*(1) P/NP 2-2학기
 커리어디자인I*(1) P/NP 3-1학기
 커리어디자인II*(1) P/NP 3-2학기

교양필수 총 15학점

교양
선택
(균형
교양)

Human+ 
인성과감성

4차산업혁명과인간의이해*, 4차산업혁명시대의기술사회와철학, 
AI시대의대인관계심리학, AI시대의언론과현대인권, AI와인간사이의윤리, 건강심리학, 
물리학의발자취, 비판적사고개발과논리, 상담이론과실제, 생활속인간심리의이해, 
소통과공감의공동체, 인간행동과심리의이해, 유머와소통공감, 음악과정신건강, 
재즈로살펴보는미국음악사, 전쟁으로본그리스로마역사, 청년기갈등과자기이해*, 
초당in세계人의시민교육*, 한국근현대사, 행정권력과인권, 효과적인레포트작성하기, 
삶과서사와치유

Human+  
사회路진출

4차산업혁명시대의합리적소비, AI면접, AI시대의스피치, AI시대의포트폴리오작성, 
ESG실전창업*, ESG청년창업*, 대인관계스킬, 디지털시대의커뮤니케이션스킬, 
모의재판, 미래정보사회를위한행정, 발명과특허, 범죄와생활안전, 법과시민생활Ⅰ, 
법과시민생활Ⅱ, 비즈니스매너와에티켓, 사건속법률, 세계와인이야기, 
식음료와세계문화스토리, 소통을통한미래설계*, 의료분쟁에대한융합적이해, 
인문학적리더십, 인적자원개발을위한진로선택*, 정치와선거의이해, 
진로탐색과효과적표현기법, 젠더와범죄, 창조사회의리더십, 취업면접*, 테러와시민안전, 
특허와산업재산권, 학습과취업을돕는학습민첩성, 현대사회의직업윤리

Human+ 
디지털기술

AI의이해, 데이터를활용한엑셀, 멀티미디어활용, 빅데이터속의생활통계, 
스마트인공지능사회의이해, 전략적인프레젠테이션기법, 코딩의이해와프로그래밍, 
크리에이티브표현기법 

Human+ 
글로벌소통

AI를이용한기초영어, 기초일본어회화I, 기초일본어회화II, 기초영문법, 글로벌언어교육, 
미디어영어, 빅데이터활용한영어의사소통, 생활중국어I, 생활중국어II, 실용한자, 
생활한문, 이야기로함께하는북미여행, 중급토익, 영자신문비판적읽기, 초급토익

Human+
소프트스킬 

4차산업혁명과SF문학의이해, AI를활용한영화속의과학, AI와4차산업혁명, 
ESG사회봉사I*, ESG사회봉사II*,ESG사회봉사III*, ESG사회봉사IV*, ESG와스포츠, 
ESG환경의이해*, K-pop의현재와미래, 4차산업혁명과SF문학의이해,  
기후위기와ESG의이해, 결혼과여성, 경제로읽는빅데이터세상, 교양골프, 
그리스로마신화와문화, 글로벌문화여행, 느림의미학*, 동양무예의역사와ESG, 
데이터로보는한국고대문화, 마케팅커뮤니케이션(ESG경영), 
미래사회를위한자연과학과기술, 배드민턴, 빅데이터기반문명과수학, 생활농구, 
생활테니스, 슬기로운물리생활, 영화속의행정윤리와미래사회, 영화의이해와감상*, 
웨이트트레이닝, 음악속의문학이야기, 음악과인공지능, 음악의이해와감상*, 
인지개선뇌블럭의이해, 지속가능발전과ESG, 중국문화이해, 태권도, 
한국전통무예의이해, 한국현대소설함께즐기기*, 항공산업의이해, 현대중국사회의이해, 
호신술

- 교양선택 영역별 4학점씩 합계 20학점 이상
  (단, 간호학과는 최소 10학점 이상/치위생학과는 12학점 이상)
- 별표(*) 표기과목은 P/NP과목임, ESG사회봉사과목은 1학점 과목임



[별표 13] 계열별 교양영역 이수학점 배분표(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신설 2022.03.02.> 

계열 학과
교양

CDU 균형교양 합계

항공
학부

항공운항학과

15 20 35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드론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보건
학부

간호학과 15 10 25

치위생학과 15 12 27

보건의료행정학과(의약관리학과) 15 20 35

공공행정
학부

군사학과(국가안보학과)

15 20 35소방행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창업융합
학부

창업경영학과

15 20 35

호텔조리학과

외식조리창업학과

국제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별표 14] 교양교과목 목록표(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신설 2023.03.31.>

핵심역량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양
필수

(CDU 
중핵)

1. 대인관계역량  초당인성교육* (0) P/NP

2. 종합적사고력
 철학의이해 (2) 

2과목 중 택 1
 한국사 (2)

3. 의사소통역량  창의적글쓰기 (2) 필수 이수

4. 자원·정보·
기술 활용역량

 경제학/경영학 (2) 2과목 중 택 1

4차산업혁명과프로그래밍기초*(0)/빅데이터분석기초*(0)/초보자
를위한AI의이해*(0),빅데이터분석과파이썬활용*(0)/ 
e-tool활용(구글따라잡기)*(0),4차산업혁명과디지털포메이션*(0)

6과목 중 택 2 
P/NP

5. 글로컬역량
 기본영어1/기본영어2 (2)
 글로벌영어1/글로벌영어2/글로벌영어3/글로벌영어4 (2)
 Conversation1/Conversation2 (2)

수준별로 택 3
(총 6학점)

6. 자기관리역량

 진로설계*(1) P/NP 2-2학기

 대학생활과학생성공I*(1) P/NP 1-1학기

 대학생활과학생성공II*(1) P/NP 1-2학기

교양필수 총 15학점

교양
선택
(균형
교양)

Human+ 
인성과감성

4차산업혁명과인간의이해*, AI시대의대인관계심리학, AI시대의언론과현대인권, AI와인간
사이의윤리, 건강심리학, 물리학의발자취, 비판적사고개발과논리, 상담이론과실제, 생활
속인간심리의이해, 소통과공감의공동체, 식음료와세계문화스토리, 인간행동과심리의이해, 
음악과정신건강, 재즈로살펴보는미국음악사, 전쟁으로본그리스로마역사, 청년기갈등과자
기이해*, 초당in세계人의시민교육*, 한국근현대사, 행정권력과인권, 삶과서사와치유

Human+  
사회路진출

4차산업혁명시대의합리적소비, AI면접, AI시대의스피치, AI시대의학생성공과자기경영,  
ESG실전창업*, ESG청년창업*, 대인관계스킬, 디지털시대의커뮤니케이션스킬, 미래사회
의리더, 모의재판, 미래정보사회를위한행정, 발명과특허, 범죄와생활안전, 법과시민생활
Ⅰ, 법과시민생활Ⅱ, 비즈니스매너와에티켓, 사건속법률, 세계와인이야기, 식음료와세계
문화스토리, 소통을통한미래설계*, 의료분쟁에대한융합적이해, 인문학적리더십, 인적자원
개발을위한진로선택*, 자기주도형진로탐색*, 젠더와범죄, 정치와선거의이해, 진로탐색과
효과적표현기법, 젠더와범죄, 창조사회의리더십, 취업면접*, 테러와시민안전, 특허와산업
재산권, 학습과취업을돕는학습민첩성, 현대사회의직업윤리, 효과적인리포트작성하기

Human+ 
디지털기술

AI의이해, 데이터를활용한엑셀, 디지털리터러시와영상편집, 멀티미디어활용, 메타버스를
위한3D모델링, 빅데이터속의생활통계, 스마트시대의정보보호, 스마트인공지능사회의이
해, 전략적인프레젠테이션기법, 코딩의이해와프로그래밍, 크리에이티브표현기법 

Human+ 
글로벌소통

AI를활용한기초영어, 기초일본어회화I, 기초일본어회화II, 기초영문법, 글로벌언어교육, 
미디어영어, 빅데이터기반토익실전, 빅데이터활용한영어의사소통, 생활중국어I, 생활중국
어II, 실용한자, 생활한문, 영화로배우는영국문화, 이야기로읽히는영어, 이야기로함께하는
북미여행, 중급토익, 영자신문비판적읽기, 초급토익, 초보도하는TOEIC말하기와쓰기

Human+
소프트스킬 

4차산업혁명과SF문학의이해, 4차산업혁명시대의기술사회와철학, 4차산업혁명시대의변화
와혁신, AI를활용한영화속의과학, AI와4차산업혁명, ESG사회봉사I*, ESG사회봉사II*,ES
G사회봉사III*, ESG사회봉사IV*, ESG와스포츠, ESG환경의이해*, K-pop의현재와미래, 
기후위기와ESG의이해, 결혼과여성, 경제로읽는빅데이터세상, 교양골프, 그리스로마신화
와문화, 글로벌문화여행, 느림의미학*, 동양무예의역사와ESG, 데이터로보는한국고대문
화, 마케팅커뮤니케이션(ESG경영), 미디어를통한근현대음악, 미래사회를위한자연과학과
기술, 배드민턴, 빅데이터기반문명과수학, 생활농구, 생활테니스, 스마트AI인공지능사회
의이해, 스마트시대의정보보호, 슬기로운물리생활, 영화속의행정윤리와미래사회, 영화의
이해와감상*, 웨이트트레이닝, 음악속의문학이야기, 음악과인공지능, 음악의이해와감상*, 
인지개선뇌블럭의이해, 지속가능발전과ESG, 중국문화이해, 한국전통무예의이해, 한국현
대소설함께즐기기*, 현대중국사회의이해, 호신술

- 교양선택 영역별 4학점씩 합계 20학점 이상
  (단, 간호학과는 최소 10학점 이상/치위생학과는 12학점 이상)
- 별표(*) 표기과목은 P/NP과목임, ESG사회봉사과목은 1학점 과목임



[별표 15] 계열별 교양영역 이수학점 배분표(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신설 2023.03.31.> 

구분 학과
교양

CDU 균형교양 합계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15 20 35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드론학과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15 10 25

치위생학과 15 12 27

의약관리학과 15 20 35

공공행정
학부

군사학과

15 20 35소방행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창업융합
학부

창업경영학과

15 20 35

호텔조리학과

제과제빵학과

국제학과

뷰티디자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