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교수 교수구분 요일/교시 강의실
수강

정원

일반선택

가능여부
담당교수 교수구분 요일/교시 강의실

수강

정원

일반선택

가능여부
비고

전선 경영정보학과 3 비즈니스인텔리전스 05956 01 3 3 이석준 전임 화4,5,6 한울관-507 54 불 이석준 전임 화4,5,6 한울관-507 50 가

계기 경영학과 1 경영PC활용 00092 01 3 3 홍석미 전임 월4,5,6 동악-5110 45 불 박찬홍 전임 월4,5,6 동악-5110 45 불

계기 경영학과 1 경영PC활용 00092 03 3 3 홍석미 전임 화7,8,9 이공1-308 45 불 박찬홍 전임 화4,5,6 동악-5110 45 불

전선 경제학과 4 경제장기현장실습 NP043 01 12 12 교육연구처 외래 0 가 미개설

전선 동물생명공학과 2 생명정보학개론및실습 06463 01 3 3 신성철 전임 월7,8,9 동물-4102 40 가 신성철 전임 월7,8,9 동물-4102 40 불가

전선 동물생명공학과 2 효소학및실험 06462 01 3 3 임영순 겸임 금4,5,6 동물-1105 40 가 임영순 겸임 금4,5,6 동물-1105 40 불가

전선 동물생명공학과 3 세포생물학및실험 04228 01 3 4 임태진 전임 화1,2,3,4 동물-1105 40 가 임태진 전임 화1,2,3,4 동물-1105 40 불가

전선 동물생명공학과 3 식품미생물학및실험 01154 01 3 4 임동균 전임 화5,6수7,8 동물-4102,동물-5104 40 가 임동균 전임 화5,6수7,8 동물-4102,동물-5104 40 불가

전선 동물생명공학전공 4 졸업논문지도및실험(2) 06470 01 3 4 임태진 전임 월5,6금4,5 동물-4103,동물-4101 40 가 임태진 전임 월5,6금4,5 동물-4103,동물-4101 40 불가

전선 무역학과 4 국제물류론 02366 01 3 3 박세훈 전임 월4,5,6 동악-5113 54 가 박세훈 전임 월4,5,6 동악-5113 0 가

전선 무역학과 4 국제물류론 02366 02 3 3 박세훈 전임 월7 금3,4 동악-4103 54 가 추가개설

전선 무역학과 4 무역영어연습 05844 01 3 3 박세훈 전임 화1,2,3 동악-5113 54 가 박세훈 전임 화1,2,3 동악-5113 0 가

전선 무역학과 4 무역영어연습 05844 02 3 3 박세훈 전임 월1,2 화4 동악-4103 54 가 추가개설

전선 문화콘텐츠학과 3 콘텐츠공모전실습 06199 01 3 3 강이수 전임 화5,6수8 동악-2113 54 불 강이수 전임 화5,6수8 민주-303 54 불

전선 문화콘텐츠학과 4 문화콘텐츠세미나 04764 01 3 3 공제욱 전임 목7,8,9 동악-1104 54 불 공제욱 전임 목7,8,9 민주-303 54 불

전선 미디어영상광고학부 4 광고홍보인턴십프로그램 NP040 01 12 12 교육연구처 외래 0 가 미개설

전선 미디어영상광고학부 4 언론영상인턴십프로그램 NP039 01 12 12 교육연구처 외래 0 가 미개설

전선 식품영양학과 4 식품영양현장실습 NP045 01 12 12 교육연구처 외래 0 가 미개설

전선 실용영어학과 3 미국대중문화읽기 06181 01 3 3 구태헌 전임 월8 목7,8 동악-4111,동악-2108 54 가 구태헌 전임 월8 목1,2 동악-4111 54 가

전필 실용영어학과 3 실용영어현장실습 05078 01 3 3 김미숙 전임 금1,2,3 동악-2107 54 가 김미숙 전임 화1금3,4 동악-2015,동악-2107 54 가

전선 유기농생태학전공 3 유기농식품가공학및실험 05541 01 3 4 금6,7,8,9 식물-301 54 가 황선구 전임 금6,7,8,9 식물-301 54 가

전선 정밀화학신소재학과 3 유전체학 03859 01 3 3 김준호 전임 화7수2,3 동악-2114,과학-4106 54 가 김준호 전임 수2,3목1 과학-4106 54 가

전선 정보통신공학과 2 자료구조론 05961 01 3 3 월2,3,4 예술-601 40 가 월1,2,3 예술-401 40 가

전선 컴퓨터공학과 4 IT인턴십프로그램 NP044 01 12 12 교육연구처 외래 0 가 미개설

계기 한국어문학과 1 한국어교육개론 05904 01 3 3 유해준 전임 화5금1,2 동악-2111,동악-4102 55 가 유해준 전임 화3금1,2 동악-4102 55 가

전필 한의예과 2 생리학I(2) 06426 01 3 4 우연주 전임 수1,2목3,4 한의-2101 100 불 우연주 전임 수1,2목1,2 한의-2101 100 불

전필 한의예과 2 원전I(2) 05502 01 2 3 방정균 전임 월5,6목2 한의-2101 100 불 방정균 전임 월5,6목3 한의-2101 100 불

계기 행정학과 1 행정학개론(2) 06184 01 3 3 최무현 전임 목1,2,3 동악-4105 60 가 최무현 전임 월4,5,6 동악-4110 60 가

전선 행정학과 2 인사행정론 01540 02 3 3 최무현 전임 화1,2,3 동악-4105 54 가 최무현 전임 화1,2목1 동악-4105 54 가

전선 행정학과 3 법과행정 06187 01 3 3 최무현 전임 월6,7,8 인재-311 54 가 최무현 전임 월7,8화3 인재-311,동악-4105 54 가

전선 행정학과 3 정책형성론 01770 01 3 3 김태룡 전임 월9화4,5 인재-311,동악-4105 54 가 김태룡 전임 월9화4,5 동악-3103,동악-4105 54 가

전선 환경공학과 2 도시고형폐자원론 06309 01 3 3 이명규 전임 월7 화2,3 과학-3104,과학-3101 60 가 이명규 전임 월7 화2,3 과학-3104 60 가

학점 시간

변경전
개설

학과(부)

변경후
이수

구분
학년 과목명 과목코드 분반

* 2019. 07. 31.(수)까지 접수된 변동분이 반영되었습니다.

* 신임교원(강사 포함) 담당 예정과목은 담당교수에 공란으로 표기되었고, 임용완료 이후 배정 예정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표 변경이 가능하오니,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변동사항(주간 전공)



담당교수 교수구분 요일/교시 강의실
수강

정원
담당교수 교수구분 요일/교시 강의실

수강

정원
비고

교선 0 경제의이해 02508 01 3 3 서정석 전임 화1,2,3 동악-4108 80 서정석 전임 화1,2,3 동악-4108 90

교선 0 관광의이해 00233 01 3 3 권해윤 전임 목4,5,6 동악-1106 80 권해윤 전임 목4,5,6 동악-1106 90

교선 0 권력과생활정치 06370 01 3 3 수1,2,3 동악-4108 80 목4,5,6 동물-4102 90

교선 0 기후변화시대의경영이해 05413 01 3 3 유지연 전임 화1,2,3 동악-5101 54 유지연 전임 화1,2,3 동악-5101 70

교선 0 노자와장자그리고현대문명 06350 01 3 3 김시천 전임 화1,2,3 동악-2111 54 김시천 전임 화1,2,3 동악-2111 70

교선 0 다문화와지역발전 06127 01 3 3 이종우 전임 월7,8,9 동악-1103 54 이종우 전임 월7,8,9 동악-1103 70

교선 0 동양사상과행복한인생 06352 01 3 3 김시천 전임 월7,8,9 동악-4101 54 김시천 전임 월7,8,9 동악-4101 70

교선 0 리더십 05753 01 3 3 최무현 전임 수7,8,9 동악-4108 80 최무현 전임 수7,8,9 동악-4108 90

교선 0 문화산업과한류 05750 01 3 3 정종은 전임 목7,8,9 동악-1106 80 정종은 전임 목7,8,9 동악-1106 90

교선 0 민족종교와저항운동 06349 01 3 3 이종우 전임 화1,2,3 동악-4109 54 이종우 전임 화1,2,3 동악-4109 70

교선 0 사이버토익II 03610 01 2 2 김미숙 전임   80 김미숙 전임   100

교선 0 사이버토익II 03610 02 2 2 김미숙 전임   80 김미숙 전임   100

교선 0 사이버토익II 03610 03 2 2 심은숙 전임   80 심은숙 전임   100

교선 0 사이버토익II 03610 04 2 2 구태헌 전임   80 구태헌 전임   100

교선 0 사회적경제와직업탐색 06406 01 3 3 최덕천 전임 수7,8,9 동악-3104 54 최덕천 전임 수7,8,9 동악-3104 70

교선 0 사회적경제와직업탐색 06406 02 3 3 최덕천 전임 목7,8,9 동악-3104 54 최덕천 전임 목7,8,9 동악-3104 70

교선 0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 06364 01 3 3 화1,2,3 동물-4102 54 화1,2,3 동물-4102 80

교선 0 서비스경영이야기 C0056 01 3 3 이성호 전임   80 이성호 전임   100

교선 0 세계경제와한국경제 06099 01 3 3 김문희 겸임 목7,8,9 동악-4101 54 김문희 겸임 목7,8,9 동악-4101 70

교선 0 세계문명사 05757 01 3 3 심재관 전임 수7,8,9 동악-4109 54 심재관 전임 수7,8,9 동악-4109 70

교선 0 세계화와지방화 06373 01 3 3 김명숙 전임 화1,2,3 동악-3102 80 김명숙 전임 화1,2,3 동악-3102 90

교선 0 숲과주민생활 06366 01 3 3 이현규 전임 월7,8,9 식물-501 54 이현규 전임 월7,8,9 식물-501 70

교선 0 여성과일 01281 01 3 3 오유석 전임 화1,2,3 동악-5114 54 오유석 전임 화1,2,3 동악-5114 80

교선 0 여성학 01282 01 3 3 오유석 전임 목4,5,6 동악-4109 54 오유석 전임 목4,5,6 동악-4109 70

교선 0 여성학 01282 02 3 3 오유석 전임 목7,8,9 동악-4109 54 오유석 전임 목7,8,9 동악-4109 70

교선 0 음악과감성 06414 01 3 3 화1,2,3 동악-1108 54 화1,2,3 동악-1108 80

교선 0 인간과복지론 06141 01 3 3 수1,2,3 동악-1106 80 수1,2,3 동악-1106 90

교선 0 인간과윤리 01527 01 3 3 구태환 초빙 목4,5,6 동악-4101 54 구태환 초빙 목4,5,6 동악-4101 70

교선 0 인권과사회 06140 01 3 3 김명연 전임 수1,2,3 동악-4107 80 김명연 전임 수1,2,3 동악-4107 90

교선 0 일제하독립운동과친일파청산 06401 01 3 3 구태환 초빙 수1,2,3 동악-4109 54 구태환 초빙 수1,2,3 동악-4109 70

교선 0 일제하독립운동과친일파청산 06401 02 3 3 구태환 초빙 수7,8,9 동악-2111 54 구태환 초빙 수7,8,9 동악-2111 70

교선 0 정신건강과생태주의행복론 06361 01 3 3 조은평 초빙 목4,5,6 인재-311 54 조은평 초빙 목4,5,6 인재-311 70

이수

구분
학년 과목명 과목코드

2019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변동사항(주간 교양)

* 2019. 07. 31.(수)까지 접수된 변동분이 반영되었습니다.

* 신임교원(강사 포함) 담당 예정과목은 담당교수에 공란으로 표기되었고, 임용완료 이후 배정 예정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표 변경이 가능하오니,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반 학점 시간

변경전 변경후



교선 0 지방분권과시민사회 06399 02 3 3 목7,8,9 동악-4108 54 목7,8,9 동악-4108 80

교선 0 지역공동체기행 05380 01 3 3 최덕천 전임 화1,2,3 동악-4107 54 최덕천 전임 화1,2,3 동악-4107 80

교선 0 지역도시생태의이해 06363 01 3 3 기경석 전임 수7,8,9 식물-501 54 기경석 전임 수7,8,9 식물-501 70

교선 0 지역문화와생명사상 05377 01 3 3 심재관 전임 월7,8,9 동악-2111 54 심재관 전임 월7,8,9 동악-2111 70

교선 0 직업윤리 05375 01 3 3 유현상 초빙 수1,2,3 동악-4114 54 유현상 초빙 수1,2,3 동악-4114 80

교선 0 진로탐색과여성리더십 06409 01 3 3 김원홍 경력 수7,8,9 동악-4101 54 김원홍 경력 수7,8,9 동악-4101 70

교선 0 청년기업을디자인하다 06416 01 3 3 최동규 초빙 수1,2,3 동악-2111 54 최동규 초빙 수1,2,3 동악-2111 70

교선 0 청년을위한사회학 06372 01 3 3 수7,8,9 동악-1106 80 수7,8,9 동악-1106 90

교선 0 취업국어특강 06107 01 3 3 송영순 초빙 수7,8,9 동악-4114 80 송영순 초빙 수7,8,9 동악-4114 90

교선 0 취업국어특강 06107 02 3 3 목7,8,9 동악-3102 80 목7,8,9 동악-3102 90

교선 0 컴퓨터실무활용 II 06360 02 2 2 홍석미 전임 화1,2 동악-3111 40 김형수 초빙 화1,2 동악-3111 40

교선 0 컴퓨터실무활용 II 06360 03 2 2 박찬홍 전임 화3,4 동악-2109 40 김형수 초빙 화3,4 동악-2109 40

교선 0 한국인과한국사회 06371 01 3 3 공제욱 전임 월7,8,9 동악-4109 54 공제욱 전임 월7,8,9 동악-4109 70

교선 0 한국현대사 02139 01 3 3 목7,8,9 동악-2111 54 목7,8,9 동악-2111 70

교선 0 현대세계사 02523 01 3 3 장영민 전임 화1,2,3 동악-3101 54 장영민 전임 화1,2,3 동악-3101 80

교선 0 현대의상징과신화 02225 01 3 3 수7,8,9 동악-1102 54 수7,8,9 동악-1102 70



담당교수 교수구분 요일/교시 강의실
수강

정원

일반선택

가능여부
담당교수 교수구분 요일/교시 강의실

수강

정원

일반선택

가능여부
비고

* 야간학과 전공과목의 경우 변동사항 없음

분반 학점 시간

변경전 변경후

2019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변동사항(야간 전공)

* 2019. 07. 31.(수)까지 접수된 변동분이 반영되었습니다.

* 신임교원(강사 포함) 담당 예정과목은 담당교수에 공란으로 표기되었고, 임용완료 이후 배정 예정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표 변경이 가능하오니,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구분

개설

학과(부)
학년 과목명 과목코드



담당교수 교수구분 요일/교시 강의실
수강

정원
담당교수 교수구분 요일/교시 강의실

수강

정원
비고

교선 0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C0006 02 3 3 정의철 전임   60 정의철 전임   75

교선 0 인간관계의이해 C0030 02 3 3 이태상 전임   60 이태상 전임   75

이수

구분
학년 과목명 과목코드

2019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변동사항(야간 교양)

* 2019. 07. 31.(수)까지 접수된 변동분이 반영되었습니다.

* 신임교원(강사 포함) 담당 예정과목은 담당교수에 공란으로 표기되었고, 임용완료 이후 배정 예정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표 변경이 가능하오니,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반 학점 시간

변경전 변경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