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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정의진리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성적
평가

비고

공통
교양

GELI001 자유정의진리Ⅰ 3 정규
학기

절대
평가

■ 내국인반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필수이수GELI002 자유정의진리Ⅱ

GELI003 자유정의진리Ⅰ ■ 외국인반
■ 2020학년도 이후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부터 필수이수
■ 한국어 수준별 분반 적용

GELI004 자유정의진리Ⅱ

- 시간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함.
- 자유정의진리Ⅰ 이수 후 자유정의진리Ⅱ를 이수해야 함. (동시 수강 불가)
-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자유정의진리ⅠⅡ”를 수강하지 않아도 됨.
- 2020학년도 편입생은 본인 학번의 교과과정을 확인하도록 함.
 

2.     글쓰기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성적
평가

비고

공통
교양

GEWR001 글쓰기 2 매학기 절대
평가

■ 내국인반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필수이수
■ 단과대별 신입생 이수학기 지정

정규
학기

■ 외국인반
■ 2020학년도 이후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부터 필수이수
■ 한국어 수준별 분반 적용

- 시간표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함.
- 계절수업에는 최초 수강이 불가함.
- 체육특기자, 사이버국방학과, 재외국민, 재수강(신입생이 아닌 미이수자 포함) 분반은 따로 운영함.
- 신입생이 아닌 재수강/미이수자는 반드시 “재수강 분반”에 수강신청하여야 함.
- (2018학년도 이전 내국인 입학생, 2020학년도 이전 외국인 입학생 대상) 유사과목은  수강신청사이트>과목조회>
학부유사과목에서 확인 가능함.
※ 2019학년도 2학기까지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을 위한 추가 설명

① GETE015 사고와표현Ⅰ 재수강/미이수자 ⇒ GEWR001 글쓰기 외국인반 이수
(한국어 어학수준에 맞는 초급/중급/고급 분반 중 선택해야 함)
② GETE016 사고와표현Ⅱ 재수강/미이수자 ⇒ SPFL131 심화글쓰기 외국인반 이수
 (한국어 어학수준에 맞는 초급/중급/고급 분반 중 선택해야 함,

심화글쓰기는 “선택교양” 영역에 있으나 졸업사정시에는 공통교양으로 인정됨,
글쓰기와 심화글쓰기는 동시에 수강 가능함.
졸업사정 관련하여는 본인 소속 학과에서 확인 바람)

 
3.     1학년세미나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
학기

성적
평가

비고

공통
교양

GEKS005 1학년세미나Ⅰ 1 1학기 P/F ■ 성적은 1학년세미나 지도교수의 재량으로
부여GEKS006 1학년세미나Ⅱ 2학기

- 해당 학기 입학 신입생은 학과별 분반에 자동 수강신청됨. (1학기 입학 신입생의 경우  2학기 때 수강 시 직접
수강신청 필요)
- 재수강/미이수자(재학생)/편입생은 본인 소속 학과 분반에 직접 수강신청함.
- “지도교수 분반제”와 “온라인합동강좌”로 구성됨.
- 본 교과목은 멘토링 특화 교과목이므로 1학년세미나Ⅰ과 Ⅱ를 순차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됨.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대상) 유사과목은 수강신청사이트>과목조회>학부유사과목에서 확인 가능함.
 

4.     정보적사고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 성적 비고



  

개설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인정영역 비고

법학과 JURA150 법학통론 사회의이해

철학과 PHIL153 서양철학입문 윤리와사상

철학과 PHIL154 동양철학입문 윤리와사상

철학과
PHIL156

(PHIL155)

비판적사고와논리

(실용논리학)
정량적사고 유사과목

한국사학과 HOKA151 한국사의새로운해석 역사의탐구

한국사학과
HOKA156

(HOKA152)

한국사개론

(한국사의재조명)
역사의탐구 유사과목

사학과
HOEW153

(HOEW151)

동아시아사의재조명

(동양사의재조명)
역사의탐구 유사과목

사학과
HOEW154

(HOEW152)

새로보는서양의역사

(서양사의재조명)
역사의탐구 유사과목

사회학과
SOCI153

(SOCI151)

사회학개론

(사회학의이해)
사회의이해 유사과목

생명과학부 LIBS150 생명과학 과학과기술

환경생태공학부 LIET153 생물통계학 정량적사고

정치외교학과 POLI161 정치학원론 사회의이해

통계학과 STAT170 기초통계학 정량적사고

행정학과 PAPP160 행정학개론 사회의이해
2012학년도부터는 인정과목에서 제외됨

2010~2011학년도 수강자만 가능함

지리교육과 GEOG151 지리학입문 사회의이해

디자인조형학부 ARDE153 현대미술론 문학과예술

디자인조형학부 ARDE161 동양미술사 문학과예술

학기 평가
공통
교양

GECT001 정보적사고 1 2학기 P/F ■ 신입생은 자동 수강신청(재학생은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MOOC 교과목
 

5.     Academic English
- 국제어학원 안내사항에서 확인함.
 

6.     핵심교양
- 졸업 이수 요건: 학년도 및 학과별 교육과정 확인 필요함.
- 2016학년도부터 절대평가 시행함.
- 핵심교양 인정제도는 재학기간 중 1개 교과목만 인정됨.
단, 본인 소속의 학과(제1전공)가 개설하는 교과목은 제외하며, 2010년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한 학기 최대 2개 교과목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핵심교양 인정과목 목록(2019. 5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