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IT공과대학 핵심교양영역 운영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기준 변경에 따라 핵심교양영역(공학인증의 ‘전문교양’) 교과목의 운영
방법을 변경하게 됨
- 2016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심의 일정에 따라 최근 변경 사항이 확정됨
- 핵심교양영역 교과목의 선택 기회 확대 및 이수 학점 축소(10학점→9학점)

◯ 공과대학/IT공과대학 핵심교양영역 운영 변경 사항
2015학년도(변경 전)
공학커뮤니케이션

공통 필수

공학과 윤리
창의적 사고
과학기술과지식재산
테크노 경영*
나눔의 공학
디자인과 혁신
경제학의 이해*
경영학의 이해*

2016학년도(변경 후)

선택 필수(2과목)
단, 테크노 경영, 경제학의
이해, 경영학의 이해 중
1과목만 수강 인정

필수 이수 학점

핵심교양 1영역
(인간과 문화 영역)

택 1 필수

핵심교양 2영역
(사회와 가치)

택 1 필수

핵심교양 4영역
(미적체험과 표현)

택1 필수

10학점

필수 이수 학점

9학점

- 적용 대상 및 시점 : 공과대학/IT공과대학의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 2015학번 이전 학생들에 대한 ‘핵심교양영역’ 이수학점 경과 조치 : 2016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경과 조치를 마련함
- 기존 전문교양교과목의 교과목명/학점/교양 영역 등 변경 사항
2015학년도(변경 전)
학수번호

교과목명

2016학년도(변경 후)
학점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영역

ACE1001 창의적사고

3

GEC3015

창의와 혁신

3

핵심교양 3영역(자연과 과학)

ACE1002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3

GEC2015

지식재산 이론과 실제

3

핵심교양 2영역(사회와 가치)

ACE1003 테크노 경영

3

GEG1100

테크노 경영

3

일반교양 1영역(인문/사회/자연영역)

ACE1004 나눔의 공학

3

GEC2014

나눔 프로젝트

3

핵심교양 2영역(사회와 가치)

ACE1005 디자인과 혁신

3

GEG4031

디자인과 혁신

3

일반교양 4영역(예술/체육/건강)

ACE3001 공학커뮤니케이션

2

GEG3057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3

일반교양 3영역(실용/진로.산학/봉사)

ACE4001 공학과 윤리

2

GEC1020

과학기술과 윤리

3

핵심교양 1영역(인간과 문화)

- 이수학점 경과 조치 : 2015학번 이전 학생들은 이미 수강한 기존 전문교양 교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아래의 사례와 같이 핵심교양영역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최소 7학점, 3개 교과목 이상)

- 적용 사례
기존 전문교양(핵심영역) 이수 현황(사례)

추가로 이수해야할 과목

- 공통필수 교과목(우측 [비고]란 참고) 중

- 핵심교양 2/4 영역(사회와 가치, 미적

1개 교과목 이수 (2학점)

체험과 표현)에서 영역별 각 1개(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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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존 전문교양(핵심영역) 이수 현황(사례)

추가로 이수해야할 과목

비고

개) 교과목 이수(6학점)
- 공통필수 교과목(우측 [비고]란 참고) 2개
교과목 이수(4학점)

- 핵심교양 2/4 영역(사회와 가치, 미적
체험과 표현) 중 1개 영역을 선택
- 영역별 1개(총 1개) 교과목 이수(3학점)

[기존
전문교양(핵심영역)
교과목]

- 전문교양 선택 필수 교과목(우측 [비고]란
참고) 중 1개 교과목 이수(3학점)

- 전문교양 선택 필수 교과목(우측 [비고]란
참고) 중 2개 교과목 이수(6학점)

- 핵심교양 1/4 영역(인간과 문화, 미적

(공통 필수)

체험과 표현)에서 영역별 각 1개(총 2

◦ 공학커뮤니케이션

개) 교과목 이수(6학점)

◦ 공학과 윤리

- 핵심교양 1/4 영역(인간과 문화, 미적
체험과 표현) 중 1개 영역을 선택
- 1개(총 1개) 교과목 이수(3학점)

(선택 필수)
◦ 창의적 사고
◦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테크노 경영
- 전문교양 공통 필수 교과목 1개(2학
점)+전문교양 선택 필수 교과목(우측 [비
고]란 참고) 중 2개 교과목 이수(6학점)

- 전문교양 공통 필수 교과목 2개(4학
점)+전문교양 선택 필수 교과목(우측 [비
고]란 참고) 중 1개 교과목 이수(3학점)

- 전문교양 선택 필수 (우측 [비고]란 참고)
중 3개 교과목 이수(9학점)

- 핵심교양교과목 이수 완료

◦ 경제학의 이해

- 핵심교양교과목 관련하여 추가로 이

◦ 경영학의 이해

수해야할 과목 없음
- 핵심교양교과목 이수 완료
- 핵심교양교과목 관련하여 추가로 이
수해야할 과목 없음
- 핵심교양교과목 이수 완료
- 핵심교양교과목 관련하여 추가로 이
수해야할 과목 없음

- 기존 전문교양 공통/선택 필수 교과목
(우측 [비고]란 참고) 모두를 미이수

- 핵심교양 1/2/4 영역(인간과 문화, 사
회와 가치, 미적체험과 표현)에서 영역별
각 1개 (총 3개) 교과목 이수(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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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 공학
◦ 디자인과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