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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경영학과 전공기초 BIZ1101 01 3 회계원리(1) 지은상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경영B202 영어강의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공기초 BIZ1101 02 3 회계원리(1) 이한솔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경영B202 영어강의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공기초 BIZ1102 01 3 조직행동론 (미정)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경영B203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공기초 BIZ1102 02 3 조직행동론 (미정)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경영B203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공기초 BIZ2120 01 3 마케팅 이호선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경영B204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공기초 BIZ2120 02 3 마케팅 이루리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경영B204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공기초 BIZ2122 01 3 경영과학 김학진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경영104

교육과학대학 교육학부 전공선택 EDU2108 01 3 교육심리학 이희승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교517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공기초 KOR1101 01 3 우리말연구의첫걸음 권경일 월2,화2,수2,목2,금2(월3,4,화3,4,수3,4,목3,4,금3,4) 동영상(위209)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공선택 KOR2304 01 3 시쓰기 (미정)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위202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공필수 CLL2102 01 3 중국문학입문 정찬학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위201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공필수 CLL2101 01 3 중국어학입문 진화진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위209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공필수 CLL4303 01 3 고급중국어말하기 왕하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위205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대학교양 YCF1451 01 3 독일어(1) 이진영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위203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대학교양 UCK1104 01 3 독일문화와예술 김성현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외01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대학교양 YCF1501 01 3 프랑스어(1) 임재호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빌210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대학교양 YCF1502 01 3 프랑스어(2) 양서윤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위203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 대학교양 YCI1704 01 3 러시아문화와예술 강철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위B09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 대학교양 UCE1105 01 3 영화의이해 강철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위B09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 대학교양 UCE1105 02 3 영화의이해 김동호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외02  

문과대학 철학과 전공기초 PHI1001 01 3 서양철학의이해 이정은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위B05

문과대학 철학과 전공기초 PHI1002 01 3 동양의가치와철학 전현희 월2,3,화2,3,수2,3,목2,3,금2,3,(월4,화4,수4,목4,금4) 동영상(위215)

문과대학 철학과 필수교양 UCB1105 01 3 서양철학사 정현철 월6,7,화6,7,수6,7,목6,7,금6,7,(월8,화8,수8,금8) 위B05(동영상)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전공기초 LIS1102 01 3 정보기술론 허고은 월6,화6,수6,목6,금6(월7,8,화7,8,수7,8,목7,8,금7,8) 외106(동영상)

문과대학 심리학과 전공선택 PSY3122 01 3 심리통계 한광희,김민선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교604

문과대학 문과대학 일반 HUM2039 01 3 인문학을위한코딩 허고은 월2,3,화2,3,수2,3,목2,3,금2,3,(월4,화4,수4,목4,금4) 동영상(외106)

문과대학 사학과 선택교양 UCG1106 01 3 한국문화유산의이해 조경철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경영101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POL2102 01 3 국제관계론 이태동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연218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공선택 POL4127 01 3 국제정의론 송경호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빌103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전공탐색 PUB1101 01 3 행정학개론 김도윤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연402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전공기초 PUB2107 01 3 정책학개론 황정윤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연404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전공기초 COM2101 01 3 언론학연구방법론 백영민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연108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전공선택 COM3140 01 3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강두선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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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전공선택 COM3176 01 3 빅데이터와 사회 송현진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연211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전공선택 COM3161 01 3 THE MUSIC INDUSTRY IN THE VISUAL AGE 이지훈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연211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공기초 SOC1004 01 3 근대사회사상의흐름 장상철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연402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필수교양 SOC1002 01 3 사회학의이해 김종우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연108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공선택 SOC3311 01 3 문화와사회 하홍규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빌103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전공선택 ANT2103 01 3 가족과 문화 나윤경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연404

상경대학 경제학부 대학교양 ECO1001 01 3 경제학입문 방병국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상본113 영어강의

상경대학 경제학부 대학교양 ECO1002 02 3 경제학개론 이재황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상본113

상경대학 경제학부 전공기초 ECO1103 01 3 미시경제원론 심재훈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연308 영어강의

상경대학 경제학부 전공기초 ECO1104 01 3 거시경제원론 유병하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상본B109

상경대학 경제학부 전공필수 ECO2101 01 3 거시경제학 한원용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상본B112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전공기초 STA1002 01 3 미분적분학 박영자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상본B120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전공기초 STA2102 01 3 선형대수 강성봉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상본B110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전공기초 STA2104 01 3 R과파이썬프로그래밍 정종희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과232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전공기초 STA2105 01 3 통계방법론 이명숙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상본B106

연계전공 디지털예술학 전공선택 FIL4102 01 3 이미지와상상력 김동호 월1,2,3,화1,2,3,수1,2,3,목1,2,3,금1,2,3 위211

음악대학 작곡과 필수교양 UCE1107 01 3 음악사 지형주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음117

음악대학 작곡과 필수교양  YCD1601 01 3 영화로보는현대음악 임지선 월6,7,화6,7,수6,7,목6,7,금6,7(월8,화8,수8,목8,금8) 동영상(음103)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 전공선택 CSI2106 01 3 컴퓨터과학입문 송도경 월2,화2,수2,목2,금2(월3,4,화3,4,수3,4,목3,4,금3,4) 공A685(동영상) 영어강의

학부대학 학부대학 자율선택 UCK1162 01 1 BOOK CLUB(1) 김민선 월5,화5,수5,목5,금5 진A108

학부대학 학부대학 교양기초 YCA1101 01 3 기독교와 현대사회 백영민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신105

학부대학 학부대학 교양기초 YCA1102 01 3 기독교와 세계문화 신익상 월6,7,화6,7,수6,7,목6,7,금6,7,(월8,화8,수8,목8,금8) 동영상(신105)

학부대학 학부대학 교양기초 YCA1103 01 3 성서와기독교 민경식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외01

학부대학 학부대학 대학교양 YCF1351 02 3 일본어(1) 장윤아 월2,3,4,화2,3,4,수2,3,4,목2,3,4,금2,3,4 빌110

학부대학 학부대학 대학교양 YCF1352 01 3 일본어(2) 오현영 월2,화2,수2,목2,금2(월3,4,화3,4,수3,4,목3,4,금3,4) 동영상(빌210)

학부대학 학부대학 대학교양 YCF1409 01 3 ENGLISH FOR BUSINESS 베켓제레미 월1,2,3,화1,2,3,수1,2,3,목1,2,3,금1,2,3 신104

학부대학 학부대학 대학교양 YCF1411 01 3
ENGLISH FOR NATURAL SCIENCES

AND HEALTH SCIENCES
라스무센브라이언 월1,2,3,화1,2,3,수1,2,3,목1,2,3,금1,2,3 신B110

학부대학 학부대학 대학교양 YCF1603 01 3 스페인어(1) 양성혜 월2,화2,수2,목2,금2(월3,4,화3,4,수3,4,목3,4,금3,4) 동영상(신B103)

학부대학 학부대학 대학교양 YCF1603 02 3 스페인어(1) 최유정 월6,7,화6,7,수6,7,목6,7,금6,7,(월8,화8,수8,목8,금8) 신B103(동영상)

학부대학 학부대학 대학교양 YCI1706 01 3 라틴아메리카의사회와문화 최해성 월6,7,8,화6,7,8,수6,7,8,목6,7,8,금6,7,8 연112

학부대학 학부대학 대학교양 YCL1601 01 3 생명과학과 삶 장수철 월2,3,화2,3,수2,3,목2,3,금2,3,(월4,화4,수4,목4,금4) 동영상(외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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