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교양교육과정 2021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구분 영역 교  과  목  명 구분 영역 교  과  목  명 구분 학점

신인재
기초

(진의)
사고와
표현

창의적사고와글쓰기, 
비판적사고력과의사소통, 영어말하기Ⅰ, 
영어말하기Ⅱ

신인재
기초

(진의)
사고와표현

· 윤리

창의적사고와글쓰기, 비판적사고력과의사소통, 
영어말하기Ⅰ, 영어말하기Ⅱ

필수 8

생명윤리, 과학기술자윤리, 사이버윤리 선택 2

(창의) 창의적
문제해결

어드벤처디자인, 유쾌한코딩
(창의) 
창의적

문제해결
어드벤처디자인, 유쾌한코딩 필수 4

(열의)
리더십·
진로

KIUM리더십, 
[신인재의진로찾기, 취업실무전략] 中택1

(열의)
리더십·
진로

KIUM리더십, 
[신인재의진로찾기, 취업실무전략] 中택1

필수 4

사회봉사 선택 1

KIUM상담 Ⅰ-Ⅷ 선택 4

신인재
중점

스마트
융합

[사례로보는빅데이터, IoT가바꾸는세상, 
인공지능의이해]中택1
[빅데이터와정보시각화, 클라우드이해와응용] 
中택1

신인재
중점

스마트
융합

사례로보는빅데이터, IoT가바꾸는세상, 
인공지능의이해, 빅데이터의시각화, 
클라우드의이해 中 택2

필수 4

신인재
균형

대학특성화

자율주행 Ⅰ,Ⅱ
스마트콘텐츠미디어 Ⅰ,Ⅱ
스마트웰니스 Ⅰ,Ⅱ
소프트웨어융합 Ⅰ,Ⅱ

신인재
균형(I)

대학특성화
자율주행과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콘텐츠의 미래, 
스마트웰니스리빙랩, 소프트웨어와 미래사회,
스마트팩토리와 제조혁신

7개영역중
최소
4개 

영역에서
1개
과목
필수
이수

2

의사소통

영어읽기와쓰기, Topic으로보는영어, 
기초일본어, 일본어회화, 기초중국어, 
중국어회화, 명언으로배우는실용한문, 
공감과프레젠테이션

의사소통

초급영어독해작문, 중급영어독해작문, 
Topic으로보는영어
일본어회화Ⅰ, 일본어회화Ⅱ, 중국어회화Ⅰ, 
중국어회화Ⅱ
생활한문, 공감과프레젠테이션

2

인문학

인물로보는한국사, 사건으로보는한국사, 
서양역사와문화, 동아시아역사와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문학의이해, 
즐거운철학이야기, 고전으로읽는세상, 
세계문화여행,  
당신의삶을위한철학의에피소드, 사회봉사

인문학

인물로보는한국사, 사건으로보는한국사, 
서양역사와문화, 동아시아역사와문화, 
현대문학의이해, 고전으로읽는세상
현대사회와다문화, 영상과함께하는세계문화여행,
다큐멘터리로세상읽기, 즐거운철학이야기

2

사회과학

남북관계의현황과전망, 사례로보는생활법률, 
대학생이알기쉬운경제상식, 공학과창업경영, 
인간생활과토지, 퍼스널브랜딩과마케팅, 
부모교육과가족관계, 인간심리와감정치유

사회과학

남북관계의현황과전망, 사례로보는생활법률, 
대학생이알기쉬운경제상식, 재테크와주식, 
공학과경영, 인간생활과토지, 퍼스널브랜딩과마케팅, 
퍼스널브랜딩과소셜미디어, 글로벌에티켓, 
부모교육과가족관계, 인간심리와감정치유

2

자연/
기술과학

생활속의물리, 우주로의여행, 
생활속의수학이야기, 통계로읽는세상, 
생명과학의세계, 생활속의방사선, 
뇌과학이야기, 우리생활의드론, 
인간과로봇의공존, 문화로읽는건축이야기, 
보안과해커, 여성과건강, 
인체질병과건강한삶, 식탁의혁명, 
미생물과의공존, 인간과환경오염, 
재난과안전, 스마트한도시설계, 
자동차의진화, 기후변화와에너지, 
생활속나노기술

자연/
기술과학

생활속의물리, 생활속의수학이야기, 통계로읽는세상
생활속의방사선, 미생물과의공존, 인간과환경오염, 
재난과안전, 기후변화와에너지, 우리생활의드론, 
인간과로봇의공존, 문화로읽는건축이야기, 
보안과해커,  스마트한도시설계, 생활속나노기술, 
생명과학의세계,  뇌과학이야기, 식탁의혁명,
영양과건강이야기, 드론의이해와활용

2

예술/
체육

사진으로세상읽기, 웰빙과웰다잉, 
영화이야기, 만화의이해, 패션과개성연출, 
감성사회와디자인, 명화속의미술이야기, 
생활속의호신술, 스포츠와리더십, 
패션과색채,  뷰티디자인, 
문화콘텐츠로세상읽기, 음악의이해

예술/
스포츠

스토리텔링, 기획과 피칭, 사진으로세상읽기, 
영화이야기, 
명화속의미술이야기, 만화의이해, 
문화콘텐츠로세상읽기, 감성사회와디자인, 
패션과색채, 패션과개성연출, 뷰티디자인, 
음악의이해, 태권도헬스케어, 스포츠와리더십, 
웰니스라이프, 스포츠재활과 생활건강, 
생활속건강요가, 여성과 건강, 인체질병과건강한삶
미디어와아트

2

자기설계

자기설계교양Ⅰ
자기설계교양Ⅱ
자기설계교양Ⅲ 
자기설계교양Ⅳ 
자기설계교양Ⅴ

공학기반
기초수학, 공학수학, 선형대수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 일반화학실험

2

자유
교양

계열기초
기초수학, 공학수학, 선형대수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 일반화학실험

신인재
균형(II)

자기설계

자기설계교양Ⅰ(베이직), 
자기설계교양Ⅱ(브릿지:미래주도역량), 
자기설계교양Ⅲ(브릿지:글로컬리더십), 
자기설계교양Ⅳ(브릿지;자아실현역량), 
자기설계교양Ⅴ(컨버전스: 전공전문)

필요시

윤리 생명윤리, 과학기술자윤리, 사이버윤리 스타트업

기업가정신, 스타트업인사관리전략,
스타트업투자재무전략,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창업,
창업캡스톤디자인실습, IT창업과사업화전략, 
사회문제를해결하는소셜벤처, 
신기술트렌드와벤처창업, 3D프린팅기술창업, 
기업가정신Ⅱ, 블록체인기술과창업실무

일반교양

신기술트렌드와벤처창업, 행복한삶과가족, 
1인미디어콘텐츠제작과창업, FTA이야기, 
5G와스마트콘텐츠, 
사회문제를해결하는소셜벤처, 
웹툰과스마트콘텐츠,  IT창업과특허기술, 
대구경북의이해, 경산의문화와산업, 
국제사회와정치, 민주주의와선거,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창업, 
스타트업재무전략, 실용금융, 
직업의세계와진로설계, 캠퍼스스타트업

스마트콘텐츠
5G와스마트콘텐츠, 웹툰과스마트콘텐츠, Special 
Topic Class3

지역·사회 대구경북의이해, 행복한삶과가족, 보육학개론 

정치·금융 민주주의와선거, 국제사회와정치, 실용금융

    ※ 사회봉사 교과목은 사회봉사센터 주관 12시간 봉사(무학점, P/F)로 대체 가능
    ※ 2020학번, 2021학번은 교양 최대이수 학점을 50학점으로 제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