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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요일 교시
시간( ) 개설학과 개설전공 이수

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교수명 학점 강의실 비고

월

교시1

(18:30

～

19:50)

공연영상학과

학과전체 공통 49690 대중문화와 트렌드 장은미 2 B105

영화영상미디어 전공 48691 조명과 색채 김광섭 2 603

연기뮤지컬 전공 48053 영상연기 김종창 2
B101
관(304 )

실용음악 전공 41869 음악논문작성법 최진호 2 B111

미디어스토리텔링 전공 50421 드라마 창작세미나 주찬옥 2 B204

예술경영학과

학과전체 공통 41382 문화콘텐츠의 이해 조혜정 2 B103

예술경영 전공 48695 문화도시브랜딩 황동열 2 B203

박물관미술관 전공 48070 현대미술비평 김영호 2 B104

미술디자인학과

학과전체 공통 39384 미술이해와 감상 김향숙 2 604

뷰티디자인 전공 51731 메이크업트랜드연구Ⅰ 안미려 2 606

시각디자인 전공 36880 디자인분석 서혜옥 2 605

교시(2 )

20:00

21:20～

공연영상학과

미디어스토리텔링 공통 51726 작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김형수 2 B105

영화영상미디어 전공 51724 드라마연구방법론TV 최정인 2 603

실용음악 전공 51771 가창연구 남예지 2 B111

예술경영학과

학과전체 공통 30914 문화예술과 법 임남향 2 B103

문화콘텐츠 전공 42998 문화원형연구 조혜정 2 B203

박물관미술관 전공 50716 소장품운영관리론 김시덕 2 B204

미술디자인학과

학과전체 공통 41855 감성미디어 콘텐츠& 류남길 2 706

뷰티디자인 전공 50529 작품분석세미나 서혜옥 2 605

시각디자인 전공 48041 디자인비평과 기획 최희선 2 604

미술 전공 28251 서양미술사연구 박응주 2 B208

입학년도별 졸업 이수 학점*

구분
이수기준 비고

총 취득학점
학점 이상28

전공 공통 자유선택 또는 전공 공통( 16/ 8/ 4) ( 20/ 8)

자유선택 타 학과 과목-. :

공통 공통필수 공통선택 교양-. : , , .

매 학기별로 과목 학점까지 신청가능 함1. 3 6 .

재학 중 직전 학기 평점 이상시 회에 한해 학점 추가 수강신청 가능 함2 4.3 1 2 .

▶ 수강신청 현황에 따라 강의실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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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

요일 교시
시간( ) 개설학과 개설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교수명 학점 강의실 비고

수

교시(1 )

18:30

19:50～

공연영상학과

영화영상미디어 전공 05286 다큐멘터리 연구 신상기 2 603

연기뮤지컬 전공 48689 단막극 실습 오경택 2
B101
관(304 )

실용음악 전공 51807 대중음악감상론 김레다 2 B111

미디어스토리텔링 전공 51727 영상콘텐츠 기획실습 이은규 2 604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 전공 47357 문화예술프로젝트2 황동열 2 B105

박물관미술관 전공 50715 박물관학특론 김종대 2 B104

문화콘텐츠 전공 51609 하이퍼컬처와 문화콘텐츠 권병웅 2 B103

미술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48034 작품프로젝트Ⅱ 이지성 2 606

시각디자인

중국필수( )
공통 48033 작품프로젝트Ⅰ 남종희 2 706 중국 차3 4 5

뷰티디자인 전공 51732 뷰티마케팅 연구 박상훈 2 605

미술 전공 48615 창작연구세미나Ⅰ 정용일 2 111

교시(2 )

20:00

21:20～

공연영상학과

영화영상미디어 전공 51725 디지털영화와 뉴미디어 조혜영 2 603

실용음악 전공 51772 세기 대중음악 분석20 정다운 2 B111

미디어스토리텔링 전공 48057 시적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이승하 2 706

연기뮤지컬 전공 48065 사실주의 연기 강민호 2
B101
관(304 )

예술경영학과

학과전체 공통 27552 문화정책론 최규학 2 B103

예술경영 전공 30573 문화예술마케팅 김찬형 2 B203

문화콘텐츠 전공 51608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조혜정 2 B104

예술경영 전공 47356 연구논문세미나2 황동열 2 B204

문화콘텐츠 전공 36894 문화콘텐츠세미나1 권병웅 2 B105

박물관미술관 전공 28265 박물관교육론 서원주 2 B208

미술디자인학과

학과전체 공통 51730 뷰티산업연구 김종숙 2 604

시각디자인 전공 39387 멀티미디어콘텐츠론 황동호 2 605

미술 전공 24009 현대미술의 이해 이재걸 2 606

월( )

오전10:00
미술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중국 필수( )
전공 36880 디자인분석 서혜옥 2 204 중국 차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