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2학기 강 의 시 간 표

(월요일)

요일 교시
(시간) 개설학과 이수

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교수명 학점 강의실 비고

월

1교시

(18:30

～

19:50)

공연영상학과

공통 50415 픽션과 논픽션 주찬옥 2 B104

전공 41869 음악논문작성법 최진호 2 B105

전공 48053 영상연기 조인표 2 304관 B101

전공 52989 영화사운드와편집 이강석 2 206

예술경영학과

전공 30571 문화과학 황동열 2 B103

전공 52996 프로그램기획론 양수진 2 B106

공통 28265 박물관교육론 백령 2 606

전공 39426 신화와 문화콘텐츠 조혜정 2 603

미술디자인학과

공통 38439 미술과 문화 김영호 2 204

공통 32261 누드와드로잉Ⅰ 당영란 2 B203

전공 52990 석사논문연구 서혜옥 2 604

(2교시)

20:00

～21:20

공연영상학과

전공 47366 신화와 문학 이승하 2 603

공통 52980 한국대중음악사 남예지 2 B104

전공 48064 뮤지컬레퍼토리실습 현수정 2 304관 B101

전공 52988 영상콘텐츠마케팅 김혜원 2 605

예술경영학과

전공 52977 문화정책사례연구2 최병구 2 B106

전공 42979 연구논문세미나1 박양우 2 B103

전공 28257 박물관마케팅 이형주 2 204

전공 41391 문화콘텐츠 비평론 조혜정 2 B105

미술디자인학과

전공 53000 작품연구Ⅲ 정영한 2 111

전공 27507 시각커뮤니케이션 서혜옥 2 604

전공 52992 뷰티매니지먼트연구 정재윤 2 606

* 입학년도별 졸업 이수 학점

                             

구분
이수기준 비고

총 취득학점
28학점 이상

(전공18/공통6/자유선택4) 또는 (전공22/공통6)
 -. 자유선택 : 타 학과 과목 
 -. 공통 : 공통필수, 공통선택, 교양 .

1. 매 학기별로 3과목 6학점까지 신청가능 함. 

2 재학 중 직전 학기 평점 4.3 이상 시 1회에 한해 2학점 추가 수강신청 가능 함.

▶ 수강신청 현황에 따라 강의실은 변경될 수 있음.

2017학년도 2학기 강 의 시 간 표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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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1교시)

18:30

～19:50

공연영상학과

전공 50704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이창봉 2 B104

전공 51807 대중음악감상론 김레다 2 204

전공 48693 실용음악작곡법1 황상준 2 B111

전공 48689 단막극실습 이지수 2 304관 B101

전공 42977 미디어퍼포먼스 장은미 2 B106

예술경영학과

공통 42990 예술경영개론 박양우 2 B103

공통 51966 박물관학개론 김종대 2 605

전공 35437 문화콘텐츠 세미나2 권병웅 2 B105

미술디자인학과

전공 49705 창작연구세미나Ⅲ 정용일 2 205

전공 50714 환경색채디자인 최희선 2 603

공통 52999 화장문화사 오명석 2 604

(2교시)

20:00

～21:20

공연영상학과

전공 52994 플롯의 유형과 창작방법론 이대영 2 605

전공 50705 실용음악이론 안진아 2 B111

공통 52986 논문연구방법론2 최재오 2 B103

전공 52984 뮤지컬보컬1 장지영 2 304관 B101

전공 52987 비주얼스토리 최정인 2 603

예술경영학과

전공 52995 4차산업시대의 콘텐츠 이준근 2 903

전공 47357 문화예술프로젝트2 황동열 2 B105

전공 50716 소장품운영관리론 김시덕 2 B104

전공 39114 공간콘텐츠 개발론 권병웅 2 B106

미술디자인학과

전공 53002 현대미술연구 이재걸 2 205

전공 49700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인하 2 204

전공 52991 헤어 및 패션디자인연구 이해영 2 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