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1학기 강 의 시 간 표
(월요일) (예술대학원)

요일
교시
(시간)

개설학과
이수
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교수명 학점 강의실 비고

전공 23073 한국영화연구 홍소인 2 B104호 <강의실>

월

1교시

(18:30

～

19:50)

공연영상학과

전공 49692 공동창작워크샵 백남영 2
304관

B101호 <연기연습실1>

전공 50704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이창봉 2 B106호 <강의실>

전공 57342 마일스 데이비스 작곡 분석 이두헌 2
B111호 

<실용음악실기실>

공통 57348 문화콘텐츠연구 조혜정 2 B203호 <강의실>

예술경영학과

전공 57352 메타미술비평 김영호 2 205호 <강의실>

전공 57355 축제이벤트 김찬형 2 B105호 <강의실>

전공 57357 통계의 이해 김대진 2
303관 210호 

<다빈치 클래스룸>

미술디자인학과

전공 48031 디자인연구조사방법론Ⅰ 서혜옥 2 604호 <강의실>

전공 53459 도시와공간디자인연구 손현지 2 B204호 <강의실>

공통 53701 서양 근·현대미술사 정소라 2 302관 407호 <강의실>

전공 57345 예술사진제작 II 천경우 2 204호 <강의실>

2교시

(20:00

～

21:20)

공연영상학과

전공 48058 시학과스토리텔링 이대영 2 205호 <강의실>

전공 50881 영상미디어연출론 윤부희 2 B104호 <강의실>

전공 52599 동시대뮤지컬의흐름 현수정 2
304관

B101호 <연기연습실1>

전공 57341 비틀즈 음악분석 II 이두헌 2
B111호 

<실용음악실기실>

예술경영학과

전공 50716 소장품운영관리론 김찬형 2 B104호 <강의실>

전공 55497 도시재생과 브랜드전략 김현희 2 B105호 <강의실>

전공 57349 대중문화콘텐츠분석 조혜정 2 B103호 <강의실>

미술디자인학과

전공 27507 시각커뮤니케이션 심수연 2 B204호 <강의실>

전공 50970 뷰티디자인 연구방법론 서혜옥 2 604호 <강의실>

전공 53464 작품연구조사방법론Ⅰ 정영한 2 302관 407호 <강의실>

전공 57346 근현대사진의 기술적 표현 II 서학연 2
903호 

<영상편집제작실>

* 입학년도별 졸업 이수 학점

                             

구분
이수기준 비고

총 취득학점
28학점 이상

(전공18/공통6/자유선택4) 또는 (전공22/공통6)

 - 자유 선택 : 타 학과 과목 

 - 공통 : 본인 소속 학과의 공통필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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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강 의 시 간 표
(수요일) (예술대학원)

요일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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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1교시

(18:30

～

19:50)

공연영상학과

전공 48045 드라마와대중서사 임석진 2 605호 <강의실>

전공 48065 사실주의연기 배민희 2
304관

B102호 <연기연습실2>

전공 48685 인물유형과성격창조 정영욱 2 603호 <강의실>

전공 48692 미디오케스트레이션 윤혜진 2 B111호 <실용음악실기실>

전공 57340 OTT영상플랫폼연구 남궁은 2 B204호 <강의실>

예술경영학과

공통 57047 예술사회학 김현희 2 B106호 <강의실>

전공 57350 지역문화콘텐츠개발론 윤정국 2 B203호 <강의실>

전공 57353 디지털뮤지엄소장품연구 이승수 2 204호 <강의실>

전공 57354 논문작성세미나2 권병웅 2 B103호 <강의실>

미술디자인학과

전공 48035 작품프로젝트Ⅲ 김희현 2 604호 <강의실>

전공 53458 화장품학개론 임소연 2 B104호 <강의실>

전공 57344 사진미학 오혜리 2 205호 <강의실>

2교시

(20:00

～

21:20)

공연영상학과

공통 28242 현대사회와영화 최정인 2 605호 <강의실>

공통 52986 논문연구방법론2 최재오 2 603호 <강의실>

전공 55494 1인 크리액터 연기실습 조예신 2
304관

B101호 <연기연습실1>

전공 57343 문화콘텐츠산업의 미래 이승하 2 B106호 <강의실>

전공 57392 게임음악 작.편곡 실습. 이범석 2 B111호 <실용음악실기실>

예술경영학과

전공 54541 문화예술기관경영 윤정국 2 B203호 <강의실>

전공 55805 스토리노믹스 권병웅 2 B103호 <강의실>

전공 57351 아시아미술교류사 최선주 2 B107호 <컴퓨터실습실>

전공 57356 메타버스의 이론과 실제 양수진 2 B204호 <강의실>

미술디자인학과

전공 50983 미용문화사 연구 안미려 2 204호 <강의실>

전공 52652 작품연구II 정보영 2 302관 407호 <강의실>

공통 55500 실감형 콘텐츠의 이해와 활용 구자은 2 B104호 <강의실>

전공 57347 사진창작세미나 추후배정 2 205호 <강의실>

* 입학년도별 졸업 이수 학점

                             

구분
이수기준 비고

총 취득학점
28학점 이상

(전공18/공통6/자유선택4) 또는 (전공22/공통6)

 - 자유 선택 : 타 학과 과목 

 - 공통 : 본인 소속 학과의 공통필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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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