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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수강신청일정및개요

1. 수강신청시스템 : http://sugang.korea.ac.kr

2. 신(편)입생수강신청일자: 3.4(수) 10:00 – 3.5(목) 12:00

3. 수강신청정정
-편입생(3학년) : 3. 23(월) 19:30 – 3. 24(화) 12:00

-신입생(1학년) : 3. 23(월) 21:30 – 3. 24(화) 12:00          

-전체정정 : 3. 24(화) 18:30 – 3. 25(수) 12:00

-폐강교과목신청학생 : 3. 27(금) 18:30 – 3. 28(토) 09:00

(폐강교과목공고: 3.27(금) 포탈-게시판-공지사항-학사일정)

- ‘2020학년도 1학기수강신청일정-코로나 19 관련변경’

참조

4. 수강신청학점 : 최소 1학점 ~ 최대 19(단, 사범대20/의대 30/

사이버국방학과, 약학과 22학점)학점
- ID : 학번, PW : 포탈비밀번호
-신(편)입생은 3월 1일부터포탈에가입할수있음.

-수강신청은위수강신청일에만가능함. 

-기타 수강신청방법은 ‘수강신청매뉴얼’참조

5.정규학기강의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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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서울캠퍼스)

1교시
9:00-
10:15

2교시
10:30-
11:45

3교시
12:00-
12:50

4교시
13:00-
13:50

5교시
14:00-
15:15

6교시
15:30-
16:45

7교시
17:00-
17:50

8교시
18:00-
18:50

강의시간(세종캠퍼스)

1교시
9:00-
09:50

2교시
10:00-
10:50

3교시
11:00-
11:50

4교시
12:00-
12:50

5교시
13:00-
13:50

6교시
14:00-
14:50

7교시
15:00-
15:50

8교시
16:00-
16:50

9교시
17:00-
17:50

10교시
18:00-
18:50

http://sugang.korea.ac.kr/


교육과정안내



교육과정안내

교양

전공

기타

• 공통교양
• 핵심교양
• 전공관련교양
• 선택교양

• 기본전공
• 심화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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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졸업요구학
점

• 130 : 아래학과를제외한학과
• 140 : 사범대학전학과
• 165 : 공과대학건축학과
• 172 : 의과대학의학과

• 교양
• 자학과전공
• 타학과전공
등졸업요구학점을채우기위해이수



교양교육과정

안내



교양교육과정안내

공통교양

핵심교양

전공관련
교양

선택교양

• 자유정의진리 (I, II)

• 글쓰기
• Academic English (I, II)

• 1학년세미나 (I, II)

• 정보적사고

• 총 7개의영역에서다양한과목개설

• 학과별상이

* 고려대학교교양과목은크게공통교양, 핵심교양, 전공관련교양, 선택교양의 4가지영역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4가지영역중공통교양영역의과목들은고려대학교의모든학생들이졸업을위해반드

시

이수해야합니다. 

* 핵심교양, 전공관련교양, 선택교양의졸업이수요건은학과별로상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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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수강신청안내



1학년 1학기수강신청안내

1학년은교양과목을중심으로수강신청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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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취득학점 비고

공통교양

자유정의진리 3 자유정의진리 I

글쓰기 2
1학기에 수강하여야 할 학과와 2학기에 수강하여야
하는 학과로 나뉩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Academic 
English

1 Academic English I

1학년세미나 1 1학년세미나 I

공통교양 수강신청 학점 소계 7

가. 1학년 1학기에수강할공통교양과목 (예)

다. 1학년 1학기에수강할전공관련교양과목(학과에따라신청여부가
달라짐)

1) 보통인문사회계캠퍼스의경우본인이직접수강할과목을선택하여
수강신청합니다. 

2) 공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사범대학, 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이과대학,  

정보대학은소속에따라과목과분반이정해져있고, 신입생수강신청
기간
내학과별정해진분반으로자동수강신청됩니다.

나. 1학년 1학기에수강할핵심교양과목 (예)

영역 취득학점 비고

핵심교양 7개 영역 3~6
인문학 관련 영역(세계의문화, 역사의탐구, 문학과예
술, 윤리와사상) 중 1개 영역을 포함하여 이수함 .
(각 3학점)

핵심교양 수강신청 학점 소계 3~6



글쓰기과목이수학기

1. 글쓰기 1학기이수학과 (재외국민제외)

• 해당학과 :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공과대학(건축사회환

경공학

부제외), 체육특기자, 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언

어학과, 

노어노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서어서문학과, 한문학과

•단, 재외국민은학과에관계없이하단의 <2. 글쓰기 2학기이수학과>기준을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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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평가방법

GELI001 자유정의진리Ⅰ 3(3)

절대
평가

GEWR001 글쓰기 2(3)

IFLS011 Academic English Ⅰ 1(2)

GEKS005 1학년세미나Ⅰ 1(1) P/F

<글쓰기 1학기이수학과의수강신청권장공통교양과목표 (재외국민제외)>

2. 글쓰기 2학기이수학과 (재외국민포함)

•해당학과 : 문과대학사학과, 한국사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경영대학, 정경대학, 국

제학부, 

사범대학(체육특기자제외), 디자인조형학부, 미디어학부, 자유전공학부, 컴퓨터학과, 건축사

회환경공

학부, 사이버국방학과, 재외국민(소속학과에관계없음)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평가방법

GELI001 자유정의진리Ⅰ 3(3)
절대
평가

IFLS011 Academic English Ⅰ 1(2)

GEKS005 1학년세미나Ⅰ 1(1) P/F

<글쓰기 2학기이수학과의수강신청권장공통교양과목표 (재외국민포함)>



단과대학별

수강신청과목

예시



단과대학별수강신청과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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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LI001 자유정의진리 I 3

IFLS011 Academic English I 1

GEKS005 1학년세미나 I 1

BUSS152 회계학원리 3

BUSS154 경영통계 3

BUSS164 경영과사회 3

ECON171 경제원론I 3

소계 17

OO 대학 1학년 1학기수강신청과목예시

대학 학과(부) 교내전화 학과 홈페이지 주소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3290-4963 eco.korea.ac.kr

OO 대학/학과행정실연락처

※상기는수강신청과목예시이며, 학생개인의선택에따라달리수강
신청할수있습니다.  자동수강신청되는과목이있는학과는해당과목
을을표시하고임의삭제하지말라는등의안내를넣어주시기바랍니다.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LI001 자유정의진리 I 3

IFLS011 Academic English I 1

GEKS005 1학년세미나 I 1

GEWR001 글쓰기 2

LIBS151 일반생물학및연습 I 3

LIBS153 일반생물학실험 I 1

LIET151 화학의기초및연습 I 3

LIET155 화학의기초실험 I 1

- 핵심교양과목 3

소계 18

(예시 1)

(예시 2)



수강신청사이트에서

교양과목개설정보

확인방법



교양과목개설정보확인방법

1. 수강신청사이트(sugang.korea.ac.kr)에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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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수강신청시스템 (sugang.korea.ac.kr)에접속(로그인필요없음)

• – [과목조회] – [학부교양/교직/기타과목]  - [1학년세미나] 옆화살표클릭

•확인하려는교양과목의영역을클릭후오른쪽상단의조회버튼을클릭하면, 해당영역에서개설된모든

교양과목을확인할수있습니다.

•핵심교양은 7개의세부영역 (과학과기술, 문학과예술, 세계의문화, 역사의탐구, 윤리와사상정량적사고

으로과목을조회해야합니다. 



공통교양

내용안내



공통교양안내 – 1. 자유정의진리

1. 과목소개

2. 수업체계

• <자유정의진리>는 Flipped Class방식을적용한교과목입니다.

- Flipped Class : 수업전학습관리시스템(LMS)에수업자료를탑재하여수강생들이스스로학습한

후(온라인수업), 출석수업에서는토론과연습등에중점을두는교육방식

• <자유정의진리>는온라인강의수강, 질의응답, 소그룹토론, 종합발표의총 4차시가 1단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1단원수업은 2주동안진행되며, 1학기동안총 6단원의수업이이루어집니다. 

•토론조및강의에관한상세정보는개강첫주오리엔테이션에서공지하므로, 반드시첫주수업에

참석해야합니다. 

1차시
온라인수
업

인문∙사회∙자연

과학을망라한

융합적교양지

식을 조직적으

로구성하여전

달

2차시
질의응답

주제별내용에

대한이해및심

화,  쟁점의공유

와 문제의식의

생성

3차시
소그룹토
론

소그룹토론을

통한협동학습, 

의사소통및말

하기능력신장

오프라인강의 (교실수업)
온라인강의

(블랙보드수강)

4차시
종합발표

심화∙발전된주

제를중심으로

조별발표, 문제

의식과쟁점을

조직화

<자유정의진리 1단원수업흐름도>

가. 과목명 : 자유정의진리Ⅰ, 자유정의진리Ⅱ

나. 학수번호 : GELI001, GELI002

다. 학점 / 강의시수 : 과목당 3학점 / 3시수

라. 학습내용

• <자유정의진리> 학생주도형토론중심수업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망라한인류

지성사를통해비판적 · 창의적 · 융합적사고능력을배양합니다. 

• 1학기수강과목인 <자유정의진리Ⅰ>에서는인간에대한이해와가치탐구의양상을살펴봅니다.

• 2학기수강과목인 <자유정의진리Ⅱ>에서는세계에대한이해와실천적인식의패러다임을탐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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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안내 – 1. 자유정의진리

3. 수강신청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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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정의진리>는수강신청기간에수강신청사이트(sugang.korea.ac.kr)에접속하여원하는

분반에직접수강신청합니다. 

• < 자유정의진리Ⅰ>은 1학기에만, < 자유정의진리Ⅱ>는 2학기에만개설되는과목입니다.

• < 자유정의진리Ⅰ>을수강한이후 < 자유정의진리Ⅱ>를수강할수있습니다. 

• <자유정의진리>는내국인이수강할수있는과목과외국인이수강할수있는과목이다릅니다. 따라서

내국인은 <자유정의진리> 외국인특별반 (학수번호 GELI003, 004)에수강신청할수없습니다. 

•재외국민은내국인과마찬가지로 <자유정의진리>내국인반 (학수번호 GELI001, 002)에수강신청해야

하며, <자유정의진리>외국인특별반에수강신청할수없습니다. 

•반드시학수번호 GELI001 과목에수강신청해야합니다.  (내국인은외국인을대상으로개설된

자유정의진리Ⅰ(학수번호 : GELI003)에수강신청할수없음)

•강의실정보는 [강의시간/강의실] 또는 [교과목명] 하단에기재된사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수강신청사이트예시 (2020-1학기기준)



공통교양안내 – 2. 글쓰기

1. 과목소개

2. 수강신청유의사항

가. <글쓰기>는학과별로신입생이수강할수있는학기가다릅니다. 따라서자신의학과의신입생

수강가능학기를확인하여, 수강신청해야합니다.  

가. 과목명 : 글쓰기

나. 학수번호 : GEWR001

다. 학점 / 강의시수 : 2학점 3시수

라. 학습내용

• ‘글쓰기의기초’를훈련하는과목으로, 대학수학능력의기본이되는사고력과자기표현력을기르는

것을목표로합니다. 

•학업과정에서요구되는글쓰기의특성을이해하고, 이를바탕으로글쓰기를체계적으로훈련합니다

1학기수강학과 2학기수강학과

문과대학(어문계열), 생명과학대학, 이과

대학, 공과대학(건축사회환경공학부제

외), 

간호대학,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체육

특기자

문과대학(비어문계열), 경영대학, 정경대학, 

사범대학(체육특기자제외), 디자인조형학부, 

국제학부, 미디어학부, 자유전공학부, 컴퓨터학과,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사이버국방학과, 재외국민
<학기별글쓰기수강학과>

•문과대학어문계열학과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언어

학과,

노어노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서어서문학과, 한문학과

•문과대학비어문계열학과 : 사학과, 한국사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나. <글쓰기>는내국인이수강할수있는분반과외국인이수강할수있는분반이다릅니다. 따라서

내국인은 <글쓰기> 외국인특별반에수강신청할수없습니다. 

다. 재외국민은 <글쓰기>재외국민분반을수강해야하며, <글쓰기>외국인특별반에수강신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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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안내 – 2.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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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사이트예시 (2020-1학기기준)

•교과목명하단에기재된수강학과를확인하고, 본인학과에맞는분반에수강신청해야합니다.

• 2020-1학기글쓰기수강대상학과 :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공과대학(건축사회환경공학부제외), 체육특기자,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언어학과, 노어노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서어서문학과, 한문학과



공통교양안내 – 3. Academic English

1. 과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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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목명 : Academic EnglishⅠ(1학기에이수), Academic EnglishⅡ(2학기에이수)

나. 학수번호 : IFLS011, IFLS012

다. 학점 / 강의시수 : 과목당 1학점 / 2시수

라. 학습내용

•학업관련모든영역에서활용가능한전반적인영어능력향상을위해학술내용을바탕으로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이실제상황에서구사할수있는영어능력향상에초점을맞춘다양한의사소통

활동을통해기본적인영어구사능력을배양하도록합니다. 

•아울러다양한학술문헌을바탕으로전공관련영문표현이해력과독해능력을향상시킵니다. 

2. 수강신청유의사항

가. <Academic English>는 < Academic English Ⅰ>을수강한이후 < Academic English Ⅱ>

를수강할수있습니다. 

나. < Academic English >는본인의영어수준에따라다음과같이수강신청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 초급분반에수강신청

- 외국인초급분반에수강

신청 불가

- 본인의단과대학/학과(부)

에맞는분반에수강신청

- 수강면제

- 부족한학점은전공및교

양

에서본인이희망하는

교과목이수

다. 신입생영어능력평가및구술평가

• <Academic English>는학생의영어수준에따라초급/중급분반에직접수강신청합니다.

• 학생의영어수준은신입생영어능력평가및구술평가를통해총 2회에걸쳐결정됩니다. 

• 학생들은본인의영어수준판정결과에따라다음과같이수강신청을진행합니다.

<영어수준별 Academic English 수강신청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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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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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준변경X

영어수준변경Y

영어수준확정 분반이동

권장영어수준에따른
수강신청직접정정

외국인교원구술평가
(개강첫주)

신입생영어능력평가고사결과에따라직접수강신청

<Academic English 수강분반선택과정>

- 1차: 신입생영어능력평가이후본인의영어능력에따라, 신입생수강신청기간에초급또는중

급

분반으로직접수강신청 (※영어수준이고급으로판정된경우, Academic English 수강면제)

- 2차: 1차수강신청한분반의외국인교원과구술평가를진행, 영어수준조정이필요하다고판

정될

경우, 수강신청정정기간에변경된영어수준에맞는분반으로직접수강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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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사이트예시 (2020-1학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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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학수번호 IFLS011 과목에수강신청해야합니다.  (Academic EnglishⅠ수강이전에

Academic EnglishⅡ(학수번호 : IFLS12)에수강신청할수없음)

•영어수준이중급인학생은교과목명하단에기재된수강학과를확인하고, 본인학과에맞는분반

에

수강신청해야합니다.

•영어수준이초급인학생은교과목명하단에 ‘초급＇이라고기재된분반에수강신청해야합니다. 



공통교양안내 – 4. 1학년세미나

1. 과목소개

가. 과목명 : 1학년세미나Ⅰ, 1학년세미나Ⅱ

나. 학수번호 : GEKS005, GEKS006

다. 학점 / 강의시수 : 과목당 1학점 / 1시수

라. 학습내용

• <1학년세미나>는대학에갓입학한신입생들이새로운환경에잘적응하도록돕는교과목입니다. 

• <1학년세미나>를통해학생들은사제관계, 동료및선후배관계를형성하고, 학과의세부전공등

학교생활에필요한정보를취득할수있습니다. 

• <1학년세미나>는지도교수분반제와온라인합동강좌로이루어져있으며, 두프로그램에모두

참석해야과목이수요건을충족할수있습니다. 

•성적은 Pass 또는 Fail로주어지며, 지도교수분반제활동사항과온라인합동강좌이수여부를종합

적으로평가하여지도교수가성적을부여합니다. 

2. 수업체계

가. 지도교수분반제

•학생개개인에게 <1학년세미나> 지도교수가지정되며, 지도교수의주도아래자율적이고다양한프로

그램을경험할수있습니다. 

• <1학년세미나>지도교수는본교과목에한해학생을지도하는교수로, 학과에서지정하는전공지도

교수와는관련이없습니다. 

• <1학년세미나>지도교수배정결과는수강신청기간종료후, 지도교수님또는학과행정실에서별도

안내합니다. 

나. 온라인합동강좌

•온라인합동강좌는블랙보드에서수강할수있으며, 동영상시청및퀴즈풀이로구성되어있습니다

• 모든동영상을시청하고강좌별퀴즈에응시하여, 각강좌별점수가 30점이상일경우온라인합동

강좌이수요건을충족합니다. 

•온라인합동강좌는반드시학기종료전이수를완료해야하며, 정확한운영시기는개강이후고려

대학교포탈 (portal.korea.ac.kr) 학사일정게시판에공지될예정입니다. 

•온라인합동강좌는반드시지정된기간내에이수해야하며, 이수기간은추후절대연장되지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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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안내 – 4. 1학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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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세미나Ⅰ>은 2020-1학기에수강신청시스템에자동등록되어있습니다. 

• < 1학년세미나Ⅰ>은 1학기에만, < 1학년세미나Ⅱ>는 2학기에만개설되는과목입니다.

• <1학년세미나>는 <1학년세미나Ⅰ>과 <1학년세미나Ⅱ>를순차적으로수강하지않아도됩니다. 

• 2020-2학기부터 <1학년세미나Ⅰ> 또는 <1학년세미나Ⅱ> 수강하려할경우,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직접수강신청해야합니다. 

• <1학년세미나>는소속학과전용분반에서만수강할수있으며, 다른학과의분반에수강신청할수

없습니다. 

• <1학년세미나>는과목특성상시간표가별도로지정되어있지않으며, 지도교수분반제의지도교수님

이정해진이후, 다양한프로그램에따라수업이진행됩니다. 

3. 수강신청유의사항

• 1학년세미나는 2020-1학기에모든신입생들에게자동수강신청됩니다.  (수강정정기간종료이후

약 1~2주소요)

•수강신청시, 내역에 1학년세미나가배정되어있는지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수강신청내역확인시, 화면설정을 ‘목록형식＇으로설정해야 1학년세미나등록여부를확인할

수있습니다.  

4. 수강신청사이트예시 (2020-1학기기준)



공통교양안내 – 5. 정보적사고 (2학기에만개설)

1. 과목소개

가. 과목명 : 정보적사고

나. 학수번호 : GECT001

다. 학점 / 강의시수 : 1학점 / 1시수

라. 학습내용

• <정보적사고>는지능정보사회가요구하는창의적역량을증진시키는과목입니다. 

• <정보적사고>를수강하여학생들은디지털패러다임의변화를이해하고,다양한기술적개념과

그구체적적용사례등을통하여디지털세계를바라보는건강한관점, 정보로세상을관찰하고

분석할수있는능력을습득할수있습니다. 

•성적은 Pass 또는 Fail로주어집니다. 

2. 수업체계

가. <정보적사고>는 KU MOOC 방식을적용한교과목입니다. 

- KU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 본교학습관리시스템(블랙보드)에 MOOC

콘텐츠를탑재하여학생들은블랙보드에서동영상강의학습, 퀴즈, 토론, 질의응답, 과제등을

수행하는양방향학습활동형태로진행되는수업

25

3. 수강신청유의사항

• <정보적사고>는 2학기에만개설되는과목입니다. 

• <정보적사고>는 2020-2학기에수강신청시스템에자동등록될예정입니다. 

• 2021-2학기부터 <정보적사고>를수강하려할경우, 수강신청사이트에서직접수강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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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양, 전공관련교양, 선택교양안내

1. 핵심교양

가. 영역소개

•핵심교양은총 7개의영역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각영역에서다양한교과목이개설되며, 개설되는교과목의종류는학기별로상이할수있습니다. 

•학수번호는영역마다서로다른알파벳 4글자로시작됩니다. 

예) GEFC, GEHI, GELA, GECE, GESO, GEST, GEQR

•핵심교양영역의과목은 3학점, 3시수입니다. (단, 일부과목제외)

•모든학생들은졸업이전까지, 학과별졸업이수요건에따라핵심교양영역내교양과목을수강해야

합니다. (* 학과별졸업이수요건은반드시소속학과의교육과정표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나. 수강신청유의사항

•핵심교양은졸업이수요건을확인하여, 학생개개인의학업일정에따라수강신청사이트에서직접

수강신청해야합니다. 

•핵심교양과목은학기당최대 2과목까지수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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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문화 (GEFC)

 역사의탐구 (GEHI)

 문학과예술 (GELA)

 윤리와사상 (GECE)

 사회의이해 (GESO)

 과학과기술 (GEST)

 정량적사고 (GEQR)

<핵심교양 7개영역및학수번호>

2. 전공관련교양및선택교양

•전공관련교양및선택교양의졸업이수요건은학과별로상이합니다. 

•학과별졸업이수요건은반드시소속학과의교육과정표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전공관련교양및선택교양은졸업이수요건을확인하여, 학생개개인의학업일정에따라수강신청

사이트에서직접수강신청해야합니다. 단, 전공관련교양의경우, 공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사범대학, 

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이과대학,  정보대학은소속에따라과목과분반이정해져있고, 신입생

수강신청기간내학과별정해진분반으로자동수강신청됩니다.



교양관련

주요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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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관련주요연락처안내

문의사항 담당부서 연락처

자유정의진리 교양교육원 02-3290-1594

글쓰기 교양교육원 02-3290-1596 

1학년세미나 교양교육원 02-3290-1599

Academic English 국제어학원외국어센터 02-3290-1453

정보적사고 SW중심대학사업단 02-3290-2555

핵심교양 교양교육원 02-3290-1593

졸업요건등

학과필수이수과목
소속학과 소속학과행정실

전공관련교양 / 전공과목 / 선택교양 강의개설학과 강의개설학과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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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학과행정실연락처안내(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계 학과행정실 (3290- )

대학 학과(부) 교내전화 학과 홈페이지 주소

경영대학 경영학과 2703 biz.korea.ac.kr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60 lib001.korea.ac.kr

영어영문학과 1980 english.korea.ac.kr

철학과 2010 lib003.korea.ac.kr

한국사학과 2030 koreahistory.korea.ac.kr

사학과 2050 kuhistory.korea.ac.kr

심리학과 2060 psy.korea.ac.kr

사회학과 2070 socio.korea.ac.kr

독어독문학과 2090 kugermanistik.korea.ac.kr

불어불문학과 2100 kufra.korea.ac.kr

중어중문학과 2120 kuchinese.kr

노어노문학과 2130 kuruss.korea.ac.kr

일어일문학과 2140 www.kujap.com

서어서문학과 2150 spanish.korea.ac.kr

한문학과 2160 clschn.korea.ac.kr

언어학과 2170 kling.korea.ac.kr

융합전공 1315 libart.korea.ac.kr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5180 politics.korea.ac.kr

경제학과 2200 econ.korea.ac.kr

통계학과 2230 stat.korea.ac.kr

행정학과 2270 kupa.korea.ac.kr

사범대학

교육학과 2290 edu.korea.ac.kr

체육교육과 2310 phyedu.korea.ac.kr

가정교육과 2320 homedu.korea.ac.kr

수학교육과 2330 mathedu.korea.ac.kr

국어교육과 2340 koredu.korea.ac.kr

영어교육과 2350 eled.korea.ac.kr

지리교육과 2360 geoedu.korea.ac.kr

역사교육과 2370 hisedu.korea.ac.kr

디자인조형학부 2680 and.korea.ac.kr

국제학부 1396 dis.korea.ac.kr/ko

미디어학부 1403 mediacom.korea.ac.kr

자유전공학부 1415 sis.korea.ac.kr

tel:02-3290-2703
tel:02-3290-1960
tel:02-3290-1980
tel:02-3290-2010
tel:02-3290-2030
tel:02-3290-2050
tel:02-3290-2060
tel:02-3290-2070
tel:02-3290-2090
tel:02-3290-2100
tel:02-3290-2120
tel:02-3290-2130
tel:02-3290-2140
tel:02-3290-2150
tel:02-3290-2160
tel:02-3290-2170
tel:02-3290-2170
tel:02-3290-5180
tel:02-3290-2200
tel:02-3290-2230
tel:02-3290-2270
tel:02-3290-2290
tel:02-3290-2310
tel:02-3290-2320
tel:02-3290-2330
tel:02-3290-2340
tel:02-3290-2350
tel:02-3290-2360
tel:02-3290-2370
tel:02-3290-2681
tel:02-3290-1396
tel:02-3290-1403
tel:02-329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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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학과행정실연락처안내(자연계)

자연계 학과행정실 (3290- )

대학 학과(부) 교내전화 학과 홈페이지 주소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4960 ls.korea.ac.kr

생명공학부 4961 bio.korea.ac.kr

식품공학과 4962 foodscience.korea.ac.kr

환경생태공학부 4963 eco.korea.ac.kr

식품자원경제학과 3030 frecon.korea.ac.kr

이과대학

수학과 3070, 4597 math.korea.ac.kr

물리학과 3090 physics.korea.ac.kr

화학과 3120 chem.korea.ac.kr

지구환경과학과 3170 ees.korea.ac.kr

공과대학

건축학과 4599 archi.korea.ac.kr

화공생명공학과 4600 cbe.korea.ac.kr

신소재공학부 3821 mse.korea.ac.kr

건축사회환경공학부 3311 ace.korea.ac.kr

기계공학부 4819 me.korea.ac.kr

산업경영공학부 3381 ie.korea.ac.kr

전기전자공학부 3211 ee.korea.ac.kr

의과대학 학사지원부 2286-1124 medicine.korea.ac.kr

간호대학 간호학과 4901 nursing.korea.ac.kr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3212 cs.korea.ac.kr

정보보호학부 사이버국방학과 4253 gss.korea.ac.kr

보건과학대학

바이오의공학부 5650 bmeng.korea.ac.kr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5640 bsm.korea.ac.kr

보건환경융합과학부 5680 hes.korea.ac.kr

보건정책관리학부 5670 hpm.korea.ac.kr

tel:02-3290-4960
tel:02-3290-4961
tel:02-3290-4962
tel:02-3290-4963
tel:02-3290-3030
tel:02-3290-3070
tel:02-3290-4597
tel:02-3290-3090
tel:02-3290-3120
tel:02-3290-3170
tel:02-3290-4599
tel:02-3290-4600
tel:02-3290-3821
tel:02-3290-3311
tel:02-3290-4819
tel:02-3290-3381
tel:02-3290-3211
tel:02-2286-1123
tel:02-3290-4901
tel:02-3290-4253
tel:02-3290-4253
tel:02-3290-5650
tel:02-3290-5640
tel:02-3290-5680
tel:02-3290-5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