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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대학 HED00201 빅데201

융합R통계분석

(데이터사이언스개론,

R통계분석과 중복과목임)

3 2020-01-10 신설

ICT융합대학 HED00202 빅데202
융합기초프로그래밍

(기초프로그래밍과 중복과목)
3 2020-01-10 신설

ICT융합대학 HED00204 빅데204
융합심화R통계분석

(응용데이터사이언스와 중복과목)
3 2020-01-10 신설

ICT융합대학 HED00205 빅데205
융합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와 중복과목)
3 2020-01-10 신설

ICT융합대학 HED01404 데테404 빅데이터기술특론1 3

ICT융합대학 HED00203 빅데203
융합데이터시각화

(데이터시각화와 중복과목)
3 2020-01-10 신설

정치외교학과

HBB01376 정외376 정치학방법론 3

MBC221 정외221 비교정치론 3

HBB01212 정외212 국제정치론 3

MBC101 정외101 정치학개론 3

HBB01351 정외351 유럽연합정치학입문 3

BC331 정외331 외교정책론 3

HBB01104 정외104 북한학개론 3 2018.2학기 폐지

HBB01243 정외243 정치과정론 3 2018.2학기 신규

HBB01229 정외229 정치심리학 3 2018.2학기 신규

경제학과

HBE01101 경제101 경제통계 3

HBE01102 경제102 시장및기업이론 3

HBE01103 경제103 국민경제론 3

HBE01204 경제204 경제수학 3

HBE01356 경제356 계량경제학 3

HBE01427 경제427 빅데이터분석론 3 2019.12.05. 폐지

HBE01335 경제335 화폐와금융 3

HBE01439 경제439 금융혁신과 경제 3 2019.07.15 신규

HBE01230 경제230 경제빅데이터분석 3 2019.12.24. 신규

HBE01493 경제104
Stata를이용한경제데이터

분석론
3 2020.07.02 신규

아동학과

HAK01361 아동361 아동관찰및행동연구 3

HAK01274 아동274 유아교육과정 3

HAK01357 아동357 놀이지도 3

HAK01495 아동495 아동복지론 3

HAK01392 아동392 아동수학교육 3

HAK01391 아동391 보육교사론 3

HAK01389 아동389 정신건강 3

청소년지도학과

HAH01367 청지367 사회조사및프로그램평가 3 2019.07.24. 폐지

HAH01310 청지310 청소년지도방법론 3

HAH01205 청지205 청소년심리및상담 3

HAH01102 청지102 청소년문화 3

HAH01346 청지346 청소년활동 3



HAH01409 청지409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HAH01494 청지494 청소년문제와보호 3

HAH01317 청지317 심리검사 3 2019.07.24 신규

행정학과

HBA01102 행정102 계량행정 3

HBA01221 행정221 정책학원론 3

HBA01270 행정270 재무행정론 3

HBA01614 행정614 사회복지조사론 3

HBA01366 행정366 전자정부론 3 2018.11.30 변경

HBA01340 행정340 행정조사방법론 3

HBA01321 행정321 기획론 3

HBA01401 행정401 공기업론 3 2020.01.20 신규

디지털미디어학

과

HBF01337 미디337 미디어조사방법론 3

HBF01307 미디307 미디어산업론 3

HBF01348 미디348 데이터저널리즘 3

HBF01101 미디101 미디어의이해 3

HBF01431 미디431 텔레비전연구 3

HBF01227 미디227 뉴미디어이론 3

HBF01231 미디231 인간컴퓨터상호작용입문 3

HBF01228 미디228 영화커뮤니케이션 3 2018.2학기 신규

HBF01106 미디106 글로벌커뮤니케이션 3 2019.07.15. 신규

법학과

HDA01487 법학487 빅데이터와법 3

HDA01486 법학486 4차산업혁명.융복합산업법 3 삭제

HDA01408 법학408 사이버지적재산권법 3 삭제

HDA01345 법학345 경제법 3

HDA01127 법학127 법논리학1 3

HDA01472 법학472 공직선거법 3

HDA01490 법학490 기술과법 3 삭제

HDA01125 법학125 민법총칙 3 신규

HDA01110 법학110 형법총론1 3 신규

HDA01201 법학201 헌법1 3 신규

문헌정보학과

HAF01329 문정329 데이터프로그래밍기초 3

HAF01223 문정223 디지털정보처리론 3

HAF01106 문정106 정보검색론 3

HAF01321 문정321 정보시스템구축론 3

HAF01426 문정426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

HAF01427 문정427 데이터리터러시 3

HAF01429 문정429 네트워크분석 3

HAF01102 문정102 정보학입문 3 2019.08.05. 신규

학문

기초

교양

6 인문교양 인문대학(문헌정보학과) 3 택2, 중복인정　
6 인문교양 사회과학대학 3 택2, 중복인정

6 인문교양 법과대학(법학과) 3 택2, 중복인정

3 인문교양
ICT융합대학

(ICT비즈니스와 경영, 
3

택1, 

지정과목만 가능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연계전공 

융합공학입문설계,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컴퓨터논리의 

이해, 디자인개론, 마케팅과 

ICT융합기술, 창업경영, 

통계학개론, 선형대수학개론)

총계

전공(36){주 전공 중복인정과목(21)+연계전공과목(15)}+소속단과대 지정 학문기초교양(6)+ICT융합대학 지정 

학문기초교양(3)

※주 전공, 학문기초교양은 중복인정 가능. 단, ICT융합대학 학문기초교양은 필수.

※ICT융합대학 학문기초교양 중 컴퓨터관련 지정과목만 인정.

※본인 소속 학과 외 중복인정과목은 연계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음.

-경영정보학과도 연계전공 가능

-학기별 운영이기 때문에 연계전공은 대체과목 불가능

-연계전공 취소 시 전공 학점으로 인정(다전공 포기서와 전공 인정 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