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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1학111 시행 교양 과댐 신설 - 26개 과변 

신설교과목 신설교과목 
ii←)Q。κ。껴。 「1 비고 

“ τ，-。〈Jκ〈겨그여 --, 
비고 

교괴영 학점 이론「실습 교괴영 학접←{)I론 실습 

중국oi입문 3 3-3-0 ~ 런지수얻 소그룹긴전원전힘기 2 1-2-0 

‘ 프랑스어입문 3 3-3-0 • 런지수업 기훗수학 1-0-2 
’F * 

독일어입문 3 3←웅o • 현지수업 기초물리학 1• 0-2 
’-

러샤가어입문 3 3-3-0 * 현지수얻 기초화학 1-0-2 
’「

츠페인어입문 3 3-3-0 ~ 헌지수옵 기초샘물학 1-0-2 

학문의기초 
베트남의 언어와문화 3-3-0 기술과사회발전 3-3-0 

미적분학및연습 1 4→웅2 일틴파양 기술과기업 3-3-0 
• + i 

미적분학 및 연습 2 4-3-2 학생지율연구 1 2-1-2* 
’-

고급툴리학 1 3 웅O 학생자율연구 2 2-1 • 2 
• J‘ ‘ 

고급올리학 2 3-3-0 학쌍벌써|미나 1-0-2 • 
• + 

고급화학 1 3 요O c크1」믿=버도극 이터<'-! 1 ’ 1• O• ? 
• + * 

고급화학 2 3-3-0 공공인턴십 2카 -2 
• + 

핵심교앙 졸교상집의세계 3-3-0 진리탐구와학문윤리 3- 3-0 

4 표시 ‘ 2007핵년도 동계 계전헥-기부터 시챙 

| 교양교과목 명칭변경 =-개 교교벅 

ii“ -1 。C>κ C1그~Qj 
현행 변경 

비고 
교과영 학점 이론「실습 교괴명 학잠이론실습 

-
소그룹 

끄전원전얽기 
1• 2-0 

소그룹 

끄전원전읽기 1 
1• 2-0 

불어권사호와문화 2-2-0 프람즈어권 문호벡 이해 3- 3-0 

독일어권의 사호l와 문화 2-2-0 독웅써:권 문호띤| 이해 3-3-0 

일먼파양 인스↓롤의 이해 3-3-0 지식의 세계 3-3-0 

언어의칠학적 이해 3-3-0 언어와 헌대칠학 3-3-0 
‘ 

현대사회의 이해 3-3• O 흔넘렌과한국사회 ::3-:주O 

복식과사회 3-3-0 패션과 사호| 3-3-0 
• 

한국문학개관 3-3-0 한북문학입묵 3- 3-0 영어강으l교과목 -
핵심교양 지역과환경 3-3-0 세겨빠 지역으( 환경문제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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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율교육프로그램 

200책r년도 껴윷껴l접학기부터 〈학생자율 

교육프로그램〉이 도입 된다. 

핵쟁사율교육프로그램은 헥부 학생듬이 스 

스로 관심 있는 주제블 신택하고 지노교수 

와 대학원생도우마의 도움음 받아 연구와 

세미 나의 내용과 방볍 등」음 구체 적으로 7cll 
획하고 실행한-후 일반교양에서 해당 학점 

을 취듀하는 교과옥이다. 일정 자격￡건을 

갖춘 서울대학고[ 학부 학생 이변 누구나 1학 

년 겨응-겨1접학기부터 수강이 기능하다. 

수깅플원하는핵생튿이 해딩교과목계획블 

포함한 선정서블 기쏘교육원에 제출하면 

‘학생지율교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블 통 

하여 우수한연구 및 세미내른계획힌 학생 

은선발하여수강신청이 이부어지노록한다. 

이번 겨울계절학기에는 ‘학생지융엔 구(2i꽉 

점 , A~F) ’ 와 ‘학생 자율서l 미 나 (1학점 , 

S/ UJ 의 두 가지 .lil_파목이 운영 된다. 
한펀 기초괴요원에서논학생들과지도괴수

대희 원생토우111의 편의플 돕기 위해 학생자 

읍교육프로그램운영실(61옹 107호， 880 

5416)과 학 생자율교육프로그램흡페이지 

(lül p:/ / sde. sn u. ac. kr}른 운영 숭애 었다. 

〈공공인턴십〉 교괴목 신설 

20m학년도 1학기부터 〈공공인턴십 괴[과옥〉 

이운영된다. 

〈공공인던십 교괴-목〉은 핵생들이 공공기판 

에서의 인텐십음 수행함느로써 헥문적 성실 

성， 존풍과 배려， 시민의석， 사회책임감 풍 

의 능녁윤함양히는 것윤관적으로하는 ’사 

회봉사교과꽉(8erγice le arning1 이 마 . 

학부 3, 1학년이 수강한 수 있으며 일반교 

양 2학점 (A-F)을 취득할 수 있디 쿄과목은 

헥생지융교용‘의 기본원2.1애 따라 매주 담 

탕교수와의 11.:Jl1 면담윤 봉힌 지 가 주노학습 

이 설시 되jl， 한편으로 한 학기 풍안 공공기 

관에 서 총 30시간의 인년십 수행환동「올 수 

행하게된다. 

저12외국어 해외 체험학습 프로그램 

2007학년도 동껴l 계절학기부터 자]2외국어 

수강생툴에게 해외 현^1어서 3주 내지 4주간 

의 언이 벚 문화처l힘 기회블 제공히순 〈제2외 

국。1 해외 저l힘학습프로그램〉이 시행뭔다

신청 지 격은 저12외국이 숭급 수준의 과욕에 

사 B+이상의 학집음 취득힌 학부생으로서， 

펙밖지는 해당 학파 교수와의 띤담을 거져 

최송 수-강하게 된디. 

해당 .lil..Jl묶은중국어입문 3, 프링스어입문 

3, 독일어입문 3, 러시아어입문 3, 스페인어 

입문 3 . .JI.급열분어이다- 이 프로그램에 잠 

가하눈 학생들에게눈 기분적으모 수엽료 빚 

기속사비가 지윈되고， 각- 학생의 경제사정이 

따랴 항공료와 개인정비가추가 지원뭔다 

〈사회봉사3) 

지닌 여름방학 똥골， 탄지 니이-딪 봉사활동윤 

갔었던 〈사회봉사3 교괴걷 〉이 이번 겨올방학 

에는 러시아와 안노호봉사활동음 가게 된다. 

ê]시 아 팀은 2008년 1윌 7일부터 22일까지 

| 행사 
〈대흑택어〉으|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지난 1(원 5일 7동 :301호에 서 체l회 ‘〈대학 

국어 〉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이 열렸 다. 

이날 심포지양에서는 인운. 사회， 이공껴1， 

여|제능 등 다양한 분야의 진공자틀-이 모여 

〈대학국어〉 교과목의 개선을 위한 토론의 

시간플가졌다. 

관악초청강좌 

이번 2학기에는 모두 투 지례의 〈관약초청 

강좌〉가 진행꾀었디. 

9월 11일에는 ·‘내가 보는 한국 대학”이라는 

주지| 아래 서냥표 카이스트 총장의 강좌샤 

전행되었고‘ 11월 ~1일에는 검택진 NC소프 

브 시장。1 “챔도에서 꺼l입산엄 CFD까지 ; 

김택진의 삶과 정힘”이라는 제목으로 깅연 

히였다. 

15박 16일의 일정으눔 연해주 우스리스크 기초교육원 소속동아리 〈다담〉 

아시 노표카 ! ’P플ii 간디 이곳은 강지l 이주 

고려인 집년- 거주 씨역?」E서 수강생들은 

연해주에 매한 세미나， 고려 인듬의 생활 조 

사활동， 한국이 교육 풍의 심천봉사활동을 

하께된다. 

얀도 텀은 2008년 1원 6일부터 21열까지 15 

박 1H일의 일정 으로 캘커 타에샤 2시간가량 

떨어진 농촌지역으보 가계 되며， 수강생틀 

은 인도에1 대한 λ1]마나， 빈곤층의 생훤- 조사 

흰통. 아동 고l육- 등의 실천낭사훤동「을 수행 

하케 된다. 

〈다단〉이 지난 6월에 중앙선거 망송토론위 

원회 주최로 엽렌 〈전국 대학생 보론대회〉 

애 잔여하여 8영이 본선에 잔촌하고 김혜영 

학생 이 'Best 8peaker: 상윤 받는 상파른 

올렸다. 

〈다담〉은 스피 지 및 도곤 연습을 주요 환꽁 

내용으노 하고 있는 7]초.lil_육원 소속 동아 

랴이 l 여 2005년에 창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