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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Dept. of Food & Nutrition)
352.501B

352.516A

고급영양이론 3-3-0

Seminar in Food and Nutrition 3

Advanced Principles of Nutrition

영양소의 소화, 흡수, 체내기능, 대사 과정을 이해하고 영양소
대사이상과 질환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영양관리에 적용하는 능력
을 갖게 한다. 각 영양소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에너
지 대사과정과 균형을 이해하고 노화과정과 항산화 영양의 특성을
파악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nutrients. Types and functions of various nutrients, digestion and absorption of nutrients, metabolic pathways of nutri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c disorders and the development of diseases
will be covered. Energy balance, nutrition in aging, and antioxidant nutrients will be covered.
352.504A

임상영양연구 3-3-0
Clinical Nutrition Research

임상영양연구를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연구 방법론
에 대하여 학습하며 연구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신 논문을 검토하여 연구 방법 및
연구결과의 기술 등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새로운 가설
을 세우고 임상영양연구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계분석 방법,
연구 윤리, 근거중심의학, 연구계획서 작성 연습 등을 주요 학습내
용으로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various nutritional 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sis methods in order to develop the
ability to plan and execute clinical nutrition research.
Students are expected to gain the ability to critique research
method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using current research
articles. Students are also expected to be able to develop a
hypothesis and research plans in the area of clinical
nutrition. The topics include statistics, evidence-based therapy, research ethics, writing research proposal, and etc.
352.514A

식품영양학세미나 1 1-0-2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 식품 및 영양에 관한 분야 및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에
관한 최신 과학 논문을 조사하여, 새로운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의
분석법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경향과 연구결과 등
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여 박사논문연구를 이
행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자료 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development and writing of research projects, reports, and manuscripts. Discussions on current topics in nutrition and food science will also be
included.
352.517A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 학위논문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최신
연구경향과 연구결과들을 과학 논문을 통해 조사 및 연구발표하여
논문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보된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의 분
석에 대한 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위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는 한편, 관련 분야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의 폭을 넓혀 식품 및 영양에 관한 연구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development and writing of research projects, reports, and manuscripts. Discussions on current topics in nutrition and food science will also be
included.
352.518A

식품영양학세미나 2 1-0-2
Seminar in Food and Nutrition 2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학위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최신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분석법 등을 정리
하여 제시함으로써 논문과 관련한 식품 및 영양에 관한 연구를 이
행해 나갈 수 있는 기본자질 및 자료를 습득하게 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development and writing of research projects, reports, and manuscripts. Discussions on current topics in nutrition and food science will also be
included.

고급식품학연구 3-3-0
Studies in Advanced Food Science

다당류, 지질, 단백질, 색소, 방향 성분, 2차 대사 산물 등의 화
학 구조, 성질, 반응 및 식품의 물성, 조리 가공 중의 변화 등 식
품학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공부한다.
Intended primarily for first-year graduate students, this
course will review food science and the chemistry and biochemistry of food components and their changes during
processing.
352.521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일정한 주제에 관한 최신 과학논문 자
료를 찾고, 각각의 주제에 알맞은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분석법 등
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경향
과 연구결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development and writing of research projects, reports, and manuscripts. Discussions on current topics in nutrition and food science will also be held.

식품영양학세미나 4 1-0-2
Seminar in Food and Nutrition 4

Seminar in Food and Nutrition 1

352.515A

식품영양학세미나 3 1-0-2

식품영양기기분석실험 3-0-6
Advanced Food and Nutrition Analysis Lab.

기본적인 식품의 성분 분석과 식품의 미량 원소의 분석 및 정
량에 사용되어지는 실험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실험을 통
해 기기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식품의 분석에 필요한 이론과 실험
기술을 학습한다. 영양학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연구방법론과 실
험 방법을 학습하고, 동물 실험기술 및 실험 기기의 원리와 분석
이론을 숙지하며 실험을 통해 조직 시료를 분석하도록 한다.
chromatography, spectroscopy, spotchem 등의 기기 사용 방법
을 습득하고, 물성 분석, 동물 조직 채취 및 western analysis 등
을 연습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1) the analysis of food
composition using instruments used in Food Science research,
and 2) the principles of tissue sample analysis used in nutrition research. Students are expected to gain ability to use
instruments such as chromatography, spectroscopy, and spotchem,
and to perform animal tissue sampling, western blot analysis,
and rheolog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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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01

This course will cover the metabolism of vitamins including their fundamental aspects in nutrition and health.

탄수화물 및 지질화학 3-3-0
Carbohydrate and Lipid Chemistry

탄수화물 및 지질의 구조, 물리적 화학적 성질, 산화를 포함한
화학반응, 연구방법 및 음식 중에서 이들의 기능과 변화를 배운다.
This course will consist of a consideration of the chemistry of carbohydrates and lipids. Emphasis will be on the
intrinsic chemistry and functionality of food systems and the
changes that occur during food processing and storage.
352.602A

단백질 및 효소화학 3-3-0
Protein Chemistry and Enzymology

단백질의 제특성, 단백질 연구방법과 아미노산, 펩티드, 단백질
의 구조, 물리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기능 및 상호관계, 이들 성질
이 식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단백질 공학의 기본 방법 등에 관
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이를 식품가공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조사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chemistry and physical chemistry of proteins with respect to current methods of characterizing and purifying proteins. Functional properties of protein in food systems will be emphasized.
352.609A

임상영양치료 1

3-3-0

Clinical Nutrition Therapy 1

.

임상영양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소양을 알고, 임상영양치
료 각 분야에 적용되는 영양관리과정을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또한, 영양불량, 비만, 당뇨병, 심혈관
계질환, 간질환 및 연하장애의 임상영양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대상자에 따라 적절한 임상영양치료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nutrition and diagnosis-related care of patients and use of evidence-based nutrition intervention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Students are expected to gain the ability to prioritize nutritional diagnosis,
set up appropriate nutritional management goals and plans,
and execute and monitor nutrition intervention. The topics include malnutrition, obesity, diabetes, cardiovascular disease,
liver disease, and dysphagia.

352.616

무기질영양 3-3-0
Mineral Nutrition

신체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생리조절 작용을 하는 무기질의 작
용과 작용기전, 체내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대사조절기구,
필요량 결정, 결핍과 과잉, 건강 및 만성질병과의 관련성 등 무기
질 영양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nutritional role of minerals including their biochem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s, biological availability, metabolism and hormonal regulation, requirements, deficiency and excess, relations between minerals
and chronic disease, and interaction with other nutrients.
352.617

식품의향미 및 색소화학 3-3-0
Food Flavor and Pigment Chemistry

천연 식품의 향미 및 색소 성분, 조직 중에서 향미 및 색소 성
분의 생합성 및 가공조리 중에 향미성분의 생성 또는 변화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changes in the flavor and pigment
of natural foods during biogenesis and processing including
the deterioration of the flavor and pigment of foods during
storage and their applications.
352.619A

탄수화물 및 지질대사 3-3-0
Carbohydrate and Lipid Metabolism

탄수화물과 지질의 생합성과 대사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에너지 대사 및 평형조절에 있어서 탄수화물과 지질의 상호 작용
을 알아보며, 두 영양소의 대사와 관련된 질환의 발병 기전, 예방
및 질병의 진전 조절 방법에 대하여 이해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ddress the following: biosynthesis and metabolism of carbohydrates and lipids; interaction
of carbohydrate and lipid in regulation of energy balance;
health concerns related to intake of carbohydrates and lipids.
352.621

병태생리학 3-3-0
Pathophysiology for Clinical Nutrition

352.611

단백질대사 3-3-0
Protein Metabolism

아미노산 및 단백질의 대사, 탄수화물 및 지질 대사와의 상호관
계, 단백질 평가, 필요량, protein energy malnutrition, 단백질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의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nutritional roles and metabolism of proteins and amino acids. Topics will cover the
functions, protein quality assessment, digestion and absorption, hormonal regulation, requirements, and interrelationship
with other nutrients.
352.615

비타민학 3-3-0
Vitamins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을 중심으로 이들의 구조, 특성,
생리적 기능과 인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최
신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파악하도록 한다.

본 과목에서는 질환의 발생 원인과 기전, 관련 증상 및 진단
검사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영양치료 대상자를 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각 질환의 병태생리 기전과
증상을 알아보고 진단기준과 치료방법을 공부하며, 이러한 지식을
영양관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장관 질환, 간, 담도
및 췌장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종양 질환
등 각종 질환을 다룬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s on etiologies, pathophysiologies, and symptoms of the diseases and the diagnosis criteria of them. Students are expected to gain the ability to
identify the patients with nutritional risk and to plan the appropriate nutritional intervention for each patient. The topics
include gastrointestinal disease, liver, biliary tract, and pancreatic diseases, cerebrovascular disease, endocrine disease,
renal disease, and neoplast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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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22

임상영양치료 2

3-3-0

352.706

Clinical Nutrition Therapy 2

Food Fermentation

신장질환, 암, 중환자, 임신부, 소아, 노인의 임상영양치료와 관
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경장영양 및 정맥영양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에 따라 적절한 임상영양치료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nutrition and diagnosis-related care of patients and use of evidence-based nutrition intervention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Students are expected to gain the ability to prioritize nutritional diagnosis,
set up appropriate nutritional management goals and plans,
and execute and monitor nutrition intervention. The topics include renal disease, neoplastic disease, critically ill patients,
pediatric nutrition, geriatric nutrition, enteral and parenteral
nutrition.
352.623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2-0

식품의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특성, 미생물 효소, 발효 중
에 일어나는 식품 성분의 변화 및 각종 발효 식품의 특성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characterization of microorganisms involved in soybean, dairy, and other food fermentation and factors influencing their activity as well as
natural and controlled fermentation.
352.710

식품학에 관련된 특정 주제에 관한 최근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국내⋅외의 학술 잡지를 읽고 요약하며 토론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a critical evaluation of recent literature on food science.
352.715

본 교과목은 개인이나 집단의 식행동 변화를 통한 영양상태 개
선, 건강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행동설명이론을 익히고 영양교육과 상담에 필수적인 의
사소통, 상담기법, 행동수정 방법, 교육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
고 영양교육과 상담에 활용되는 도구와 매체에 대해 학습한다. 이
외에 병원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영양교육과 상담의 실제를 살펴
보고, 영양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계획, 효과적인 교육과 상담을 수
행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1)
the knowledge on human behavior to help understand the
eating behavior and 2) the knowledge on communication,
counseling, and education techniques. Students will also
study the educational tools used in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practice. Students are expected to gain the ability
to plan nutrition education program and to execute an effective and practical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patients, which will lead to improvement of nutritional status
through behavioral modifications.
식품물성론 3-3-0
Food Rheology

고체식품과 액체식품의 물리적 특성, 힘을 가할 때의 변형의 특
성 등을 원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런 원리들이 식품의 texture
특성 측정에의 적용 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용액의 성질, 분산 상
태(colloid)시의 특성 및 식품에의 적용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physical properties of solid, liquid, and semisolid foods including changes in the strain and
viscosity of foods under stress.
352.704

고급식품미생물학 3-3-0

영양조사 및 평가법

3-3-0

Nutritional Survey and Assessment

식이섭취 조사, 신체계측, 생화학적 지표 등을 이용하여 개인과
집단의 영양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올바른 조사 계획, 각 방법
에 이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 및 기구, 공인된 평가 기준 등
을 배워 실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comparisons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various dietary survey methods. Topics will
cover the techniques of anthropometry and biochemical methods in nutritional assessment and the evaluation of standards.
352.722A

식품생리활성론 3-3-0
Food Functionality

효소반응속도론, 억제인자 및 활성인자, 조효소 등 효소의 기본
작용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며, 식품의 성분 변화를 일으키는 식품
내 효소와 그 반응조건 및 억제조건 등을 조사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principles of enzymology including enzyme kinetics, cofactor, inhibitor, and activators as
well as the functions, reaction mechanism, and reaction conditions of intrinsic food enzymes.
352.723

모자 및 성장기영양 3-3-0
Maternal and Child Nutrition

임신, 분만, 수유기의 생리적 생화학적 특성 및 성장기의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영양문제를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physiological changes and nutritional requirements that occur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Nutritional factors for optimum growth of infants and
children will also be examined.

Advanced Food Microbiology

352.726

식품의 저장, 발효, 변패, 식중독에 관계하는 미생물들의 생태,
생리 및 생화학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a critical evaluation of recent literature on the microbiology of food systems.

식품학특강 3-3-0
Current Topics in Food Science

Advanced Nutrition Counseling and Education

352.701

식품발효학 3-3-0

영양정책 3-3-0
Nutrition Policy

국가 또는 지방 단위에서 주민들이 최적의 영양상태를 유지하
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과정을 다룬다.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국민영양에 입각한 식량 수급
정책, 영양사업 실시를 위한 기구와 인력수급, 국내외의 사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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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rationale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community-based nutrition policies as well as
their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352.727

가공식품의 성분변화 3-3-0
Chemical Changes During Food Processing

식품가공과 저장, 조리가 식품 내의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여러 가지 가공방법에 따른 영양소 파괴 기전과 정도,
구성성분 간의 반응에 따른 영향 등을 깊이 있게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chemical changes in food components and the stability of nutrients during the processing,
storage, and preparation of foods from raw materials to
products for human consumption.
352.729

식품관능검사법

352.733

Nutritional Physiology

섭취한 영양소와 기관, 조직, 세포, 세포소기관에서의 대사적,
생리적 상호작용 및 그 조절양상을 동적으로 취급하는 과목이다.
즉, 신체의 각 기관에 따른 생리과정과 영양소대사 및 항상성 유
지 기구, 기관 상호 간의 대사적 특이성, 분담성, 협조와 통합에
대한 신경계 및 내분비계의 대사조절기구를 심도 있게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mechanistic elucidation of bodily functions, nutrient metabolism, and physiological processes including cell communication, integration, homeostasis,
and regulation on cellular and molecular levels. Also included will be reviews of recent literature on nutritional
physiology－the endocrinal control of nutrient metabolism,
growth, reproduction, and aging.

3-3-0

352.734

Sensory Evaluation of Food

영양역학 3-3-0
Nutritional Epidemiology

식품의 관능검사에 관련된 감각기관의 구조와 역할, 검사원의
선정과 훈련방법, 검사시 환경조건, 분석적 관능검사의 방법과 해
석, 소비자 관능검사의 방법, 데이터의 처리법 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sensory techniques used to evaluate
the flavor, color, and texture of foods and the evaluation of
consumer acceptance. Methods for measuring these qualities,
underlying physiological principles, and statistical methods
for analyzing the results will be discussed.
352.730B

영양생리학 3-3-0

질병과 식이인자의 관계를 연구하는 영양역학의 원리를 이해하
며, 영양학의 지식을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안을 공부한다. 역학 연구방법의 원리와 이를 식이와 건강에 관
한 역학적 연구에 응용하는 방안 및 적절한 자료 처리방법을 공부
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on
nutritions to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
and health to find ways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nation
through dietary change.

급식연구방법론 3-3-0
352.735

Research Methods in Foodservice

국내외의 급식경영학 분야의 연구논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제안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과목의 목표로 한다. 수업은 급식경영연구방법과 연구제
안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와 논문에 대한 연구방법론 비판중심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제안서 작성실습이 학기 중 수업과 병
행되면서, 담당교수의 제안과 보충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
물을 기말과제로 제출하게 된다.
Students will learn about research methods in the field of
food service management and will advance techniques of
writing a research proposal in the field. The lectures will focus on research designs and statistics frequently used in food
service management research and students are to critically
discuss about research methods in the published research papers in the field. In addition, the lecture will be given on
writing a research proposal and students are to be assigned
to write a proposal on the topic chosen on their own as the
final report.

식품독성학 3-3-0
Food Toxicology

식품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비영양물질과 조리, 가공에 의해 생
성되는 비영양물질의 체내 흡수, 분포, 대사(활성화와 비활성화)
및 배설 등을 학습한다. 이들 비영양물질이 흡수된 후 생체 안의
물질과 어떠한 반응을 거치며 여러 가지 질병을 어떻게 일으키는
가, 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분자간의 반응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며, 식품 내의 이러한
물질들의 형성과정 및 분포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the
toxicology of chemicals found in various foods. Emphasis
will be on the mechanisms underlying toxicity on cellular
and molecular levels. Also, formation, route of entry, and
distribution in foods of chemicals with adverse health effects
will be examined.
352.736

영양과 유전

3-3-0

Nutrition and Genes
352.732A

고급식품조리학 3-3-0
Advanced Food Preparation

천연 또는 가공식품계, 식품의 흡수 및 식품의 가공 조리 또는
저장 중에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physicochemical changes that occur
in food components during processing. Emphasis will be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colloidal properties, molecular
interactions, and foams and gels.

영양소와 영양상태가 유전자의 여러 가지 이상과 그 결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동향을 반영
하여, 유전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전자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영양소의 종류와 기작, 유전자와 영양소의 상호 작용으
로 발생하는 유전자 관련 질환의 종류와 기작, 영양상태와 유전자
의 행동과의 관계 등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연구결과
들을 집약해 본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molecular principles that underlie the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in response to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organism. Also, the effect of nutrients
on the expression of genetic diseases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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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38

식품안전성평가 3-3-0
Safety Assessment of Food

식품의 가공, 저장을 위한 인위적 첨가물, 환경오염에 따른 식
품의 화학적 오염, 미생물 독소 등 여러 오염물질에 대해 식품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여러 과학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고, 동물실험에
의한 평가 자료를 인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
학습한다. 아울러 과학적 실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때 고려해야
할 면도 토의,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toxicological evaluation of
foods that will lead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quality, wholesomeness, and safety of
foods.
352.739

임상영양실습 1

2-0-8

Clinical Nutrition Internship 1

임상영양사교육 프로그램의 과정 학생은 임상영양실습 협약 의
료기관에서 실습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임상영양실습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환자의 영양관리 실제를 현장실습을 통해 배우고
임상영양사로서의 역량과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교육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계측을 하고 평가한다. 식사일기와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식사섭취량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한다. 영양판
정을 한다. 영양검색을 한다. 환자식을 설명한다. 환자식을 작성한다.
Every graduate student in Clinical Dietitian Education
Program are asked to work as an intern student at the hospital affiliated with the program. Students will learn the nutrition care system in the hospital setting and gain the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as a clinical dietitian. Topics covered
include anthropometric assessment, dietary assessment using
24hr recall and dietary records, nutritional diagnosis, therapeutic meals, prescription of appropriate diets.
352.740

임상영양실습 2

2-0-8

Clinical Nutrition Internship 2

임상영양사교육 프로그램의 과정 학생은 임상영양실습 협약 의
료기관에서 실습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임상영양실습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환자의 영양관리 실제를 현장실습을 통해 배우고 임
상영양사로서의 역량과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신체계측을 하고 평가한다. 식사일기와 24시간 회
상법을 이용하여 식사섭취량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한다. 영양판정을
한다. 영양검색을 한다. 환자식을 설명한다. 환자식을 작성한다.
Every graduate student in Clinical Dietitian Education
Program are asked to work as an intern student at the hospital affiliated with the program. Students will learn the nutrition care system in the hospital setting and gain the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as a clinical dietitian. Topics covered
include anthropometric assessment, dietary assessment using
24hr recall and dietary records, nutritional diagnosis, therapeutic meals, prescription of appropriate diets.
352.741

임상영양실습 3

2-0-8

Clinical Nutrition Internship 3

임상영양사교육 프로그램의 과정 학생은 임상영양실습 협약 의
료기관에서 실습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환자의 영양관리 실제를 현장실습을 통해 배우고 임상영양사로서
의 역량과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임상영양치료를 NCP 모형에 따라 실시

한다. 환자식 식단을 작성한다. 집단영양교육 시범 강의를 한다.
Every graduate student in Clinical Dietitian Education
Program are asked to work as an intern student at the hospital affiliated with the program. Students will learn the nutrition care system in the hospital setting and gain the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as a clinical dietitian. The topics include the development of nutrition education materials, medical nutrition therapy using NCP model, the development of
patient menu, group nutrition education for patients.
352.742

임상영양실습 4 2-0-8
Clinical Nutrition Internship 4

임상영양사교육 프로그램의 과정 학생은 임상영양실습 협약 의
료기관에서 실습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환자의 영양관리 실제를 현장실습을 통해 배우고 임상영양사로서
의 역량과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임상영양치료를 NCP 모형에 따라 실시
한다. 환자식 식단을 작성한다. 집단영양교육 시범 강의를 한다.
Every graduate student in Clinical Dietitian Education
Program are asked to work as an intern student at the hospital affiliated with the program. Students will learn the nutrition care system in the hospital setting and gain the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as a clinical dietitian. The topics include the development of nutrition education materials, medical nutrition therapy using NCP model, the development of
patient menu, group nutrition education for patients.
352.752

영양학특강 3-3-0
Current Topics in Nutrition

본 강의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과목으로서,
현대의 첨단 영양학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주요 연구결과들을
이해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대사체학 등의 오믹스 연구, 생물
정보학 연구 분야를 포함하는 최신 영양학 관련 분야들을 공부하
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for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Food and
Nutrition. It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recent progress of
Modern Nutrition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nutritional
research. Several topics of Omics studies including genomics,
proteomics and metablomics, and Bioinformatic studies will
be discussed using recent core papers.
352.759

고급급식경영

3-3-0

Advanced Food Service Management

급식산업의 국내⋅외적 현황 및 현안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함께, 급식경영학 분야의 연구자로서 알아야 할 경영 및 관리 이
론의 습득을 이 과목의 주목적으로 한다. 교재를 중심으로 한 강
의를 통하여 급식경영의 고급이론을 습득시키고, 관련업계 정보지,
홈페이지 등을 읽고 급식산업의 현안을 토론, 분석시킨다. 대학원
에서 급식경영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입문과목이다.
This courses focuses on the current issue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advanced management concepts and principles applied to the industry. The classroom
lectures will cover the advanced theories in the field of food
service management. Half of the class hours will be allocated for analyses and discussions of current issue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The course is primarily for the first
year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food serv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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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Reading and Research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목이다.
This is a course designed to improve the 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or doctoral dissertation.

This purpose of this course is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retail service.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n improving the quality of retail
service and therefore increasing customer satisfac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tail sectors of food and clothing.
M1460.000900 식품영양실험설계법 3-3-0
Experimental Design in Food and Nutrition

M1460.000800 리테일서비스 세미나 1-2-0
Seminar in Retail Service

본 과목은 전통적인 리테일 서비스뿐 아니라 진화하는 리테일
서비스의 현황 및 최신 이슈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
히 전통적으로 리테일 산업의 주류를 차지하는 식품과 의류 분야
를 주요 예로 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및 리테
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식품영양 분야에서 실험적, 역학적 연구에 필요한 연구설계와
수집된 자료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익힌다. 특히 통계적
기법의 숙련이 필요한 관능검사 자료와 survey 자료분석에 중점을
두어 실제 자료수집, 분석의 실습훈련을 병행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statistical method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sign and the interpretation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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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학과(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353.501

의류학연구방법론 3-3-0
Research Methods in Clothing & Textiles

의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설계 및 자
료분석방법을 학습한다. 연구설계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개념, 연구
의 절차, 변수와 측정, 척도 자료수집방법, 실험설계 등이 포함되
며, 자료분석의 내용으로는 일원적 기술통계, 상관관계, 회귀분석,
경로분석 인자분석, 분산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자신의 연구
를 스스로 설계하고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른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n the research methods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quantitative data in the clothing and
textiles area. Major topics include scientific problem solving,
measurement, scales, descriptive statistics, parametric statistics, and non-parametric statistics.
353.502B

의류학세미나 1

3-3-0

Seminar in Clothing & Textiles 1

피복재료, 피복정리 및 의복생리학에 관한 과학적 연구방법과
보고문에 대한 논의 및 토의를 통해 피복과학 제반분야의 연구동
향과 최신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지식, 연구능력과 발
표 능력을 부여하도록 한다. 세미나에는 국내외의 각종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위주로 토의, 평가를 거쳐 논문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will review and discuss current theoretical and research developments in the area of textile
chemistry, dertergency, and clothing physiology. Applications
for research as well as practices of presentation are explored
through seminars.
353.503B

의류학세미나 2

3-3-0

Seminar in Clothing & Textiles 2

복식분야에서 발표되는 학술연구논문을 읽고 평가해봄으로써 학
문의 체계를 이해하고 각 분야의 최신 정보와 연구동향을 입수함
은 물론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습득한다. 대상이 되는 연구논문은
국내의 학술지 및 미국과 일본 등 복식학 연구가 앞선 나라의 학
술지와 학위논문으로 한다.
Trends and issues in clothing research are discussed in
this course. Students are required to read recent articles published in related journals, and criticize them in terms of
problem identification and research procedure. Through these
activities, students will draw conclusions and develop their
own research theories. The journals to be discuss are selected from those of Korea, Japan, and America.
353.601A

패션디자인발상연구 3-1-4
Studies in Creative Ideas for Fashion Design

창조적인 패션디자인을 위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
상과 전개는 매우 중요하다. 학부 과정에서 익히고 습득한 디자인
과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의 활용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훈련을 위한 과정이다. 비단 패션디자인이나 의류 관
련 디자인을 넘어서 다양한 타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고찰
하고 뛰어난 다양한 디자이너의 작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고찰함
으로써 디자인 발상의 폭을 넓히고 이를 패션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전개 능력을 훈련한다.
For most creative fashion design, coming-up with new
ideas, developing and making them possible are the very
critical factors. Based on existing ability gained through previous courses, this course is for maximize the effect of application of the new ideas. Students will be requested to get
the original ideas from various design areas such as industrial deign, visual design, furniture deign or so not only
from the fashion design. Creating a collection of innovative
garments with diverse materials and techniques which are
required.
353.603

한국복식사특론 3-3-0
Topics in History of Korean Costume

한국복식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고, 동양문화권에서 동
북아시아에 위치한 중국, 한국, 일본 간의 복식에 있어 상호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비교 연구하며, 복식의 종류와 생활양식, 구조
적인 차이, 직물의 조성, 색상, 문양, 기타 복식에 부속되는 장식
품 등에 대하여 비교, 고찰한다.
This course conducts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Korean
costume over time as well as a comparative study of the traditional costume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Specific topics include types of costume,
lifestyle, construction, fabric selection, color, pattern, and
accessories.
353.604

한국복식학특론 3-1-4
Topics in Construction of Korean Costume

조선조말 이후 전래되어 온 여러 가지의 관복 중 다채롭고도
미려한 여자예복에 대해, 의례에 따른 예복의 종류 및 부속품, 장
신구 등을 포함한 구조와 색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유추해 본
다. 또한 예복에 따른 구성법을 분석하고, 현대 의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한다.
This course studies Korean women’s costume that are
worn during special rituals. We will analyze the meaning,
structure, design, and colors of Korean women’s costumes
since the Chosun Dynasty.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design clothing that harmonizes traditional aspects with modern fashion.
353.605A

의복체형론 3-3-0
Somatology for Clothing

마틴 측정방법과 3차원 측정 방법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배우
고 측정결과의 수리적, 시각적 분석과 해석 능력을 기른다. 또한
인종, 성별, 연령, 시대별 체형 차이에 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will study various anthropometic methods such as
the Martin’s Method and how to use a 3-D scanner. They
will develop mathematical, optical abilities through these
methods. In addition, students will evaluate the differences in
body type resulting from factors such as ethnicity, gender,
age and time.
353.608

세척원리 및 평가 3-3-0
Detergency: Theory & Testing

세제와 세척의 원리에 관하여 학습하되 주로 계면활성제의 성
질, 오염과 세척의 기구, 세척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논한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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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계면활성제의 종류와 특성, 오염의 성분과 특성, 고형오염
의 부착과 제거, 유성오염의 제거, 세척과정에서 기계적 힘의 작
용, 재오염 등의 원리와 세척 및 재오염의 실험방법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다.
This in-depth study on detergency theory emphasizes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surfactants, and the mechanisms
of soiling and soil removal. Students will evaluate detergency
methods. Topics include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surfactants,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soils, soil removal
mechanisms of particulate and oily soil, effect of mechanical
action on the detergency, and redeposition.
353.609

복식과 인간행동 3-3-0
Clothing and Human Behavior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의 기초학문의 이론을 인간의 복식행
동에 적용하여 복식과 인간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주제로는 인상형성, 동조성, 유행, 역할, 자아개념, 성격, 신체이미
지, 사회계층 등이 있으면 각 주제별로 기초이론을 학습한 후 이
에 근거하여 인간의 복식행동을 설명한다.
The various aspects of human behavior related to clothing
are studied in this course. We will apply soci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to analyze human behavior. Specific topics
include impression formation, comformity, fashion, role,
self-concepts, personality, body image, and social status.
353.614A

의류소재물리

안감의 적합성 연구 등 테일러링에 필요한 제 요소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분석하여 해결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This is an advanced tailoring course. Students will practice
tailoring men’s suits to enhance their capability to manage
problems frequently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fabric selection, fit, and construction of tailored garments.
353.621

복식디자인특론 3-1-4
Advanced Fashion Design

일반적인 디자인론이나 예술론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복식미
의 본질을 분석하며, 특히 산업사회에서 패션디자인의 기능미와
장식적인 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스케치한
다. 실제로 작품을 완성하며 패션디자인 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세분화되어가는 현대 패션산업의 올바른 패션디자인의 이념을 이
해하고 패션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갖도록 한다.
This course concerns a range of conceptual approaches
that are necessary for studying the aesthetics of dress. There
will be an emphasis on the functional beauty and decorative
beauty of dress in the industrialized society. Studio work of
creative designs and its production accompany the lectures of
this course.
353.622

천연섬유화학 및 가공 3-3-0
Textile Chemistry of Natural Fibers &
Their Finishes

3-3-0

Physical Properties of Textile System

피복재료에 사용되는 섬유의 물리적 특성을 그 섬유의 용도와
관련지어 논하며 이들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관해서도 검토
한다. 강의내용은 섬유의 외부형태, 내부구조, 흡습성질, 역학적 성
질, 점탄성적 성질 등을 포함한다.
Students will conduct an investigation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textile fibers in relation to their end-uses as
well as the factors that affect those properties. Fiber morphologies, mechanical properties, moisture sorption, thermal
properties, and viscoelastic properties of textile fibers are discussed in this course.

셀룰로오스와 단백질 섬유의 형태 및 이화학적 성질에 관해 학
습하며, 이들 천연섬유의 가공원리와 가공포의 물성변화 및 그 효
용성에 관해 논한다. 가공에 관한 강의로는 외관의 향상을 위한 가
공, 수지가공, 방염가공, 방수 및 발수가공, 기타 가공을 포함한다.
Students are offered an in-depth coverage of important
natural fibers. Cellulose, silk and wool are major subjects of
study. We will discuss the fiber formation and structur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and a variety of finishes
throughout this course.
353.623

패션마케팅특론 3-3-0
Special Topics in Fashion Marketing

353.618

직물보존학 3-3-0
Textile Conservation

의류 및 섬유제품 유물의 보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보존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강의내용은 섬유제품을 장기간
보존하는 동안 일어나는 각종 섬유의 노화 및 분해과정 이를 측정
하기 위한 분석방법, 섬유의 염색에 사용된 염료(주로 천연염료)의
감별 및 염색 견뢰도 등을 포함한다.
The study on textile conservation includes principles and
procedures used to conserve, exhibit and store historic textiles, costumes, and accessory items. A study on the chemical properties and dyes that cause the aging of fibers is offered in this course.
353.620

고급테일러링

패션현상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해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과 발전전망을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패션마케팅의 특성을 이해함
으로써 상품, 상표, 시장세분화, 유통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마
케팅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This is an advanced course on fashion marketing. Fashion
fundamentals are applied to current social environments, and
we will deduct according marketing strategies. Students are
required to identify current problems and issues of the
Korean fashion industry, and make marketing suggestions using this theoretical information.
353.625

의류신소재연구 3-3-0
New Synthetic Fibers for Clothing

3-1-4

Advanced Tailoring

테일러링의 심화과정으로 남성복을 중심으로 체형조사, 패턴설
계, 디자인, 부자재, 재단, 봉제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과정이다.
남성체형별 적합한 패턴 설계방법, 체형별 보정방법, 겉감, 심감,

신소재를 이루는 고분자의 개념을 이해하여 소재의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학습하고 실제 의류용 신소재의 현황과 정보활용 방
법을 파악한다. 이로써 기능성이 향상되고 trend에 부합하는 신소
재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chemical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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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s, structures, and polymerization mechanisms of fiber-forming polymers. Students will conside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olymer structure and end-use properties of
textiles fibers. Topics include chemistry of natural and synthetic polymers, classification and properties of fiber-forming
polymers, and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textile fibers.
353.626

특수의류소재개발 3-2-2
Topics in Fabrication of Special Apparel
Textiles

의류소재로 사용되는 섬유제품 중 직물, 편성물, 부직포 및 기
타의 소재에 대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게 하고 가공 및 final
touch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기법에 의한 소재의 변화를 실험하여
패션소재로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의 및 실험 내
용은 각 의류소재의 제조와 용도, 종류, 특성, 가공방법 등을 포함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acquire an understanding
of the fabrication of clothing materials, chemical and physical application of finishing, and other new techniques to improve the comfort and appearance fabrics, knots, and nonwovens.
353.627A

의복생리학특론 3-2-2
Special Topics in Clothing Physiology

의복의 쾌적성, 의복기후와 체온조절 등을 포함한 의복생리학
관련 최신 동향을 학습한다.
We will study current issues related to clothing physiology, which includes comfort, microclimate inside clothing,
and body temperature regulation.
353.702

복식과 문화 3-3-0
Cultural Aspects of Clothing

복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소를 물질, 도덕, 관습, 종교,
예술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습한다. 강의내용은 복식과 미의
기준, 종교 및 사회 계급제도의 영향, 현대복식의 문화적 특징 등
이며, 여러 민족의 민속의상과 복식사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 복
식과 문화와의 관계를 다룬다.
We will take a socio-cultural approach towards ethnic
dress. Topics include the cultural patterns of technology, aesthetics, ritual, morality, and symbolism. Students will conduct
an overall examination on the external and internal influences that affect forms of dress as a cultural product.
353.703

특수의복설계 3-2-2
Functional Apparel Design

신체장애자, 임산부, 작업인, 노인 등 특수인의 의복구성을 위하
여 인간공학적인 측면으로 체형을 연구하고 특수한 체형에 맞는
의복을 위생면, 재질면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미적인 의복의 설
계와 제작에 필요한 제요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특수의복의 설계
법을 연구한다.
Students will research on various body shapes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such as the physically handicapped, pregnant women, workers and the elderly from an ergonomic
perspective. From there, clothing that are hygienic and aesthetically pleasing will be constructed.

353.715

이론염색화학 3-3-0
Principles of Dyeing

염료의 특성과 염색의 원리를 학습하며, 특히 염색의 평형론,
염색의 속도론을 중점으로 논한다. 강의내용은 염료의 종류와 염
료용액의 성질, 염색의 원리, 염색속도론, 염료의 제조와 정량 등
을 포함한다.
This course concentrates on the physicochemical principles
of dyeing. Topics include the classification of dyes, kinetics
of dyeing, and diffusion of dyes into fibers.
353.721

복식산업론 3-3-0
Topics in Fashion Industry

복식산업체의 상품기획과정과 소매관리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룬
다. 상품기획은 시장정보와 패션정보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 경제적 측면을 학습하고, 현실
적으로 복식산업에서의 상품기획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루어
복식산업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
을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모색한다.
We will examine the domestic and global perspectives of
apparel industries. This course offers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lothing products in
apparel industries. Students will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micro and macro environments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apparel industry.
353.724

고급패션마케팅

3-3-0

Advanced Fashion Marketing

패션마케팅에 관련된 최근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 패션산업의 현황을 국내⋅외적으로 파악한다. 패션산업의 발
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하
여, 패션마케팅이론에 근거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상품기획
과정에서 패션정보와 소비자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상품화과정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The core of this course consists of current issues related
to fashion marketing. Issues such as segmentation, brand
strategy, evaluative criteria, pricing, aesthetics, and consumer
involvement are possible areas of discussion.
353.725

고급의류학연구방법론 3-3-0
Advanced Research Methods in Clothing
and Textiles

고급통계방법을 의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의류학에의 적용방법을 학습한다. 다양한 연구설계에 대한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난괴분석, 다항회귀 등을 학습하고, 그밖에
군집분석, 판별분석, 다차원분석, 컨조인트분석, 정중상관분석 등의
기법을 익힌다. 또한 각자 전공영역의 연구 유형을 비판적으로 평
가하여 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This course offers studies on advanced research methodologies and statistical analysis in researching clothing and
textiles. Students will become skilled cluste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MDS, LISREL, and conjoi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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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26A

also possible study topics. Students will endeavor to apply
the aforementioned basic elements in their design work.

패션리테일링특론 3-3-0
Special Topics in Fashion Retailing

상품유통에 대한 최근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의류상품
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유통상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리테일링의 다양한 형태, 전망, 형태별 전략 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패션산업에서 유통부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Fashion retailing provides study issues related with the
principles, methods, and techniques used in buying and selling fashion goods and services. Students are encouraged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current issues related to apparel retail.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study lies in building competitive strategies that can be used in global retail.
353.732

동양복식사 3-3-0
History of Eastern Clothing

(1) 동양문명의 발상지인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사회
환경에 따른 복식의 형성과정을 이해한다.
(2)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복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문화
교류에 따른 지역간 복식문화의 횡적, 종적 교류를 이해한다.
(3) 복식사적 자료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동양 이미지의 의상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도록 한다.
This course examines how costumes of China and India,
the birthplace of ancient civilization, have evolved in relation
to its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s. It will also cover how
the cultural exchang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ave
influenced their costumes cross-sectionally and longitudinally.
Students will apply the knowledge of historic costumes to
their own costume designs in the Oriental style.
353.734A

온열생리학 3-2-2
Thermal Physiology and Lab.

인체의 방위체력 중 중요한 기능인 체온조절, 환경적응 메커니
즘, 수면, 운동, 작업시의 체온조절 메커니즘 등을 학습하여 의복,
온돌, 실내환경, 목욕, 기후 등의 생활 속의 온도와 관련된 생활환
경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The course develops one’s ability to evaluate the thermal
environment such as outdoor and indoor climate, working environment, sleeping environment, Ondol, bathing environment,
and exercise environment. We will study body temperature
regulation mechanism at different conditions.

353.737

의복인간공학 3-3-0
Clothing Ergonomics

인간과 의복, 환경과의 관계를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 분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체특성을 형태, 운동 기구적인
측면과 관능심리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인체의 특성을 만족시키
기 위한 평가 측면에서 의복 특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를 통하
여 인체 특성을 고려한 의복의 착용성능, 착용감각, 안정성 등의
종합적 평가를 만족시키는 의복제작의 종합적 설계능력을 기른다.
To train students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understand
and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lothing and the
environment from an ergonomic perspective.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from two perspectives: 1.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shape and mechanism 2.psychological. Through these
fundamental theories, students will then be able to produce
clothing that has reflected upon the wearer’s effectiveness,
sensitivity and sense of security.
353.738A

복식조형론 3-3-0
Theories of Formative Features of
Fashion Design

복식의 형태를 인간의 인지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학습한다. 디
자인 요소인 색채, 선, 재질의 인지과정을 다루어, 형태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복식 디자인과 안락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
학습한 후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실제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복식디
자인의 응용능력을 개발한다. 또한 복식아이템의 형태 변화에 대
해 사적으로 깊이 있게 고찰하고 형태변화의문화적, 미적 관점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여, 창조적 복식 조형 구현에 이론적 깊이를
더한다.
This course offers an in-depth study of the perceptional
process of clothing design. A psychological approach will be
used to examine topics such as comfort and creativity of a
design. Creating a collection of innovative garments using diverse materials and techniques is a requirement of this
course. The development and evolvement of formative features of fashion design will be examined historically, and interpret the reason with the perspectives of cultural phenomenon and aesthetic values for design.
353.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Reading and Research

353.736

복식과 색채론 3-3-0
Theory of Fashion and Color

색채의 이론은 모든 디자인 분야의 기초과목으로 본 과목은 복
식디자인의 조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과목의 내용은 색채의 체계, 색채지각, 색채
효과, 색채대비, 색채심리 등의 색채이론과 형태, 질감, 공간, 통일
성, 비례, 균형, 강조 등의 복식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습득한 다음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실제적인 디자인에 적용하는 데까지
다룬다.
Color theories are fundamental in designing. This course
on color theories deal with topics such as the coloring system, coloring intuition, coloring effect, coloring contrast, and
coloring psychology. Other elemental principles such as formation, texture, unity, proportion, balance, and emphasis are

개별적으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자신의 논문을 진행시킨다.
Developing thesis under the guidance of thesis directors
respectively.
M1461.000200 리테일 환경 세미나 1－0－2
Seminar in Retail Environment

소매유통은 의류제품 공급사슬의 마지막 단계로 그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이 강의는 급변하고 있는 소매유통환경의 변화
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소매유통 전략의 개발 및 소매점포 내 소
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현장 전문가의 특
강과 소매유통 요소의 영향에 대한 수업 중 토론을 통해 소매유통
환경에 대한 심화된 지식과 전망을 제시한다.
Retailing is the last stage in the supply chain of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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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which provides a critical competitive strength to
successful marketers.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an
overview of the various aspects of retailing from the macro
environmental factors to the consumer responses to retail
strategies. In addition to the lecture, many class activities
will be implemented including special speeches of industry
experts who will be invited to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classes. The goal of the course is to provide in-depth knowledge and vision to students on retailing and its changing future.
M1461.000300 특수기능복특론 실험기기분석

3－2－2

Personal Protective Clothing and
Experimental Equipment Analysis

기능성 의복을 신체기능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
한 작업 환경에서 착용되는 보호복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작업
환경 및 인체 착용성/쾌적성을 고려한 최적의 보호복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과정으로, 기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 실험기기 장비의
원리, 사용법을 배우며, 실제 다양한 기능복의 착용평가 능력을 함
양한다.
Personal protective clothing (PPC) offers safety and increased performance to wearers and each PPC should be designed by considering various working conditions. To maximize the efficacy of protective cloth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bjectives in specialized apparel. This course is a
basic step for the research on PPC, and students will learn
principles of various experimental equipment and how to use
them, and eventually acquire skills and knowledge in human
wear trials for PPC.
M1461.000400 패션미디어 및 비평

3－3－0

M1461.001100 패션미학 3－3－0
Fashion Aesthetics

미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패션에 있어서의 미의
본질을 파악하고, 패션을 예술, 몸, 성, 문화, 시대양식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미학적 측면에서 패션의
외적 형식뿐만 아니라 내적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In
this class, students are required to grasp the essence of beauty in fashion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s
of aesthetics. They will review fashion in conjunction with
such topics as art, body, gender, culture, and contemporary
styles,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ner meaning of
fashion as well as the external form of fashion with respect
to the aesthetic aspects.
M1461.001200 패션과 예술 3－3－0
Fashion and Art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예술양식과 복식양식의 특징 및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예술과 복식의 문화적 공유성을 이해한다. 또한 인
상주의 이후의 현대 예술사조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에
서의 예술의 의미를 파악하고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This course conducts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relevance between art forms and clothing styles from ancient
times to contemporary era, and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cultural commonality between art and clothing. Also, by
studying the flow of the zeitgeist of contemporary art since
the impressionism, they will grasp the meaning of art in
contemporary society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art.
M1461.001300 패션미학특론

Fashion Media and Criticism

오늘날 정보화의 가속화로 미디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이에 패션미디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신문, 패
션전문지, TV, 디지털미디어 등 현대사회에서 주로 활용되는 패션
미디어들의 특성들을 파악해봄으로써 패션미디어의 효과적인 활용
전략을 수립해본다. 또한 각종 미디어에 담겨있는 패션 기사들을
분석해봄으로써 패션에 관한 비평적 시각을 배양한다.
Today the importance of media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with the acceleration of ICT. This course examines
the vicissitudes of fashion media,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media which is mainly utilized in modern society
- such as newspapers, fashion magazines, TV, digital media,
etc., and then tries to establish an effective utilization strategy of the fashion media. In addition, by analyzing fashion
articles appearing in various media, students will cultivate
the critical perspective on fashion.
M1461.000500 패션상품디자인특론 3－2－2
Practice for Designing Fashion Goods

패션업체의 세분화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업성을 지닌 제
품을 직접 기획 및 디자인해봄으로써, 패션상품의 기획 및 디자인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개발된 시제품을 상품화하는 것에 궁
극적인 목표를 둔다.
Through planning and designing their own fashion products that meet the needs of fashion companies, students will
develop their capabilities of planning and designing fashion
items. The ultimate goal of this course is to commercialize
the developed prototype.

3－3－0

Topics in Fashion Aesthetics

‘인간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해본다. 패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등의 관점에서 패션을 바라보고,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패션의 의미를 파악해본다.
This course tries to do a variety of philosophical approache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Why do human
beings wear clothes?” To explore the essence of fashion, students look at fashion from the perspective of ontology, epistemology, value theory, logic, etc., and grasp the meaning of
the fashion in human life.
M2174.001000 패션 CAD 시스템 개발방법론

3－3－0

Development of Fashion CAD System

컴퓨터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이 패션 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의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단순
히 CAD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하게 하고자 한다.
Various CAD (Computer-Aided Design) systems are widely used in fashion industry due to the advancement of computer and automation technologies. This lecture aims at providing the student with the ability to plan and develop dedicated CAD systems by introducing the basics of computer
programm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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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174.001100 남성복 테일러링

3－2－2

Men's Tailoring

테일러링의 심화과정으로 남성복을 중심으로 제품기획 및 개발,
생산, 품질관리의 전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체형조사, 창작 디
자인, 체형별 적합한 패턴설계와 보정, 겉감, 심감, 안감 등 원부
자재를 이해하고 재단, 봉제 과정을 실습하며 테크니컬 디자인 측
면에서 표준화한 테크니컬 패키지 작성을 통해 작품, 제품으로서
의 완성도와 품질 향상 능력을 키운다.
It is an advanced course after tailoring courses to understanding a project proposal, a development, a manufacturing

and QC(quality control) about men’s wear. The student will
be studying and practicing processes as follows; Investigating
body shape, Designing in creative, Pattern making for body
shape, Understanding materials(fabric, lining and interfacing),
Cutting and Sewing. Furthermore, the student will be improving clothes comple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through making Standard Technical Package on the side of
technic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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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과(Dept. of Comsumer Science)
358.530

고급소비자학연구법 1

accompanying informational failures and other market failures
with regard to consumer well-being. Antitrust activity, information disclosure requirements, advertising restrictions, and
regulatory agencies are examined in terms of their ability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or to serve special interests.

3-2-2

Advanced Research Methods in Consumer
Science 1

소비자학연구방법론의 상위 강의로서, 수량적 자료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고급 통계기법을 다루며, 새로이 개발되는 방법들에 대
해 소개한다.
This advanced class presents regression diagnostics and the
econometrics analysis of equations with categorical or truncated dependent variables, simultaneous systems, time-series
data, and panel data sets.
358.531

소비자행태특론 3-3-0
Topics in Consumer Behavior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정보처리과정,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심리학, 사회학 등의 제이론을 토대로 한 행동과학
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
한 소비자정보의 원천, 획득,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힌다.
This class introduces an interdisciplinary survey of consumer behavior theories. Students are encouraged to focus on
psychological, sociologic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consumer choice and use of products and services.
358.533

가계경제특론 3-3-0
Topics in Economic Analysis of Household

가계의 경제적 의사결정인 소비행동 및 소비패턴, 소비획득 및
시간자원의 배분, 가계생산, 가족형성 및 역할분담, 그리고 인적자
본의 형성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graduate students to
the theories and empirical researches on household demand.
The course will cover consumption & savings, market work,
human capital formation, household production, and family
formation.
358.539

소비자시장환경분석특론 3-3-0
Topics in Analysis of Market Environment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미시경제학과 마케팅 이론들
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된다. 최근 시장 메커니즘의 분석과
관련한 보다 발전된 주제에 집중된다.
In this course, microeconomics and marketing theories regarding the industry and profit maximizing firms are applied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market. This course will emphasize on advanced topics relevant to analysis of the current market mechanism.
358.550A

소비자교육특강 3-3-0
Topics in Consumer Education

소비자교육의 기초와 소비자교육이론, 대상별 소비자교육, 주제
별 소비자교육을 포괄하는 과목이다. 소비자교육 발전의 배경이
되는 소비자주의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배경과 발전의 의미를 학
습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환경, 심리사회적 환경, 제도적 환경을 이
해하며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에 대하여 연구한다.
아울러 소비자유형별 소비자교육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
록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s of consumer education
and its theories and examination of the concept, history, and
contents of consumer education in general. Studies about
analysis of consuming situation and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umer Economics and
consumer right through education. And develops consumer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consumer types.
358.552

고급소비자학세미나 I 3-3-0
Advanced Seminar in Consumer Science I

소비자학연구방법론 3-2-2
Research Methods in Consumer Science

소비자학의 관심 연구대상이 되는 제 현상을 올바르게 기술, 설
명,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자료
를 수집하는 이론적 체계와 기본 지식을 다루는 조사방법론과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방법론으로 구성된다.
This course is an overview of various research approaches
focusing on testing and generating theory as well as basic
statistical concepts, models, and methods for the analysis related to consumer research. Students are encouraged to practice the application of selected statistical methodologies using
SAS and SASS under supervision.
358.540

358.546

소비자 및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하여 최근 소비자와 시장메커니즘의 분석과 관련한 보다 발전
된 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함으로써 학
문적인 공유의 장을 제공한다.
In this course, multi-disciplinary theories regarding the
consumers, industries and profit maximizing firms are applied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consumers and market. This
course will emphasize on advanced topics relevant to analysis of the current consumers and market mechanism and
share the research ideas on consumers and the market.
358.553

고급소비자학세미나 II 3-3-0
Advanced Seminar in Consumer Science II

소비자정책특론 3-3-0
Topics in Economics of Consumer Policy

이 과목에서는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
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
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
찰된다.
In this class, students will examine problems and policies

소비자 및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하여 최근 소비자와 시장메커니즘의 분석과 관련한 보다 발전
된 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함으로써 학
문적인 공유의 장을 제공한다.
In this course, multi-disciplinary theories regarding the
consumers, industries and profit maximizing firms are applied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consumers and marke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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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will emphasize on advanced topics relevant to analysis of the current consumers and market mechanism and
share the research ideas on consumers and the market.
358.631

소비문화특론 3-3-0
Topics in Culture and Consumption

문화적인 차원에서 상품소비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상품소비와
대중문화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This is a course examining interaction consumption and
culture. Students are encouraged to analyze consumption behaviors as an cultural aspect.
358.634A

소비자광고특강 3-3-0
Topics in Advertising for Consumer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광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거시광고학의 측면에서 광고의 경제적 효과, 사
회적⋅윤리적 쟁점, 소비자보호, 광고 문화, 광고법 및 자율규제
등을 학습한다. 특히 여러 실제 광고사례를 통하여 광고 process
를 이해하고 이론에 기반한 광고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광고에서의 소비자주의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This course offer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advertising
as an important marketing communication role between consumer and company. And reviews of advertising of macro
perspectives: effects of advertising on the economy, social,
cultural and ethical issues in advertis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 Especially understanding advertising process and
the background theories that will eventually enable student to
make precise evaluation for its effects via practical advertising cases and discussing a plan to actualize consumerism in
advertising.

358.640B

소비트렌드분석특강 3-3-0
Topics in Consumer Trends Analysis

트렌드는 경제변동 중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성장, 정체, 후
퇴 등의 움직임으로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을 통하여 시장환경과 다양한
소비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비트렌드의 특징과 변화양상
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기회를 개발하는 능력을 양성
한다.
Trend is a movement that appears in a long and short
term of economic fluctuations, trend is changing very rapidly
in various areas with a changing market environment. This
course identifies new directions both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 and in consumer culture, develops techniques for
gathering and analyzing the raw data that procedure our insights into consumer market, and identifies strategies for getting “on－trend” and extrapolating a trend’s future direction.
358.649

소비자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3-3-0
Studies in Consumer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s

개별 소비자 및 가계가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 사용 및 처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 문제를 사례를 통하여 진단하고 분석
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소비자상담이론
과 상담기법을 연구한다.
This course is a practicum in the role of consumer
advisors. Individual clients provide opportunities to apply
counseling knowledge and techniques. It requires work with
clients from different socioeconomic levels.
358.650

소비자유통특강 3-3-0
Topics in Consumer Retailing

358.635

소비자정보특론 3-3-0
Topics in Consumer Information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
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
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
The topics in this advanced course include economic analysis of consumer information in the marketplac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policies directed toward
consumer information deficiencies, and product safety.
Students will carry out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nsumer performance in the marketplace under conditions of
incomplete information using empirical micro-data.
358.638

소비자보호법특론 3-3-0
Topics in Consumer Laws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analysis of the roles played by
both the courts and the governmental regulatory legislation in
altering consumer markets, consumer behavior, and consumer
welfare. Topics include analysis of contract law, products liability, and accidental law, as well as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regulatory agencies.

소비자와 만나게 되는 물리적 장소인 유통은 급변하고 있는 국
내외 유통환경에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모두에게 시장기회와 위
협을 동시에 제공하며 결국 소비자의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은 경영학에서 논하는 마케팅 믹스(유통, 상품, 가격, 촉
진)의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와 직접 접촉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학적 관점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과목은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요한 유통문제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연구한다.
Distribution is a place to meet a consumer and provides
both the market/demand side and the channel/supply side
with market chance and threat. Therefore eventually distribution effects consumer’s consumption life. Because distribu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marketing
mix, we need to understand it from consumers’ perspectives.
This course provide a chance to get systematic knowledge of
distribution and discuss major distribution problems or consumer problems.
358.730

고급소비자학연구법 2 3-2-2
Advanced Research Methods in
Consumer Science 2

소비자, 관리와 관련된 제 문제 및 현상을 올바르게 기술, 설
명,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학의 지식 및 전산을 통한 자료처리 기
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각자가 주제를 선정하여 과학적
연구절차를 거쳐 개별연구를 수행하여 소논문을 작성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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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dvanced class offers a variet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the means for better understanding a complex social phenomenon. It deals with how data are gather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 in-depth interviewing, and
then analyzed qualitatively.
358.731

한국가계분석론 3-3-0
Economic Analysis of Korean Household
Behavior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
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
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
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is a seminar in family economics applied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Korean households and resulting
policy issues, where the economic status of the Korean family is a factor. This course will focus on developing research
proposals and analyzing urban households.
358.733A

소비사회특강 3-3-0
Topics in Consumption Society Theories

현대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점은 소비주의의 확산과 깊은 관계
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물질만능의 소비주의적 가치관이 사회 전체
에 팽배하면서 신용불량자의 증가나 사치풍조의 만연과 같은 문제
점을 더 이상 소비자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워졌다. 소비의 사회적 맥락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본 과목은
소비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소비사회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목적
으로 한다. 마르크스적, 기호학적, 계층론적, 역사적, 문화적, 여성
학적 접근을 포함하여 소비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
을 학습한다.
The Course, <Topics in consumption society Theories>
aims to give better understanding on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consumption society.’ It has become difficulty
to promotes the well-being of modern consumers solely by
rationalizing individual consumers’ rational decisions in the
modern consumption society. Rath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onsumer behavior in the context of societal level.
In this regard, the course delves into various theoretical approaches on the consumption society such as Marxist,
Semiology, Historical, Cultural, Economical, Feminism, and
so on.
358.738

특수유형소비자문제연구 3-3-0
Problems in Special Groups of Consumers

소비자유형 중 특수유형에 속하는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
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
This course is an overview of issues and concerns related
to consumers with special needs, such as children, women,
and elderly consumers. Some topics to be dealt with are the
characteristics, expenditure patterns, marketplace behavior,
and special economic problems of these groups, and the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358.739

비교소비자정책특론 3-3-0
Topics in Comparative Analysis on
Consumer Policy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
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
색한다.
This course is a systematic comparison of consumer policies and programs relating to consumers among various
countries. Policies promoting consumer information and protection, as well as service-provision programs, are explored
in terms of cost-benefit relationships.
358.740A

소비자주의특강 3-3-0
Topics in Consumerism

컨슈머리즘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각 나라마다 다
양한 가치와 관점, 현상,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컨슈머리즘은
사회운동의 하나로 소비자의 복지신장에 기여한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복지국가를 위한 기초가 되므로 무척 중요
하다. 이에 본 과목은 각 나라의 컨슈머리즘의 역사적 발전을 고
찰하여 의의를 파악하고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 소비자,
기업가, 정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각의 효율성을 연구한다.
The history of consumerism is not very long but has various value, perspective, phenomenon and movement according
to countries. Consumerism is one of the social movement,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ibute to growth of consumer’s welfare and can be a fundamental basis for a welfare state. The
course focuses on history of consumerism development.
Understands the meaning of consumerism’s present and future situation, studies effects of each consumer, enterpriser,
government.
358.747A

가계복지정책특강 3-3-0
Topics in Household Welfare Policy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
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
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 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
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
In this changing society, to pursuit of household and family member’s welfare using the tools economics, this course
examine welfare policy affecting on the household, evaluation of proposals for welfare reform, and poverty &
affluence. Included are an examination of which populations
are affected, what behavior various policies are likely to engender, and how much income redistribution occurs as a result of various welfare policies.
358.748B

소비자재무설계상담특강 3-3-0
Topics in Personal Financial Planning and
Consulting

다양한 가계소득수준과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소비자의 재정자원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의 의의와 경제원리, 예
산사용, 경제적 위험과 소유재산의 보호, 소득의 최적화 및 극대
화, 은퇴계획과 유산상속 등의 재무관리 전략의 원리 및 실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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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개인과 가계 단위의 소비자 재무설계 및 상담 능력을 함
양한다.
According to various household income level and life－cycle stages to manage consumer’s financial resources very effectively, this course focuses on efficient management of
household financial resources over the life-cycle and different
household income. Develops the ability of professional in
consumer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ling by studying economic principle of financial management economic risks and
the protection of assets, optimization and maximization of income and retirement planning.
358.752

소비자신용특론 3-3-0
Topics in Consumer Credit

소비자의 신용사용의 이론적인 틀을 이해하고 소비자신용이 소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적절한 소비자신용관리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ensive analysis of economic,
social, and legal aspects of consumer credit, concentrating on
issues of public policy. It also covers the management of
consumer credit institutions, and issues such as collection
procedures and cost & credit analysis.
358.754A

사회의 기능이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당면하는 문
제도 다양해졌다. 이에 현대 소비자학이론의 현황 및 변화방향을
다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소비자학을 이해함으로서, 소비자의 복지
를 모색하고 해결책 및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
다.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소비자학 이론의 학습을 통해 소비자
학의 이론적인 토대를 이해하고 실용적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As various social function are being divided and complicated, problems that consumers confront has gotten complex as well. Therefore, it is needed to identify political
solutions to enhance the quality of consumer welfare, by
approaching the current and changing consumer science theories over multi-faceted disciplines in order to understand
consumer science better.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main theories related to comsumer science
through studying various consumer science theories.
358.803

Reading and Research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지도를
원활하게하기 위한 과목이다.
This is a course designed to improve the 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or doctoral dissertation.

금융소비자특강 3-3-0

M1467.000100 글로벌소비자특강 3-3-0

Topics in Consumers of Financial Market

Topics in Consumer and Global Market

금융소비자특강은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전략을 습득
하는 과목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금
융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쟁점이 되는 금융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consumer issues in financial market. To prevent and solve the
consumer problems in financial market, theories and strategies will be reviewed. Especially,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actic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and alternatives to solve the consumer issues in financial market.
358.755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비행동과 유통·마케
팅·법·정책 환경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경험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
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understanding of consumer behaviors
and consumer issues in various global markets and discusses
implications to empower and protect consumers in the
global market. Topics such as consumer behaviors, retail
environments, marketing strategies, and consumer laws and
policies in the global market are discussed to understand new
consumer issues in the global market.

은퇴설계특강 3-3-0
M1467.00020

Topics in Retirement Planning

의학의 발달 및 식생활의 질적 향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전후의 길어진 노년기를 위한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개인적 특성 및 은퇴에 따른 재정적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은퇴 계획 모델과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새로운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
한 노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중재기술 및 이론을 습득한다.
According to medical science and quality of dietary life
has been improving, the average life span can be longer than
before and we need a special plan for old age before and
after retirement. This course focuses on retirement planning,
models and programs can be applied to personal and financial aspects following retirement and develops new models
and programs. Also discusses practical techniques and theories of recent elder problems.
358.756A

대학원논문연구 3-3-0

Seminar in Retail Culture

소매유통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만나는 접점이 된
다는 점에서 소비자선택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과목
은 소매유통에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살펴보고, 각
각의 이익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소매유통문화 실현 방안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tail culture is important to consumers in the sense that
retail is the setting where consumers actually face products
and services and make their choices. Topics such as
introduction to retail environment, stakeholders and their
interests sought and retail culture that enable harmonious
coexistence of various stakeholders will be discussed.
M1467.000300 소비자심리특강 3-3-0
Topics in Consumer Psychology

소비자학이론특강 3-3-0
Topics in Consumer Science Theory

리테일문화 세미나 1-2-0

현대 소비시장에서 상품과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
의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의사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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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구매, 사용, 처분에 이르는 소비의 전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과정과 기제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methodological tools to understand
consumers' psychological process and decision making
mechanism by studying various theories on consumer psychology.
M1467.000400 소비자안전규제특강 3-3-0

The elderly population will continue to grow and the their
consumption power and market for them are growing fast.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onsumption
behaviors of those population and find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elevate the welfare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the new market environments.The topics in this course
include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behaviors of near
elderly and elderly population and emerging markets/
industries for those population.

Topics in Consumer Safety Regulation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
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
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
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To protect the “consumer right to safety” are asserted by
consumer advocates but there has been controversy with the
claim that much safety regulation infringes on personal
freedom of choice and public intervention has been
undertaken without adequate analysis of its consequences.
In this course, the rationales for public protection from
the hazard and risk will be dealt. And by reading many
research articles in consumer safety issues in food,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the general consumer safety
rulesadapted by various countries will be reviewed with
relate to monitoring and warning instruments designed to
analyse and prevent risks, and to remedy dangerous
situations.
M1467.000500 고령소비자연구 3-3-0
Studies in Elderly Consumers

고령화가 진행되며 고령소비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고령소비자 특성도 다원화되고 있다. 이에 고령소비자의 다
양한 소비행태와 소비자문제를 파악하고, 고령소비자가 소비사회
에 서 갖는 함의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고령소비자의 역량 강
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M1467.000600 취약계층소비자연구 3-3-0
Studies in Disadvantaged Consumers

본 과목에서는 저소득, 빈곤, 아동,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
계 등 취약소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기 위
하여 소득, 지출, 노동, 건강, 정보화 등 제방면에서 이들이 경험
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정책적 방안을 논의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of disadvantaged consumers and how to
elevate welfare of the disadvantaged consumer group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consumer problems of the
disadvantaged population in various markets such as financial
market, labor market, health market, ICT market, etc. And
consumer protection and empowerment issues are
discussed.
M1467.000700 ICT소비자특강 3-3-0
Topics in ICT Market and Consumer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
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ICT developments and its
impacts on consumer behavior and welfare. Topics such as
introduction to the nature of ICT market and services,
changes in the meaning of consumer behavior in ICT
market settings, new ICT consumer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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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학과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359.552

359.556A

Advanced Studies of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 Education

아동발달특론 3-3-0
Topics in Child Development

아동발달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
써 각 이론의 기본입장과 문제점을 발견한다. 유사한 발달이론과
의 비교분석 및 비판을 시도하고 논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아
동을 이해하고 돕는 데 있어서의 공헌에 대해 논의한다.
This course is an in-depth study and discussion of research readings representing a broad range of areas in child
development. Contrast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are critically evaluated.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developing the ability to deal with pract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issues in child development.
359.553A

한국문화의 특수성으로 발전해 온 유아교육에 대한 독특한 철
학,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여
타국의 관련이론 및 실제와 비교 연구하며 나아가 유아교육의 발
전적 기틀을 모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readings and discussions regarding
the philosophies, goals,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s of
traditional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ories and
practices of other nations/cultures are reviewed for comparison.
특수아발달과 지도 3-3-0
Development & Guidance of Special
Children

수재아동과 장애아동의 발달상 특징과 원인 및 지도에 관한 학
문적 지식을 제공하며, 이들의 양육과 지도에 필요한 의학적, 심리
학적, 교육학적, 복지적 차원에 관한 지식과 태도, 기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biological,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in the development of special children.
Emphasis will be placed on the development of antecedents
of maladaptation, current theories, intervention strategies, and
family therapy.
359.555A

영유아의 각 발달단계별 인지발달에 대한 이론과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가정과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영
유아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전략을 모색해 본다.
This is an advanced course examining current theories and
recent research on intellectual development from early infancy through middle childhood. Methods of promoting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hom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discussed.
359.557A

고급영유아사회성교육론 3-3-0

고급영유아언어교육론 3-3-0
Advanced Studies of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 Education

아동과 전통문화 3-3-0
Child Development and Korean Culture

359.554

고급영유아인지교육론 3-3-0

과목은 크게 언어 학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언어 학습이 주
는 환경요인, 의사소통의 발달과 적용 등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첫
째, 언어학습이론은 생리발달이론을 비롯하여 학습이론, 사회심리
이론 및 실용론 등의 논의로 구성된다. 둘째, 언어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또래, 가정 및 심리적 기제의 발달에 부모와 영유아
의 상호작용의 영향이 논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언어 교육의 방법이 제시되고 실제실습과 영유아 언어훈련이 포함
된다.
This course provides an examination of theories in language acquisition including biological-maturation, environmental-learning, social-psychology, and pragmatism.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peers, home, kindergarten
and school) and parent-child interaction on language development are discussed.
359.563A

가족관계연구 3-3-0
Studies in Family Relations

가족학을 연구하는 이론적 동향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분
석한 다음 가족관계의 특징적 측면을 정상가족과 이상가족으로 나
누어 고찰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This course will present an integrative and comprehensive
assessment of contributions in the field of family relations.
Other topics include major theories and research, family
problems, and critical issues in family studies.

Advanced Studies of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359.564A

현대가족이슈 3-3-0
Issues in Contemporary Families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이론들과 이론형성과정을 검토하
고 영유아기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적응행동 학습에 대해 살펴본
다. 사회성 발달에서 능동적 존재로서의 아동의 역할을 환경과 개
체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고, 사회성 발달특성과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아 이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examining relevant theoretical approaches and empirical findings regarding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Contrasting theories are compared and critically reviewed. Methods of promoting children’s optimal social development in the hom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devised.

본 교과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다양한 이슈들을 분
석하고 논의하는 세미나 방식의 교과이다.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서 초래되는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제도 상의 변화를 살
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함축하는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토론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가족과 외국가족의 경험과 삶의 양식이 어떻
게 비교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논의한다.
This is a seminar course to discuss various contemporary
issues in families. Families experience many changes with
respect to recent technological trends and globalization. We
discuss what impacts these contextual changes could bring
and how families adapt to these changes. Included are topics
such as trans-national families under globalization, child birth
technology, and demographic trends in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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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66

비교문화가족연구 3-3-0
Seminar in Familie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가족학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교문화적 연구를 소개한다. 문
화간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문화유형별로
가족생활유형, 가족의 구조적 특징, 가족관계 등을 현지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comparative study of kinship, marriage, family organization, the family life cycle, and modes
of family functioning across cultures. Topic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political, religious and other
institutions, with an emphasis on the adaptation of the family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359.567

고급가족이론연구 3-3-0

적용해 보는 실습과목이다. 대상아동의 연령별 발달수준에 따라서
반을 별개로 편성한다. 영아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개월 이
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으로 나누고 유아는 3세부터 5세까지, 6세에서 7세까지를 별
개의 반으로 구성해서 각각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보호⋅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육실습을 행한다. 보육실습은 주로 온종일
영유아의 신체적으로 안전한 활동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돌보기와 언어와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내용으
로 구성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practice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infant educare programs. Opportunities
are given to students to teach and care for infants in various
levels of classes (1∼6 months, 7∼11 months, 12∼17
months, 3∼5 years, and 6∼7 years). There will be practices
on providing children with optimal care,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lessons for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359.657

Advanced Seminar in Family Theories

가족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의 습득과 적용을 위해 가족
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그 이론들의 기본
적인 개념, 가정, 명제들을 파악하고, 이 이론들에 기초한 연구결
과들을 살펴봄으로써 가족학 연구에서의 이 이론들의 위치와 실제
적용상의 한계나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review of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Other topics include research review and critical issues in
applying the theories to family research.
359.568

가족스트레스연구 3-3-0
Seminar in Family Stress

가족 내외의 규범적, 비규범적 변화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
족의 구조, 행동, 가족기능성, 적응과정 등을 가족 스트레스와 대
처이론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아울러 가족체계에서 나타나는 역
기능적 가족행동이나 위기에 개입할 때 이러한 이론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려해 본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ories related to family development, structure, and behavior in response to social and psychological stress. Normal and dysfunctional family behavior
will be studied. The emphasis will be on application to crisis
intervention in family systems.
359.651

아동놀이이론 및 실제 3-2-2
Theory & Practice in Child Play

놀이가 아동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형성해 주는 기제임을
익힌다. 놀이 유형별 발달과정, 놀이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학습하
고 놀이지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ories on the function of play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for facilitating play experiences for young children.
The meaning and validity of play in the lives of young children, the different ways that children play and the value of
each, and the effect of environment in enhancing and supporting play are explored.
359.653

영유아보육실습 3-1-4
Practice in Infant Educare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이론과목에서 학습한 지식을 실제현장에

유아교육현장실습 3-2-2
Advanced Teaching Experience in Preschool

이 과목은 탁아소(어린이집, 영유아보육원 등 포함), 유치원, 유
치원에서 보조교사 또는 대리교사로서의 지도경험을 중심으로 한
다. 즉, 유아교육활동(과목지도)별 지도방법의 적용, 놀이도구의 구
성과 제작 및 지도, 평가, 유치원의 운영과 경영실태, 학부모교육
참여, 유아상담사례연구, 유아교육시설기준령에 비춘 시설평가 등
의 내용이 이 과목의 개요에 포함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experience as a
teacher’s assistant in a supervised practicum in early childhood settings (daycare, childcare center, preschool, and kindergarten). It includes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various learning activities, constructing children’s play-materials,
managing a center, working with parents, and evaluating
equipments.
359.664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구성법

3-2-2

Program Construction Methods in Family
Life Education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위기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가족 내 각 연령집단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구성
을 시도한다. 기족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기법들을, 가족을 위한 프로
그램의 설계, 분석, 평가에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본다.
This course studies methods for planning, developing and
evaluating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or families.
359.665

가족치료이론 3-3-0
Theories of Family Therapy

가족치료에 관한 이론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 이론들을
구체적인 가족문제에 적용시켜 본다. 행동적, 경험적, 의사소통적
가족치료이론 등과 세대간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주요이론가
들의 다양한 문헌들과 사례에 접함으로써 이론, 연구, 임상의 통합
을 도모하고, 나아가 치료자에게 적합한 치료모델을 탐구하고 모
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integration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of behavioral experiential and communicational
family therapies. Readings will include a wide range of original works by major theo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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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50B

are different culturally, ideologically and economically.

고급아동가족학연구법 1 3-2-2
Advanced Research Methods in Child
and Family Studies 1

359.756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제문제 및 현상을 올바르게 기술, 설명,
예측하기 위해 통계학의 지식 및 연산을 통한 자료처리 기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각자가 주제를 선정하여 과학적 연구절
차를 거쳐 개별연구를 수행하여 소논문을 작성해본다.
The basic concepts and tools of statistics employed in
child and family studies are examined. An overview of basic
statistical concepts, models, and methods using computer
software to calculate statistics for the analysis which is needed in practical research will be performed.
359.752

Advanced Theory in Child Counseling

상담심리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 적응 그리고
교육에서의 제반문제를 다루어 본다. 그리고 아동상담의 기본원리
와 지침을 기초로 하여 특수아의 문제를 조망해 보고, 교육효과와
복지적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This is a course designed for the study of theories, issues,
problems and new approaches in child counseling. Areas
such as optimal child development and adaptation, counseling
of special children, child education and child welfare are
reviewed.

부모자녀관계특론 3-3-0
359.758

Topics in Parent-Child Relations

부모-자녀의 심리적 갈등, 세대간 차이와 조화 등 부모-자녀관
계를 가정상황에서 주제별로 학습하고 출생 후부터 노년기까지 부
모와 관계를 인간발달적 측면과 가족발달적 측면에서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examination of current theoret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in parent-child relations. Issues of
child-rearing practices and socialization practices are
emphasized.
359.753A

영유아보육정책론 3-3-0
Topics in Child Care Policy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영유아의 보육정책에 관
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준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historical bases and
administrative issues of child care. Child care programs are
compared among nations which are culturally different.
359.761

다문화와 사회화 3-3-0

가족가치론 3-3-0
Value Theory of Family

Socialization in Multicultural Context

이 과목은 인종, 민족, 사회계층, 가족구조, 이주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해 학습하며, 특히
가족, 학교, 사회의 맥락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아동의 사회화 과정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다문화사회에서 아동과 가족
을 연구할 때 따르는 이론적, 방법론적, 윤리적 이슈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This class focuses on socialization of children from diverse backgrounds in the context of family, school, and
society. We wi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diversity related
to race, ethnicity, social class, family structure, and immigration/migration background and how each shapes socialization
in similar and different ways across contexts. We will also
examine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ethical issues related
to studying children and famili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359.755

고급아동상담이론 3-3-0

아동복지정책론 3-3-0
Child Welfare Policy

아동복지의 역사적 또는 철학적 토대를 이해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문제와 그와 관련된 아동복지의 법률적, 행정적 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모색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아동의 아동복지와
연계된 가정의 기능을 학습하며 그외 학교나 사회와 같은 거시환
경을 아동의 복지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고 종합한다. 특히
사회발전 정도에 따른 아동복지기구의 설립과 기능의 변화 등을
고찰하고 아동복지와 관련지어 복지행정정책의 효율성 정도를 검
토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historical/ philosophical bases and legal/administrative issues of child welfare.
Issues of child environments such as family, school, and society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welfare of children.
Child welfare systems are compared among nations which

가치에 대한 제이론을 학제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고찰한다. 사
회변화에 따른 가치의 변화를 연구하며 가족에 내재하고 있는 가
치와 표출되고 있는 가치를 규명하여 현대 가족가치를 파악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review of related researches on
family values, including discussion about the value chang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find and set up desirable family values in modern society.
359.763

한국가정생활사연구 3-3-0
Seminar in the Korean Family Life
History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가정생활을 파악을 목표로 한다.
가족생활과 친족, 지역조직 내에서의 생활, 개인의 일생에서 중요
한 의례로서의 관혼상제, 세시풍속, 의식주생활, 민간신앙 등의 내
용을 다룸으로써, 문화와 자연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인과 가족
의 생활에 연관되는지를 파악해 본다.
This course is a critique of occupational issues for family
therapists and practitioners. There will be discussions on ethical, legal, and value issue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family therapy.
359.764

가족복지정책론 3-3-0
Family Welfare Policy

학부과정에서 학습한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토
대로 가족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인력
을 기르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즉 가족복지 정책이나 가족복
지사업의 실제를 학문적, 전문적 차원에서 연구함으로써 가족복지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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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include a discussion and review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milies and social policy. There
will be particular emphasis given to social services, employment & the work force, and values & traditions of family
policy.
359.766A

고급가족상담이론 및 실습 3-2-2
Advanced Theories & Practice in Family
Counselling

이 과목은 가족 내의 역동적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
들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가족상
담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방법을 고찰하고, 가족원 사이에서 발생
하는 심리적 문제들을 다양한 상담이론 모델에 따라 진단 및 평가
해보고 상담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구체적인 가족상담 사
례를 통해 가족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토론
하고 분석함으로써 가족상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arious problems in family dynamics. The course provides a
broad exposure to the contemporary familytheories and approaches, and techniques in counseling including diagnosis
and assesment based on various theoretical models. It will
advance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family counseling
through analyses and discussions of current counseling cases
as well.
359.767

가족학질적연구법

3-3-0

Qualitative Methods in Family Research

질적 연구방법 관련 reading을 통하여 질적 방법론의 한국 가
족연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특히 생애과정
관점에서 가족 및 인간발달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주제 및
연구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주제들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는지 최근 경향을 소개하고 가족학 연구방법론
의 최신 경향에 대한 세미나로 이루어질 것이다.
This course is aimed at the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methodology in Korean family research. Recent research
methodology trends in various topics in family studies will
be discussed, including the life course approach.
359.768

반적 개요를 살펴보고 각종 발달장애의 원인, 특성, 진단, 처치 및
예방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파악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아동⋅청소년 정신병리의 발달적 접근에 대한 주요이론을 살펴
보고, 전형적인 발달과정 동안 나타나는 각종 발달장애의 특성, 병
인론,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연구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상발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내외에서 시도된 각종
중재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
재 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ildhood and adolescents’ atypic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it will be explored that major theories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etiology, prevalence, characteristics, diagnoses and treatments of various developmental
disorders. Through the evaluation about recent outcomes and
trends of intervention efforts concerning childhood and adolescents’ atypical development, it will be covered how to relate the knowledge to the children’s and adolescents’ welfare
programs and policies.
359.771

3-2-2

Advanced Course of Experimental and
Observational Methods for Children

이 과목은 아동 관찰 및 실험을 통한 연구방법의 심층적 이해
와 구체적 적용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의 주요원리, 구체적인 관찰기법, 관찰자료 수
집 및 분석방법을 학습하며, 또한 실험설계이론, 실험절차 및 실험
자료 분석에 필요한 통계기법을 학습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 또는 관찰을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는 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아동관찰연구법 및 실험연구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실제 적용능력을 기른다.
This advanced course focuses on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experimental and observational methods for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s
course explores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applications
of experiment and observation as an important technique for
studying and assessing children. The major principles of experimental and observational design and the statistical concepts and methods appropriate for these methods are also
examined.

청년발달특강 3-3-0

359.772

Topics in Adolescence Development

가족정책평가 3-3-0
Family Policy Evaluation

청년기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비롯한 많은 발달과업을 수행하
는 동시에 모든 면에서 발달과 성숙을 이루는 시기이다. 지적발달
에서의 양적⋅질적 측면을 이해하고 자아정체감과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며, 이들의 정서와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통해 청년기의 발
달을 이론적⋅실제적으로 탐구한다.
This course is an in-depth study and discussion of research readings representing a broad range of areas in adolescent development. The focus will be on the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tellectual development, development process of self-ident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s and society in adolescents.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
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
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politic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s and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policy. It
also covers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Students will examine and evaluate how major family policies affect individual families as well as family institution.
359.773A

359.770

아동실험관찰연구법

고급아동가족학연구법 2

3-2-2

아동청소년이상발달세미나 3-3-0
Advanced Research Methods in Child
and Family Studies 2

Seminar on Childhood and Adolescents’
Atypical Development

이 과목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이상발달의 전

학부과정의 통계과목과 대학원의 고급아동가족학연구법1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보다 정교하고 고급화된 연구설계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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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을 학습한다. 이 과목의 주 목표는 아동학 및 가족학 영역의
최신 연구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급 통계기법들을 이해하고, 주
어진 연구문제와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설계
를 해보며 통계 기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특히 범주형 자료분
석, 구조방정식, 위계선형모델, 패널자료 분석법들이 주로 다루어
진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most advanced statistical techniques in research methods in Child and Family Studies.
Students are expected to learn how to interpret advanced
statistical models in recent research literature and to apply
them into their own research models. Topics included 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of discrete outcomes, and panel data analysis.

참여하고 있는 연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에 대하여 영
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학기 중 아동
가족학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 및 현장 추세에 대해 접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This course is a graduate seminar required to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purpose of the seminar is twofold. One purpose is to
provide students the opportunities to take special lectures and
presentations given by scholars or experts in the field. The
other purpose is to give the opportunities of presentation
training. Student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the seminar
through a presentation and discussion in English.
359.777

359.774

아동환경론 3-3-0

Gender and Aging

Environment and Child Development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고찰한다. 급격한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아동을 둘러싼 보육환경, 문화환경,
경제상황, 기술문명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아동양육환경의 변화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룬
다. 현대 한국아동의 미시환경 및 거시환경 속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
한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문화적 관습, 사고방식
등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s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hanges of contemporary Korea. It aims to examine of such
issues as effect of recent demographic,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scientific changes and child’s physical and social
development. It also covers various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found in various environments of Korean
child. Exploration of child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through analysis of Korean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ut of
which they have arisen.
359.775

아동가족 대학원 세미나 1 1-0-2
Graduate Seminar in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1

본 과목은 아동가족학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의 필
수 과목인 대학원 세미나 중 첫 번째 코스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에 대하여 영
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학기 중 아동
가족학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 및 현장 추세에 대해 접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This course is a graduate seminar required to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purpose of the seminar is twofold. One purpose is to
provide students the opportunities to take special lectures and
presentations given by scholars or experts in the field. The
other purpose is to give the opportunities of presentation
training. Student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the seminar
through a presentation and discussion in English.
359.776

젠더와 노년기 생활세계 3-3-0

아동가족 대학원 세미나 2 1-0-2
Graduate Seminar in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2

성인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가족생활의 제문제 및 젠더와 관
련된 쟁점을 가족구조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고찰한다. 성인의
심리, 평생교육, 직업과 가족생활 등에 관련된 주제별 논의를 중심
으로 하여 연구결과들을 가족구조, 젠더 및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
라 비교 고찰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theories
and research about adult development and gender. Psychological, social and biological changes from youth through late
adulthood are discussed. Both individual development within
generations and differences among generations are emphasized.
359.778

생애주기와 가족발달 3-3-0
Family and Life Course

가족발달에 관련되는 이론들을 분석한 후 생애주기에 따른 가
족관계의 변화를 학습한다. 즉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
관계의 각 분야를 가족의 형성기, 확대기, 축소기로 구분하여 발달
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가족원간의 인간관계와 전체 가족의 발달과
업을 연구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ensive critical analysis of recent research and theories regarding family development and
Life Course. There will be discussion of applying family development theory to contemporary families.
359.779

가족, 젠더 , 일

3-3-0

Family, Gender, and Work

가족과 일, 가족과 젠더에 관련된 쟁점들을 개인, 가족, 사회와
관련시켜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특히 가족내에서의 젠더 사회화와
생애과정 동안 변화하는 성역할의 양상 등을 발달적 관점에서 고
려하며, 사회 내에서 성차와 성역할행동이 어떻게 발달하고 유지
되는지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수들과 연관시켜 파악한다.
아울러 가족, 사회 내에서의 성차별, 성층화에 대한 비판적 측면에
서 여권론의 관점도 소개한다.
This course reviews the issues related to family, gender,
and work. The course also discusses gender socialization
process and the role of gender in the context of family
development. Gender differences and gender behaviors will
be examined with an emphasis on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It also present the perspective of feminism regarding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stratification.

본 과목은 아동가족학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의 필
수 과목인 대학원 세미나 중 두 번째 코스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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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80A

다문화사회와 가족연구 3-3-0

359.781

Advanced Seminar in Understanding
Families in Multicultural Society

부부관계연구 3-3-0
Marital Relationships

본 교과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심화를 목표로
한다. 모든 과제와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며 발표 및 토론에 있어
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는 필수적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gain knowledge in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concepts, and approaches that are
useful to understanding families in multicultural society. The
first sets of readings will consist of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writings on families in other multicultural societ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later half of the course will
be devoted to reading about and discussing current discourses and research on families in Korea. For each class,
students are expected to critically reflect on assigned readings, prepare present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discussion.

이 강좌는 부부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강의내용은 자녀
출산계획, 성, 자녀양육, 부부갈등과 폭력, 스트레스 등을 둘러싼
부부관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결혼 관련 연구를 하고
자 하는 학생들에게 부부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할 것
이다.
This course intends to give an overview of the various aspects of marital relationships. The course will deal with couple dynamics around fertility decisions, sexuality, parenting,
conflict and violence, and stress, provid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marital relationships for students planning to conduct marriage-related research.
359.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Reading and Research

아동학 및 가족학을 전공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목이다.
This is a course designed to improve the 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or doctoral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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