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사범학부

교직관련 공지사항

▣ 교직 이수 학번별 이수학점 및 과목, 점수 기준을 확인하여 학점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기준(주전공) 성적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교육봉사
(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2회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1회 이상

(2013.3.1.이후 

졸업자)

2회이상
필수

(60시간)
해당없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필수

(60시간)
필수 

  ※ 교직이수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학점 충족 여부는 대학요람의 사범학부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7학기(4학년 1학기)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제출기간 별도 공지,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와 교육봉사일지 제출)

□ 학교현장실습 실시 전 학사일정 유의사항 □

▣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확인서, 특별학점신청서, 학점포기원, 이수구분변경신청서 제출 
등의 학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습 기간 중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각각의 

신청기간이 지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해당 신청예정자는 실습을 나가기 전, 담당조교와 협의하여 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실습을 실시하

시기 바랍니다.

 ▣ 학교현장실습 예정자는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범학부 공통 공지사항

▣ 이번학기 현장관찰및실습 예정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과의 [현장관찰및실습] 과목 수강신청을 해야함

 

학과명 과목명 비고

유아교육과 유아관찰및실습1, 2 
- 해당학과 과목 수강신청
- 복수전공자는 반드시 복수전공과의

  현장관찰및실습 과목을 이수해야함

  (유아교육과는 1, 2 모두 수강).

특수교육과 융합형현장관찰및실습

유아특수교육과 현장관찰및실습

특수체육교육과 현장관찰및실습

□ 유아교육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 학년별 A반, B반 해당반의 수업만 수강신청 권장

 • 기악1은 초급, 기악2는 중급 이상자 수강 권장(기악 1, 2 중 최소 한 과목은 이수 권장)

 • 유아교육과 실습 총괄 일정 안내

학년 3학년 4학년

과목 유아관찰 및 실습1 유아관찰 및 실습2 교육봉사활동-교직필수과목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교직필수과목
유아교육 현장실무

학점 1 1 2 2 3

일정
3학년 1학기 4월~5월

(월요일, 6회~8회)

3학년 2학기 10월~11월

(금요일, 6회~8회)

4학년 1학기(5월경)까지 완료

(1일 8시간, 총60시간)

4학년 1학기 

4월

(금요일, 총4회)

4학년 1학기 

5월 (4주)

4학년 2학기 

9월~11월

(주 1회, 총8회)

비고 필수(사전실습1) 필수(사전실습2)

교직필수과목 60시간 이수 후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제

출

(유치원 교육 및 행정업무 체험)

사전실습

(유치원 사정에 

따라 실습 일정 

협의 가능)

본실습 졸업시험 면제

 ※ 실습기관 선정: 산학협력 체결 기관을 우선으로 실시함(실습지도 교수와 협의).
 ※ 이번 학기  '교육봉사' 과목(60시간) 이수 예정인 학생은 '서비스러닝과 유아교육' 과목을 함께 수강 신청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필수과목은 대면수업(실시간화상수업)과 대면시험이 있습니다. 

 ※ 4학년 졸업시험: ‘유아교육 현장실무’와 ‘유아교육 연구방법론’ 교과목 수강생은 졸업시험 면제

 ※ 유아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유아관찰및실습1•2’를 반드시 이수해야함.

□ 특수교육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 수강신청 시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만 전공으로 인정됨 

 2. [융합형현장관찰및실습]은 2학년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입니다.

    본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정해서 담당 조교에게 연락해야 함.

 3. 이번 학기에 '교육봉사' 과목(60시간)을 이수 예정인 학생은 '현장특수교육과 서비스러닝' 과목을 함께 수강 신청.

 4. [특수교육교육과정론] 과목은 2021학번부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수강 교과목입니다.  



□ 유아특수교육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과목명 내용

교직실무 - 3학년과 4학년 수강 가능

유아특수교육

서비스러닝
- 교육봉사60시간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과목임(1,2학기 동시개설)

특수교육교육과정
- 기존의 ‘개별화교육과정’(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이 개정됨)의 명칭이 변경된 것임

- 특수교육교육과정의 선수과목은 장애학생진단및평가임.

현장관찰 및 실습

- 개강 전에 실습기관을 개별적으로 선정함

- 2021년 편입생은 2학기에 ‘현장관찰 및 실습’을 수강

- 유아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은 ‘현장관찰 및 실습’을 1회

  반드시 수강해야함

※ 현장관찰및실습 첫주 수업 필참

특수교육교육과정론 2021학번부터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수강 교과목입니다.  

□ 특수체육교육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 [특수체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은 3학년 때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2. '교육봉사' 과목(60시간)을 이수 예정인 학생은 '특수체육 서비스러닝' 과목을 함께 수강 신청. 

 3. [특수교육교육과정론] 과목은 2021학번부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수강 교과목입니다.  



사범학부(유아교육과)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기초교과군 151301 유아교육론 3 3 25 전우용 목1,2,3  본부618 유아교육과 1B-1 전공(60), 소통(27)

기초교과군 151302 유아교육론 3 3 25 이영미 월4,5,6  본부604 유아교육과 1B-2 전공(60), 소통(27)

기초교과군 151801 유아놀이지도 3 3 25 최은미 수7,8,9  본부613 유아교육과 2B-1 전공(89), 소통(11)

기초교과군 151802 유아놀이지도 3 3 25 황영남 화4,5,6  본부612 유아교육과 2B-2 전공(89), 소통(11)

기초교과군 769601 유아발달심리 3 3 40 금혜진 수1,2,3  본부608 유아교육과 1-B 전공(89), 관계(11)

기초교과군 769801 영유아발달과 교육 3 3 25 박숙영 월4,5,6  본부613 유아교육과 1A-1 전공(78), 관계(22)

기초교과군 769802 영유아발달과 교육 3 3 25 박숙영 화4,5,6  본부613 유아교육과 1A-2 전공(78), 관계(22)

핵심교과군 142801 유아미술교육 3 3 25 양혜영 수8사1,2
 본부612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67), 소통(20)

핵심교과군 151101 유아교육과정 3 3 25 박숙영 수5,6,7  본부612 유아교육과 2-A 전공(73), 관계(27)

핵심교과군 151102 유아교육과정 3 3 25 박숙영 목4,5,6  본부612 유아교육과 2-B 전공(73), 관계(27)

핵심교과군 152301 유아수학교육 3 3 25 이재은 목4,5,6  본부618 유아교육과 2-A 전공(47), 혁신(27)

핵심교과군 152601 유아음악교육 3 3 25 한규령 금1,2,3  본부618 유아교육과 2-A 전공(76), 혁신(24)

핵심교과군 221601 기악1 1 1 10 강은덕 수5  본부611 유아교육과 1-A 전공(100)

핵심교과군 221602 기악1 1 1 10 강은덕 수6  본부611 유아교육과 1-A 전공(100)

핵심교과군 221603 기악1 1 1 10 강은덕 수7  본부611 유아교육과 1-A 전공(100)

핵심교과군 221604 기악1 1 1 10 강은덕 수8  본부611 유아교육과 1-A 전공(100)

핵심교과군 221605 기악1 1 1 10 강은덕 수2  본부611 유아교육과 2 전공(100)

핵심교과군 221606 기악1 1 1 10 강은덕 수4  본부611 유아교육과 2 전공(100)

핵심교과군 223201 유아교사론 3 3 25 미지정 금1,2,3  본부612 유아교육과 1B-1 전공(67), 섬김(33)

핵심교과군 223202 유아교사론 3 3 25 미지정 금4,5,6  본부612 유아교육과 1B-2 전공(67), 섬김(33)

핵심교과군 419701 아동문학 3 3 25 양혜영 수4,5,6  본부618 유아교육과 1B-1 전공(67), 소통(20)

핵심교과군 419702 아동문학 3 3 25 양혜영 목4,5,6  본부701 유아교육과 1B-2 전공(67), 소통(20)

핵심교과군 482001 유아논리 및 논술 2 2 40 성영화 화1,2  본부618 유아교육과 4-B 전공(67), 관계(33)

핵심교과군 782801 아동권리와 복지 3 3 25 성영화 금1,2,3  본부619 유아교육과 1A-1 전공(67), 관계(18)

핵심교과군 782802 아동권리와 복지 3 3 25 성영화 금4,5,6  본부619 유아교육과 1A-2 전공(67), 관계(18)

핵심교과군 791501 유아교육현장탐방 1 1 40 이은철 목3  본부613 유아교육과 1-A 전공(87), 혁신(13)

핵심교과군 791601 유아인성교육 3 3 25 정은경 목1,2,3  본부612 유아교육과 2-A 섬김(67), 전공(33)

심화교과군 150801 유아과학교육 3 3 25 성영화 목4,5,6  본부619 유아교육과 3-B 전공(69), 혁신(31)



사범학부(유아교육과)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심화교과군 222701 유아동작교육 3 3 25 한규령 화7,8,9  본부618 유아교육과 3-B 전공(76), 혁신(24)

심화교과군 278601 부모교육 3 3 25 한만오 목4,5,6  본부717 유아교육과 4-B 전공(56), 혁신(22)

심화교과군 283301 유아관찰 및 실습2 1 1 25 박숙영 화8  본부613 유아교육과 3A-1 전공(100)

심화교과군 283302 유아관찰 및 실습2 1 1 25 변영신 목4  본부703 유아교육과 3A-2 전공(100)

심화교과군 283303 유아관찰 및 실습2 1 1 25 전우용 월3  본부613 유아교육과 3B-1 전공(100)

심화교과군 283304 유아관찰 및 실습2 1 1 25 양혜영 월8  본부612 유아교육과 3B-2 전공(100)

심화교과군 491901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3 25 이은철 목4,5,6  본부613 유아교육과 4-A 전공(49), 혁신(20)

심화교과군 505601 영·유아교수방법 3 3 25 전우용 화4,5,6  본부301 유아교육과 2-A 전공(47), 관계(36)

심화교과군 505602 영·유아교수방법 3 3 25 전우용 수1,2,3  본부612 유아교육과 2-B 전공(47), 관계(36)

심화교과군 782601 유아멀티미디어교육 3 3 25 이영미 수2,3사1
 본부207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67), 혁신(22)

심화교과군 785301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2 2 25 이은철 목1,2  본부613 유아교육과 3-A 전공(50), 혁신(30)

심화교과군 904701 서비스러닝과 유아교육 2 2 25 전우용 화2,3  본부612 유아교육과 2-A, B 관계(33), 섬김(33)

응용교과군 221701 유아사회교육 3 3 25 정은경 화7,8,9  본부703 유아교육과 4-B 관계(51), 전공(49)

응용교과군 223501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3 3 25 한규령 수1,2,3  본부618 유아교육과 4-A 소통(62), 전공(38)

응용교과군 389501 특수아동지도 3 3 25 황영남 화7,8,9  본부612 유아교육과 4-A 전공(82), 관계(18)

응용교과군 389901 아동건강교육 3 3 25 한규령 월4,5,6  본부619 유아교육과 3-A 전공(69), 혁신(31)

응용교과군 419801 정신건강 3 3 25 변영신 목1,2,3  본부619 유아교육과 4-B 전공(56), 소통(33)

응용교과군 483901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40 이재은 화4,5,6  본부619 유아교육과 3-A 전공(67), 혁신(33)

응용교과군 483902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40 이재은 월4,5,6  본부603 유아교육과 3-B 전공(67), 혁신(33)

응용교과군 682401 보육실습 3 3 40 성영화 화4,5,6  본부618 유아교육과 4-A 전공(96), 혁신(4)

응용교과군 782501 보육교사론 3 3 25 성영화 수7,8,9  본부702 유아교육과 3-A 전공(49), 섬김(33)

응용교과군 782701 아동안전관리 3 3 25 양혜영 화7,8,9  본부619 유아교육과 2-B 전공(67), 소통(20)

응용교과군 909801 유아교육 현장실무 3 3 25 이재은 화3금2,3  본부613 유아교육과 4 전공(67), 섬김(33)

응용교과군 909901 유아교육 연구방법론 3 3 25 이영미 수5,6사1
 본부604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67), 혁신(22)



사범학부(특수교육과)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기초교과군 141702 심리학개론 3 3 25 김미숙 월7,8,9  본부603 특수교육과1 전공(87), 혁신(13)

기초교과군 141703 심리학개론 3 3 25 김미숙 화2,3,4  본부307 특수교육과1 전공(87), 혁신(13)

기초교과군 144701 언어발달과 지도 3 3 25 미지정 목4,5,6  본부607 특수교육과1 전공(87), 관계(13)

기초교과군 176401 특수교육학 3 3 25 강영택 화2,3,4  본부702 특수교육과1 전공(87), 혁신(13)

기초교과군 494001 장애아생리 3 3 25 김미숙 화7,8,9  본부609 특수교육과1 전공(73), 혁신(27)

핵심교과군 482601 국어교육론 3 3 25 이가영 월7,8,9  본부609 특수(중등-국어)2 전공(89), 혁신(11)

핵심교과군 494501 특수초등수학 3 3 25 이진숙 수7,8,9  본부608 특수(초등)2 혁신(53), 전공(47)

핵심교과군 782901 시각장애학생교육 3 3 25 김정현 월1,2,3  본부603 특수교육과2 전공(87), 혁신(13)

핵심교과군 783001 청각장애학생교육 3 3 25 김지수 목1,2,3  본부608 특수교육과2 전공(87), 관계(13)

핵심교과군 783101 지체장애학생교육 3 3 25 정해동 화7,8,9  본부607 특수교육과2 전공(87), 혁신(13)

핵심교과군 783201 지적장애학생교육 3 3 25 강영택 월4,5,6  본부609 특수교육과2 전공(87), 혁신(13)

핵심교과군 783301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3 3 25 이성봉 화2,3,4  본부604 특수교육과2 전공(87), 혁신(13)

핵심교과군 786901 창의적사고를위한응용행동분석 3 3 25 양문봉 수1,2,3  본부609 특수교육과2 전공(87), 혁신(13)

핵심교과군 910001 융합형 현장관찰및실습 1 1 25 김정현 금10  본부619 특수교육과2 전공(87), 섬김(13)

심화교과군 484101 특수초등교과교육론 3 3 25 정해동 월7,8,9  본부608 특수(초등)3 전공(87), 혁신(13)

심화교과군 495101 특수초등체육 3 3 25 팀티칭 금1,2,3  본부608
초등3
(김정현/양한나)

전공(82), 관계(18)

심화교과군 495201 특수초등컴퓨터 3 3 25 이소영 금7,8,9  본부521 특수(초등)3  이소영 전공(87), 혁신(13)

심화교과군 502201 특수초등실과 3 3 25 미지정 화7,8,9  본부608 특수(초등)3 전공(87), 혁신(13)

심화교과군 503001 특수통합교과 3 3 25 미지정 수4,5,6  본부608 특수(초등)3 전공(90), 혁신(10)

심화교과군 682901 초등교육과정 3 3 25 김순진 화4,5,6  본부608 특수(초등)3 전공(87), 혁신(13)

심화교과군 683001 특수초등교수·학습방법론 2 2 25 김미숙 목1,2  본부603 특수(초등)3 혁신(60), 전공(40)

심화교과군 683201 특수교육교육과정론 3 3 25 이소영 금4,5,6  본부604 특수교육과3 전공(89), 혁신(11)

심화교과군 683301 국어교수·학습방법론 2 2 25 김정현 목5,6  본부609 특수(중등-국어) 전공(67), 혁신(33)

심화교과군 683401 영어교수·학습방법론 2 2 25 김정현 목5,6  본부609 특수(중등-영어) 전공(67), 혁신(33)

심화교과군 783401 학습장애학생교육 3 3 25 김미숙 수1,2,3  본부607 특수교육과3 혁신(51), 전공(49)

심화교과군 783501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3 3 25 이진숙 수4,5,6  본부607 특수교육과3 전공(87), 관계(13)

심화교과군 783601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3 3 25 이진숙 화4,5,6  본부603 특수교육과3 전공(87), 혁신(13)

응용교과군 327401 특수교육공학 3 3 25 김정현 목1,2,3  본부607 특수교육과4 전공(87), 혁신(13)



사범학부(특수교육과)

이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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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응용교과군 482701 시가교육론 3 3 25 이가영 월1,2,3  본부609 특수(중등-국어)4 전공(87), 혁신(13)

응용교과군 484201 특수초등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25 미지정 월7,8,9  본부607 특수(초등)4 전공(100)

응용교과군 495501 장애학생통합교육론 3 3 25 강영택 수7,8,9  본부607 특수교육과3 전공(87), 혁신(13)

응용교과군 508001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3 25 미지정 월7,8,9  본부607 특수(중등-국어) 전공(100)

응용교과군 508301 영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25 미지정 월7,8,9  본부607 특수(중등-영어) 전공(100)

응용교과군 623001 장애아가족지원 3 3 25 김미숙 목4,5,6  본부603 특수교육과4 전공(67), 혁신(33)

응용교과군 769701 의사소통교육론 3 3 25 김수영 목4,5,6  본부608 특수(중등-국어)4 전공(87), 혁신(13)

응용교과군 783801 자폐성장애학생교육 3 3 25 양문봉 수4,5,6  본부609 특수교육과4 전공(89), 혁신(11)



사범학부(유아특수교육과)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기초교과군 176402 특수교육학 3 3 25 최혜경 월4,5,6  본부618 유아특수교육과 전공(67), 소통(33)

기초교과군 243501 유아특수교육 3 3 25 최민숙 금2,3,4  본부603 유아특수교육과 전공(80), 혁신(20)

기초교과군 492301 장애유아놀이지도 3 3 25 최민숙 금5,6,7  본부603 유아특수교육과 전공(89), 관계(11)

기초교과군 769803 영유아발달과 교육 3 3 25 장지연 화2,3,4  본부701 유아특수교육과 전공(67), 혁신(33)

기초교과군 794201 장애학생행동지원 3 3 25 박현옥 목1,2,3  본부604 유아특수교육과 전공(100)

핵심교과군 492401 장애유아음악교육 2 2 25 박나리 화2,3  본부603 유아특수교육과 전공(80), 섬김(20)

핵심교과군 492501 장애유아사회·정서발달 및 교육 3 3 25 최혜경 수7,8,9  본부619 유아특수교육과 전공(71), 관계(29)

핵심교과군 509201 장애유아건강교육 2 2 25 김지수 목5,6  본부702 유아특수교육과 소통(50), 전공(50)

핵심교과군 683203 특수교육교육과정론 3 3 25 박현옥 화5,6,7  본부604 유아특수교육과 전공(100)

핵심교과군 783202 지적장애학생교육 3 3 25 최혜경 수4,5,6  본부619 유아특수교육과 전공(73), 관계(27)

핵심교과군 783602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3 3 25 박나리 월1,2,3  본부608 유아특수교육과 전공(80), 관계(20)

핵심교과군 783802 자폐성장애학생교육 3 3 25 박현옥 수1,2,3  본부604 유아특수교육과 전공(67), 혁신(33)

핵심교과군 904901 유아특수교육과 서비스 러닝 2 2 25 박현옥 월7,8  본부604 유아특수교육과 전공(100)

심화교과군 150802 유아과학교육 3 3 25 박병숙 목4,5,6  본부319 유아특수교육과 전공(67), 섬김(33)

심화교과군 492901 장애유아적응행동발달 및 교육 2 2 25 김지수 수2,3  본부613 유아특수교육과 혁신(50), 전공(50)

심화교과군 496501 현장관찰 및 실습 2 2 25 팀티칭 금8,9  본부619
유특
(최민숙/이정기)

전공(80), 섬김(20)

심화교과군 783002 청각장애학생교육 3 3 25 김지수 수5,6,7  본부603 유아특수교육과 전공(67), 관계(33)

심화교과군 783102 지체장애학생교육 3 3 25 박나리 화5,6,7  지혜601 유아특수교육과 전공(80), 관계(20)

심화교과군 783302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3 3 25 김지수 월5,6,7  본부612 유아특수교육과 전공(67), 관계(33)

심화교과군 783502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3 3 25 박나리 화8,9,10  본부603 유아특수교육과 전공(80), 관계(20)

응용교과군 222702 유아동작교육 3 3 25 김지수 월1,2,3  본부604 유아특수교육과 전공(56), 관계(44)

응용교과군 482002 유아논리 및 논술 2 2 25 최민숙 월7,8  본부618 유아특수교육과 소통(60), 전공(40)

응용교과군 482003 유아논리 및 논술 2 2 25 최민숙 목4,5  본부604 유아특수교육과 소통(60), 전공(40)

응용교과군 483903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25 박병숙 금2,3,4  본부607 유아특수교육과 전공(67), 혁신(33)

응용교과군 483904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25 박병숙 금7,8,9  본부607 유아특수교육과 전공(67), 혁신(33)

응용교과군 783402 학습장애학생교육 3 3 25 박나리 월4,5,6  본부608 유아특수교육과 전공(80), 관계(20)



사범학부(특수체육교육과)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기초교과군 766101 장애인트레이닝지도법 3 2 25 김영성 금3,4,5  체육427 특수체육교육과 전공(87), 혁신(13)

기초교과군 766801 장애인수영 및 수중재활 3 2 25 양한나 월5,6,7  체육202 특수체육교육과 전공(87), 섬김(13)

핵심교과군 376501 체육측정평가 3 3 25 서진희 화6,7,8  체육202 전공(80), 혁신(20)

핵심교과군 410201 기능해부학 3 3 25 김지원 수6사1,2
 조형613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78), 소통(11)

핵심교과군 410202 기능해부학 3 3 25 이은영 금6,7,8  조형412 전공(78), 소통(11)

핵심교과군 495901 시각장애체육교육론 3 3 25 김정현 수1,2,3  체육202 전공(93), 혁신(7)

핵심교과군 684701 장애아행동지원 3 2 25 양한나 화3,4,5  체육218 전공(87), 혁신(13)

핵심교과군 792901 뉴스포츠 3 2 25 구교만 목4,5,6  체육306 전공(67), 관계(33)

핵심교과군 793201 지적장애스포츠 3 2 25 양한나 금4,5,6  체육401 전공(78), 관계(22)

핵심교과군 793301 장애인배구지도법 3 2 25 팀티칭 금1,2,3  체육401 한동기/이계영 전공(80), 관계(20)

핵심교과군 905001 특수체육교육과 서비스러닝 2 2 25 팀티칭 월3,4  체육217 양한나/이계영 섬김(73), 전공(27)

핵심교과군 910601 장애인스포츠지도자론 3 2 25 김영성 목4,5,6  체육203 전공(93), 섬김(7)

핵심교과군 968501 특수 국어·사회 교육 3 3 25 이지연 화6,7,8  체육218 FL개편 소통(87), 전공(13)

심화교과군 356201 운동역학 3 3 25 서진희 목4,5,6  체육202 전공(80), 혁신(20)

심화교과군 496401 정서행동장애체육교육론 3 3 25 이진숙 화7,8,9  체육203 전공(82), 혁신(18)

심화교과군 496801 학습장애체육교육론 3 3 25 구교만 금4,5,6  체육218 전공(87), 혁신(13)

심화교과군 505301 특수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25 한동기 화5,6,7  체육217 전공(73), 혁신(27)

심화교과군 505302 특수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25 한동기 목1,2,3  체육218 전공(73), 혁신(27)

심화교과군 505501 특수체육논리 및 논술 3 3 25 김영성 화4,5,6  체육203 전공(80), 혁신(20)

심화교과군 910701 장애인스포츠정책의 이해 3 2 25 김영성 수3,4,5  체육203 융복합 교과목 전공(67), 혁신(33)

심화교과군 968901 운동실기2 3 2 25 한동기 화2,3,4  체육401 FL개편 관계(73), 전공(27)

응용교과군 497001 청각 및 의사소통장애체육교육론 3 3 25 이진숙 화1,2,3  체육202 전공(89), 혁신(11)

응용교과군 497101 시각장애스포츠 3 2 25 권현진 금4,5,6  체육306 전공(67), 관계(33)

응용교과군 505101 스포츠교육학 3 3 25 구교만 목1,2,3  체육202 전공(87), 혁신(13)

응용교과군 683202 특수교육교육과정론 3 3 25 양한나 수1,2,3  체육217 전공(87), 혁신(13)

응용교과군 766601 중복·중증장애체육교육론 3 3 25 구교만 금1,2,3  체육202 전공(93), 섬김(7)

응용교과군 767701 장애인체육산업창업실습 2 2 25 서진희 월7,8  체육203 전공(57), 섬김(43)

응용교과군 910301
장애인체육산업 서번트
리더십의 이해

3 2 25 서진희 수7,8,9  체육203 전공(80), 섬김(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