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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공공관리론 오윤경 GPX6009 401
행정

계열
기초 사회과학의 이해 권성주 GPU6001 108

국제·안보 국제관계특강 김우상 GPB6005 301 국제·안보 국방전략과 안보 공평원 GPB6013 211

지방·도시 커뮤니티 복지제도론 최영준 GPK7027 211 북한·동아 동북아정치론 배종윤 GPL6009 106

북한·동아 일본정치와 외교 김상준 GPL7010 106 리더십 역사와 리더십 김명섭 GPP7011 301

공공정책 문화정책 정철현 GPF6001 308 경찰·사법 범죄심리학 박지선 GPQ7005 112

NPOs관리론 강철희 GPZ6001 313
사회

계열
사회·문화 문화와 사회 최재훈 GPS6007 218

사회복지법제 김진수 GPJ6007 112

리더십
중국의 정치철학과 리더
십

최연식 GPP7013 108

경찰·사법 치안정책론 전병용 GPQ6005 201

사회·문화 사회불평등과 노동문제 김영미 GPS7016 218

일반행정 정부규제론 이은국 GPA7005 211 일반행정 정부예산론 하연섭 GPA6004 313

국제·안보 국제정치경제특강 조화순 GPB6007 108 국제·안보
Current Issues -
Local and Global

샤틀한스 GPY6007 201
정치

계열

지방·도시 지방정부와 공공경제학 홍순만 GPK7035 218 지방·도시 지역개발과 인구변동 홍윤식 GPK7038 108

북한·동아 동아시아 민족주의 서정민 GPL7022 401 북한·동아 북한사회문화론 이우영 GPL6004 401

공공정책 산업정책론 정헌주 GPF7027 308 공공정책 공공의사결정론 엄태호 GPF6009 308

사회복지 청소년복지론 김재엽 GPJ7018 313 사회복지 사회복지현장실습 박수경 GPJ6010 211

리더십 EU와 국제협력 리더십 이연호 GPP7025 301 리더십 국가와 사회 양승함 GPP7003 218

사회·문화 사회조사방법 염유식 GPS6010 112 경찰·사법 정보관리세미나 김희석 GPQ7029 301

사회·문화 한국문화연구 김현미 GPZ6004 112
사회

계열

일반행정 행정수단론 문명재 GPA7016 313 일반행정 조직론 장용석 GPX6002 308
행정

계열

국제·안보 유엔과 세계질서 김현정 GPB7022 308 국제·안보 동북아국제안보 홍건식 GPY6001 112
정치

계열

지방·도시 지역개발과 디자인 김경아 GPK7037 218 지방·도시 도시 및 지역행정세미나 정명은 GPK7011 201

북한·동아 한반도 통일론 김근식 GPY6004 402
정치

계열
북한·동아 남북한관계론 이승현 GPL6005 301

공공정책 도시화와 공공정책 배현회 GPF7028 108 공공정책 정책분석론 이삼열 GPF6007 108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송인한 GPJ6009 211 사회복지 사회문제론 남석인 GPJ7014 211

노인복지론 김동배 GPJ7002 112 리더십 페미니스트 정치이론 장동진 GPP7024 313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이명재 GPP7019 301 경찰·사법 사이버범죄론 최인석 GPQ7027 218

경찰·사법 보안정책론 최현철 GPQ6006 401

사회·문화 인권과 평화 김엘리 GPS7015 201

공공정책 정책세미나I 이강래 GPF7007 211 일반행정 인력자원관리론 신원부 GPA6003 211

경찰·사법
부정방지 전략의 이론과
실제

박종구 GPQ7033 218 지방·도시 지방정부와 세계화 오성익 GPK7036 108

사회·문화
정보사회의이해 (구: 소
셜네트워킹의 이해)

김승진 GPS7011 108 리더십 헌법과 정치 이세주 GPY6011 218
정치

계열

 학위논문 GPU7001

 연구윤리 GPU7004

 연구보고서 GPU7002

* 강의실은 수강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공 강의시간은 0~2교시(오후5:40 - 8:10), 3~5교시(오후8:20 - 10:50)이며, 0, 5교시 수업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전체

   5학기 이상 원생 중 논문 선택자는 필히 논문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학기 이상 원생 중 논문 선택자는 필히 연구윤리를 수강신청 바랍니다.

   5학기 이상 원생 중 연구보고서 선택자는 필히 연구보고서를 수강신청 바랍니다.

토

강의시간표
* 강의실 : 연희관 각 호실

[계열별 공통과목 안내] - 계열간 공통과목은 계열내에서 전공으로 인정됨
행정계열(GPX) : 일반행정, 지방자치·도시행정, 공공정책, 경찰·사법행정
정치계열(GPY) : 국제관계·안보, 북한·동아시아, 정치행정리더십
사회계열(GPZ) : 사회복지, 사회·문화

요
일

전공
1-2교시(오후6:30 - 8:10)/토(오전9:00 - 10:40)

전공
3-4교시(오후8:20 - 10:00)/토(오전10:50 - 12:30)

월

사회복지

화

목

사회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