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학기 스크랜튼학부 자기설계전공 2~4학년 수강신청 안내
I.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1.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도별 교과과정에 따라 트랙별 필수 교과목들과 선택 교과목, 전공기초에 속한
교과목들을 구분하여 수강함. 본인에게 적용되는 교과과정 이후에 후배 학번에게 적용되는 교과과정
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추가된 교과목, 필수 과목 해지 등)
2. 자신의 전공 트랙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을 참고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함.
3. 교과과정상의 설정과목이 모두 개설되는 것은 아님. 필수 교과목 또는 본인 관심 교과목은 개설된 학기에
미리미리 수강할 것을 권장함.
4. 자신의 전공 트랙에 속한 교과목은 아니지만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전공 트랙 교과목도 이
수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 트랙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학점으로 인정됨
에 유의하여야 함.
5. 주전공과 자기설계전공 간에 중복되는 교과목은 6학점까지만 중복 인정됨.
6. 중요한 공지 사항은 홈페이지나 이메일, SMS문자를 통해 공지되므로 본인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에는 EUREKA PORTAL의 개인정보변경에 직접 수정 후, 사무실에 별도로 알려야 함.

II. 전공기초 교과목

1. 2020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
교과목명

학수번호

담당교수

Critical Thinking and Moral Theories

36886

김세화

International Society and Leadership

36884

Jennifer Sejin Oh

- 학년 구분이 2학년으로 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안의 내용을 보고 학생의 수강계획과 관심사에 따라
학년 상관없이 수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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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등연구(Initiative Field, IF) - 총12학점

1. 이수학점: 12학점
고등연구 (Initiative Field, IF)에서 “IF 선택” 9과목 중에서 3과목(9학점)과 “IF 필수-독립연구”(3학점)을
수강하여 총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학년/학기

학수번호

4/1,2

36893

3/1

교과목명

학점

비고

독립연구

3

필수

37312

리더를위한과학*

3

3/1

37264

Great Thinkers & Novel Minds

3

3/2

37313

인문학의쟁점

3

3/2

37314

사회과학의쟁점

3

3/2

37315

과학의쟁점*

3

3/1

37316

창의적융합연구I*

3

3/2

37317

창의적융합연구II

3

2~4/1

38858

창의적융합연구III*

3

2~4/2

38859

창의적융합연구IV

3

1) IF 선택 과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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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9학점) 필수
2) 3과목 중에 과학계열
과목(*) 1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과학융합 트랙 제외)
3) 3과목 중에 인문사회계열
과목 1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과학융합 트랙에만 적용)
4) 3과목 이상 이수해서
초과된 학점은 트랙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IV. 트랙 필수 교과목
1. 13학번까지 적용

트랙

변경사항
<필수과목: 1과목>
“Culture and Society”

통합적문화연구

디지털인문학

(2020학년도 교과과정: 개념으로본서양철학)

“서양근세철학”, “유가철학”, “역사학의이해”, “영미문화
의이해”, “한국문학의세계”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변경
함.

적용대상

11학번~13학번 적용.
11학번 이전 학번도 소
급적용 가능함.

입학년도별 해당 교과과정의 필수과목 이수
(09학번부터 필수과목 2과목으로 변경)
①“디지털미디어디자인”
②“Digital Media Technology”

사회과학이니셔티브

과학과생명

인체와건강

사회와정의

<필수과목: 3과목>
① “Great Minds in Social Sciences I”
② 방법론 5과목 중 1과목
- 방법론 5과목: “사회과학연구방법론”,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정치학방법론”, “정보조사방법”
- “사회과학연구방법론“은 필수에서 해지, 방법론 5
과목에 포함됨.
- 방법론 5과목 중 1과목 이상 수강시 모두 전공학
점으로 인정함.
③ 개별전공원론 과목과 이화학술원 과목 중 1과목
필수
- 1과목 이상 수강시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필수과목: 1과목>
“Science and Civilization”
"과학기술과사회변혁“, ”생명윤리와법“은 필수에서 해
지, 전공선택 과목으로 변경함.

11학번~13학번 적용.
11학번 이전 학번도 소
급적용 가능함.

11학번~13학번 적용.
11학번 이전 학번도 소
급적용 가능함.

입학년도별 해당 교과과정의 필수과목 이수
(12학번부터 필수과목 1과목이 추가됨.
“Science and Civilization”)
<필수과목: 1과목>
“추론과논증의이해”
“법학개론”, “헌법I”, “민법총칙”, “형법I”, “국제법I”은
모두 전공선택 과목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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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번~13학번 적용.
11학번 이전 학번도 소
급적용 가능함.

2. 14학번부터 적용

트랙

통합적문화연구

과목
<필수과목: 2과목>
① “Culture and Society”
(2020학년도 교과과정: 개념으로본서양철학)

② “추론과논증의이해”
디지털인문학

사회과학이니셔티브

<필수과목: 2과목>
① “디지털미디어디자인”
② “Digital Media Technology”
<필수과목: 3과목>
① “Great Minds in Social Sciences I”
② “사회과학연구방법론”
③ “Culture and Society”
(2020학년도 교과과정: 개념으로본서양철학)

과학융합

<필수과목: 2과목>
① “Science and Civilization”
②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사회와정의

<필수과목: 2과목>
① “추론과논증의이해”
② “Science and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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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트랙별 필수 교과목 안내

1. 스크랜튼-통합적문화연구 트랙
1) “추론과논증의이해” (학수번호 36972)

- 매 1학기에만 개설되므로 디지털인문학 트랙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2. 스크랜튼-디지털인문학 트랙
1) “디지털미디어디자인” (학수번호 37064)
- 매 1학기에만 개설되므로 디지털인문학 트랙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3. 스크랜튼-사회과학이니셔티브 트랙
1) “사회과학연구방법론” (학수번호 37063)
- 매 1학기에만 개설되므로 사회과학이니셔티브 트랙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4. 스크랜튼-과학융합 트랙
1) “사회과학연구방법론” (학수번호 37063)
2) “Science and Civilization” (학수번호 36891)
- 매 1학기에만 개설되므로 과학융합 트랙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5. 스크랜튼-사회와정의 트랙
1) “Science and Civilization” (학수번호 36891)
2) “추론과논증의이해” (학수번호 36972)

- 매 1학기에만 개설되므로 사회와정의 트랙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6. 스크랜튼-과학과생명 트랙
1) “Science and Civilization” (학수번호 36891)
- 매 1학기에만 개설되므로 과학과생명 트랙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7. 이 외의 각 트랙별 트랙 선택 교과목들은 교과과정 안내를 참고하고, 종합시간표상에서 개설 여부를
확인 한 후, 각자의 학업 일정에 따라 신청하도록 함.

※ 문의: 스크랜튼학부 (3277-6592/ ewhascranton@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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