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팀팀Class 개설안내
1. 팀팀Class 관련 안내
가. 팀팀Class란? - 학생이 2개의 수업을 동시에 수강하면서 시민참여활동*과 Tutorial Class*를 포함한
융복합적인교육을 받는 혁신적인 교육방식을 내재한 수업
* 사회연계활동 : 수업시간에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관, 대학교 등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
* Turorial Class : 참여 교수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간으로 비판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융합 수업시간
* 팀팀Class-Dual이란? : 서로 다른 2개의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동일하게 편성하지만, 2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만
수강하고, 상대 교과목의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팀팀Class.
나. 팀팀Class 수강신청 및 유의사항
1) 팀팀Class 수업 중 타과 전공 과목은 본인 소속전공에서 승인이 될 경우 1전공 전공과목만으로 인정될 수 있음.
(팀팀Class-Dual 제외)
2) 팀팀Class 1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면 2개 교과목이 자동으로 수강 신청됨. (팀팀Class-Dual 제외)

3) 다음 유의사항 확인 후 수강신청 필요 (유의사항관련 예외사항 발생 시 수강 처리 불가 할 수 있음)
- 1개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내 수강신청 가능
- 1개 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 교양학점 및 재학 중 최대 이수 가능 교양학점 범위 내 수강신청
- 재수강 시 팀팀Class 참여 교과목 모두 수강 필요(재수강에 따른 수강 불가가 발생할 수 있음)
- 학기말 전공인정요청서 작성 및 승인 후에 타과 전공과목을 학생 본인 1전공 전공과목으로 인정가능
(전공인정요청서 작성을 통해 1전공으로만 인정 가능하며, 2전공 등으로 인정 불가)

2. 팀팀Class 개설 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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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팀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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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담당
교원

행정학과

0167503-01

기획론

김연희

임산생명공학과

0843202-01

박막재료공정학

김형진

사회학과

0732601-01

미디어사회학

최항섭

정치외교학과

1460700-01

인권과국제정치

홍미화

광고홍보학전공

1569300-01

광고와뇌과학

지준형

소프트웨어융합전공

1471000-01

소프트웨어의실제

윤상민

사법학전공

0732601-01

저작권법

영화전공

1463300-01

스포츠교육학과

1139101-01

액티브에이징건강론

이운용

식품영양학과

0623901-01

영양과웰니스

임화선

의상디자인학과

0388004-01

도자공예학과

0623301-01

프로젝트

수업시간
월5B, 월6A, 월6B,
수8B, 수9A ,수9B
월1A, 월1B, 월2A,
월2B, 월3A, 월3B
목8B, 목9A, 목9B,
목10A, 목10B, 목11A

미디어를 통해 이해하는 국제인권
목5B, 목6A, 목6B
목7A, 목7B, 목8A
화2B, 화3A, 화3B,
목2B, 목3A, 목3B

뇌과학 및 표정인식을 통한
광고효과 제고 방안

4

교과목코드-분반

K-그린딜(Kookmin Green Deal)

첨단 IT기술로 광고효과를 높여라!
3

학과,전공

나강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소상공인 살리기)

온라인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이현재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맞춤 영양
및 스포츠케어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며 새로운

패션악세서리Ⅰ
:캡스톤디자인

김승현

가치를 창출
도자장신구

박중원

월5A, 월5B,
월6A, 월6B
화5A, 화5B, 화6A
화6B, 화7A ,화7B
화8A, 화8B, 화9A,
화9B, 화10A, 화10B
월4A, 월4B, 월5A,
월5B, 월6A ,월6B
월1A, 월1B,
월2A, 월2B
수1A, 수1B, 수2A,
수2B, 수3A, 수3B
수6A, 수6B, 수7A,
수7B, 수8A, 수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