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음 시간표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인원에 따른 강의실 변동 및 강의일시 등)

요일 시간 학정번호 과목명 담당교수 강의실 학점 전공 비고

COM6502 커뮤니케이션조사방법 1 이상엽 빌202 3 언론 언론학 전공 필수(석사)

CAB7412 질적연구방법론  이상길 성215 3 영컴
영상커뮤니케이션전공 필수(박사)

*석사:질적연구방법론과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중 택1 필수

CAD6311 인터랙션디자인세미나 전수진 성103 3 컴디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필수

CAC7434 영화언어의 제요소 이윤영 성113 3 영화

CAE7482(신설) 예술과 미디어 에콜로지Art and Media Ecologies 이현진 성102 3 미아

18:00-21:00

(10,11,12교시)
CAA6100 MFA Foundation    팀티칭 성215 3 영상 MFA전공 필수

COM6552 저널리즘 사회학 윤영철 빌201 3 언론

COM6541 마케팅커뮤니케이션워크샵 김희진 빌202 3 언론

CAB6311 영상커뮤니케이션석사세미나  이상길 성215 3 영컴 영상커뮤니케이션전공 필수(석사)

CAE7430 20세기 현대음악과 소리 이희경 성113 3 영화

CAE7437 영상음악과 사운드 표신엽 성103 3 미아

CAF9615(신설) 동시대 예술담론 강수미 성102 3 영상예술학 영상예술학 박사세미나(전공 필수)로 수강 가능

COM6562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와 커뮤니티 김용찬 빌201 3 언론

CAB6310 영상커뮤니케이션이론  윤태진 성103 3 영컴

CAC7430 문학과 영화 장   률 성102 3 영화

CAE7483(신설) 미술과 공공영역 이슬기 성113 3 미아

COM6523 비교언론학연구 강상현 빌201 3 언론

CAB7536 문화연구특강 이상길 성102 3 영컴

CAD6610 인터랙션 디자인 이재용 성113 3 컴디

CAC7459 영상작가론(호사우센,양덕창,차이밍량) 장   률 성103 3 영화

COM7211 시청률데이터분석 최양수 빌201 3 언론

CAA6224 영상미학 서현석 성102 3 영화 영화전공 필수과목 중 1과목

CAE7411 미디어아트비즈니스(구 콘텐츠 창작) 김형수 성215 3 미아 미디어아트전공 필수

CAA9600 영상문화론 이현진,김형신 유105-1 3 영상예술학 영상예술학 전공필수

9:00-12:00

(1,2,3교시)
CAQ7005 ★언론학전공세미나 조창환 빌302 3 언론 언론학 전공필수(석사, 커뮤니케이션대학원만 개설)

CAE7484(신설) 플레이 메이커스 워크샵 이현진,윤석희 성103 3 미아

CAB9611 영상커뮤니케이션박사세미나  윤태진 성113 3 영컴 영상커뮤니케이션전공 필수(박사)

COM6537 커뮤니케이션연결망분석 김경모 빌201 3 언론

COM6501 ★커뮤니케이션이론 1 박남기 빌202 3 언론 언론학 전공필수(석사,박사)

CAB7420 미디어문화 연구의 이해  이설희 성103 3 영컴

CAD7464 브랜드커뮤니케이션 김한모 성102 3 컴디

CAC6290 영상분석과 비평 이윤영 성215 3 영화

CAE7478 문화예술과 리서치연구방법 최해리 성113 3 미아

CAF9616(신설) 글쓰기와 사유 전예완 유105-1 3 영상예술학

CAA6103 커뮤니케이션특강1 김형수 1 영상

CAA6102 커뮤니케이션특강2 김형수 1 영상

CAA6101 커뮤니케이션특강3 김형수 1 영상

10:00-13:00

(2,3,4교시)
CAD7467(신설) 디자인 리서치 세미나 전수진 성103 3 컴디 컴디 석박통합 과목으로 영상예술학(DFA) 전공 필수 과목과 시간 겹치지 않게 조정 필요.

COM6542 정치커뮤니케이션  백영민 빌302 3 언론

CAB7535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정치와 문화 유경한 성102 3 영컴

CAA7424 사진영상 박기호 성215 3 컴디

CAE7476 실감영상/미디어아트/VR과 드론 정민건 성113 3 미아

CAD7463 공간 시각화 배윤경 성103 3 컴디

2012-2학기 입학생부터 필수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수강완료해야 함(기간 이후 접속시 무효처리)

CAA6301 MFA 학위프로젝트A 김형수 1 영상

CAA6302 MFA 학위프로젝트B 박효신 1 영상

CAA6303 MFA 학위프로젝트C 서현석 1 영상

CAA6304 MFA 학위프로젝트D 이윤영 1 영상

CAA6306 MFA 학위프로젝트F 이현진 1 영상

CAA6307 MFA 학위프로젝트G 전수진 1 영상

COM7999 연구지도1(석사_언론학) 조창환 0 영상

COM9999 연구지도2(박사-언론학) 조창환 0 영상

CAB6399 연구지도1(석사_영상커뮤니케이션) 윤태진 0 영상

CAB9699 연구지도2(박사_영상커뮤니케이션) 윤태진 0 영상

CAD6399 연구지도(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수진 0 영상

CAC6399 연구지도(영화) 서현석 0 영상

CAE6399 연구지도(미디어아트) 김형수 0 영상

CAF9699 연구지도(영상예술학) 서현석 0 영상

1. 수강신청 과목 결정은 반드시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온라인 수강신청(학사포탈시스템)과는 별개로 수강변경 마감기간에

    수강신청이 완료된 것임

2. 금학기 수강과목이 연구지도만 남은 학생은 "수강신청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온라인 수강신청(학사포탈시스템)만 진행

3. 전공필수과목 :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을 뜻함. 

   오리엔테이션 때 배부하였던 전공별이수안내 및 신입생학사안내를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수강계획을 세워주세요.

4. MFA전공 :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전공

5. 강의실은 수강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성 : 성암관 / 유 : 유억겸기념관_성암관 맞은편 건물 / 빌 : 빌링슬리관)

6. ★표시 : 영어강의

   "수강신청승인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은 후 행정팀에 제출해야 함. 학생은 온라인 수강신청과 수강신청승인서 제출(지도교수 날인 필요)을 모두 진행하여야

14:00-17:00

(6,7,8교시)

금

논문관련

온라인 청강으로 선택 CAA6104 온라인윤리교육 이윤영 영상0온라인강좌

MFA전공 필수

(논문학기 때 지도교수 개설과목

1과목 수강)

0학점:아래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

1) 금학기 논문작성자

2) 금학기 논문을 작성하지는 않으나,

과목수강을 모두 완료하여 수강할 과목이 없는 자

3) 반드시 청강으로 선택할 것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17-1학기 시간표

17:20-19:00

(9,10교시)

목

월

14:00-17:00

(6,7,8교시)

화

10:00-13:00

(2,3,4교시)

10:00-13:00

(2,3,4교시)

14:00-17:00

(6,7,8교시)

수

14:00-17:00

(6,7,8교시)

성307

2과목 이상 필수

(2과목을 반드시 다른과목으로 선택)

(전 과정 해당, 각 1학점)

14:00-17:00

(6,7,8교시)

10:00-13:00

(2,3,4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