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통계학

주별 강의계획서

강의년도 2015
강의학기 2학기

강의목표

오늘날 의사결정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통계학적으로 추출된 정
보의 유용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통계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뿐만 아니라 통계적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결정 문
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통계학적 개념들과 통계기법
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경영/경제 문제들에 대한 실전
적 응용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목은 엑셀을 활용한 통계기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계적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의진행방법
강의, 사례분석, 질의응답 * 장애학생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수업자료, 
과제, 평가, 강의실 등 수업관련 조정 제공)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요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평가방법

상담가능시간 화요일 18-22시, 수요일 12시-
교강사연락처

주 주제 강의내용

1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1. 통계학의 정의 2. 통계학의 기본 용어 3. 우리는 어떻게 통계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4. 통계학과 컴퓨터 및 통계 패키지

2 자료와 수집 1. 자료의 종류 2. 자료의 수집 방법 3. 표본추출과 오차

3 자료 분석 방
법

1.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 분석 2. 통계량을 이용한 자료 분석

4 가능성과 법
칙

1. 집합의 기본 개념 2. 확률의 기본 개념 3. 확률의 기본 공리와 법칙 4. 베
이즈 정리

5
확률변수와 
이산확률분
포

1. 확률변수 2. 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 3.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 4. 두 
이산확률변수의 분포 5. 공분산과 상관계수 6. 이항분포 7. 기하분포 8. 포
아송분포

6
연속확률분
포와 정규분
포

1. 연속확률분포 2. 균등분포 3. 지수분포 4. 정규분포 5. 표준정규분포 6. 표
준정규분포의 확률계산 7. 정규분포의 표준화와 확률계산

7
표본분포와 
중심극한정
리

1. 표본분포 2. 표본평균의 표본분포 3. 중심극한정리 4. 표본비율의 표본분
포 5. 표본분산의 표본분포

8 중간고사

9 추정 1. 추정의 개념 2. 점추정 3. 구간추정

10 가설검정
1. 가설검정의 개념 2. 정규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 3. 모비율에 대한 
가설검정 4. 정규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검정

11 두 모집단 간 
비교

1. 두 모집단의 평균 차에 대한 추론 2. 두 모집단의 비율 차에 대한 추론 3. 
두 정규모집단의 분산비에 대한 추론

12 분산분석 1. 분산분석의 기본 개념 2. 일원분산분석 3. 이원분산분석

13 카이제곱 검 1. 카이제곱 검정의 소개 2. 독립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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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강의과제

정

14 단순회귀분
석

1. 상관분석 2. 회귀분석의 기본 개념 3. 단순회귀모형 4. 추정 방법 5. 회귀
모형의 형태 6. 단순회귀분석의 검정과 신뢰구간 추정 7. 예측과 예측구간 
추정

15 다중회귀분
석

1. 다중회귀모형 2. 다중회귀모형의 적합성과 분산분석 3. 다중회귀분석의 
검정와 신뢰구간 추정

16 기말고사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교재구분

경영경제통계학 박범조 시그마프레스 2013 주교재

SAS로 배우는 경제경영 통계학 김병호 청우출판사 2008 주교재

EXCEL 활용 통계학 강금식, 박정민 박영사 2015 부교재

EXCEL, SPSS, R로 배우는 통계학 입문 강상욱 외 자유아카데미 2014 부교재

통계학으로의 여행 이명호 외 박영사 2015 부교재

과제명 제출시기 제출방법

추후 수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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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의기본원리

주별 강의계획서

강의교재

강의년도 2015
강의학기 2학기

강의목표
These course help students quickly perform basic skills successfully and prepare 
them to acquire more advanced skills readily. Since this class lead you into a higher 
level of competitive golf.

강의진행방법
* 장애학생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수업자료, 과제, 평가, 강의실 등 수업관
련 조정 제공)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평가방법

상담가능시간 tue 11:00 - 12:00
교강사연락처

주 주제 강의내용

1 Orientation Introduction of Golf Swing
2 Step 1 Swing Fundamentals - Grip, Stance, Posture, Alignment

3 Step 1 Swing Fundamentals Step 1 Swing Fundamentals( Grip, Stance, Posture, 
Alignment)

4 Step 2 Controllong Ball Flight - Grip, Stance, Posture, Alignment - Clubhead Speed, 
Clubhead Path, Clubheas Face)

5 - Step 2 Controlling the Ball - Step 
3 Understanding the Swing Level

- Grip, Stance, Posture, Alignment - Address, Back Swing, 
Backswingtop, Downswing, Impact Finish

6 - Step 2 Controlling the Ball - Step 
3 Understanding the Swing Level

- Grip, Stance, Posture, Alignment - Address, Back Swing, 
Backswingtop, Downswing, Impact Finish

7 - Step 2 Controlling the Ball - Step 
3 Understanding the Swing Level

- Grip, Stance, Posture, Alignment - Address, Back Swing, 
Backswingtop, Downswing, Impact Finish - Swing Analysis
(Step by Step)

8 Examination
9 Step 4 ONe Point Clinique(I) - Swing Plane, Pumping, Cocking & Address

10 Step 4 ONe Point Clinique(II) - Swing Plane, Pumping, Cocking & Address - Backswing 
Method, Downswing, Impact, Finish

11 Step 4 ONe Point Clinique(III) - Swing Plane, Pumping, Cocking & Address - Backswing 
Method, Downswing, Impact, Finish - Fade Shot, Drow Shot

12 Step 5 Short Game(I) - Chip Shot Variation, Sand Shot Consderation
13 Step 5 Short Game(II) - Chip Shot Variation, Sand Shot Consderation - chipputt

14 Step 6 Trouble Shot Step 7 Challene 
Shot

- Trouble Shot(Greenside Bunker Shot, Fairway Bunker Shot) 
- Challene Shot

15 Step 8 Advanced Putting - Reading the Green, Putt with the Green, Fast or Slow Green, 
the Putting Stroke

16 Examination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교재구분

POWER 골프이야기 박 찬 희 도서출판 무지개사 2006 주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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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고급

주별 강의계획서

강의년도 2015
강의학기 2학기

강의목표

-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전용 과목: 이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
학생 전용 과목이므로 한국 학생은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국어 영
역(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에서 중급에 해당하는 실력을 갖추고 TOPIK
(한국어능력시험)II 고급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한다.

강의진행방법
-2시간 수업 중에 1시간은 TOPIK에 필요한 문법 및 어휘 강의 -1시간은 
TOPIK 실전 문제 풀이를 진행한다.

성적평가방법

상담가능시간 화,수: 오후 18시 이후

교강사연락처

주 주제 강의내용

1 2015년 2학기 TOPIK 고급 수업 내용 설명 강의 진행 소개 및 교재 안내

2 1. 문맥에 알맞은 어휘와 문형 고르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3 2. 광고나 안내 읽고 주제 찾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4 3. 통계나 도표를 보고 올바른 정보 찾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5 4. 글 단위의 관계를 추론하여 순서 파악하
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6 5. 속담이나 관용 표현 익히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7 6. 신문기사를 읽고 상황 맥락 활용하여 글 
완성하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8 중간 시험 중간 시험

9 7. 기분이나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 익히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10 8.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1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11 9.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2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12 10. 괄호 넣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13 11. 주제 또는 중심 생각 고르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14 12. 글 단위의 관계를 추론하여 주어진 문
장을 적절한 곳에 넣기

-문형 및 어휘 설명 -TOPIK 기출문제 및 실전
문제 풀이

15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
-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본다. - 틀린 문
제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16 기말 시험 기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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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강의과제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교재구분

New TOPIK II 읽기 고경민, 이소영 외 박이정 2015 주교재

과제명 제출시기 제출방법

TOPIK 문제 풀이 과제 제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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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초급

주별 강의계획서

강의교재

강의과제

강의년도 2015
강의학기 2학기

강의목표
중국어 기초과정 학습에 필수적인 중국어 발음을 익힌 후, 상용어휘
(HSK2-4급) 및 기본적인 문장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간단한 대화가 가
능하도록 한다.

강의진행방법
1. 발음학습 시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2. 기본 발음요령 숙지후 강의
를 통해 발음을 익힌다. 3. 단어 암기를 위해 과제와 간단한 테스트를 병
행한다.

성적평가방법

상담가능시간 상시가능

교강사연락처

주 주제 강의내용

1 교과목 소개 중국어의 특성 학습

2 발음학습 중국어의 단운모와 성모

3 발음학습 중국어의 운모와 성조

4 발음연습 교재 1-3과의 발음관련 부분 정리, 복습

5 교재4과 자기 소개하기

6 교재5과 국적 표현하기

7 복습 학습내용 복습 및 확인

8 중간고사 학습내용 시험(필기와 발음시험)
9 교재 6과 시간과 요일관련 표현법 학습

10 교재7과 위치와 장소관련 표현법 학습

11 교재 8과 가격관련 표현법 학습

12 복습 학습내용 복습 및 확인

13 교재 9과 시간관련 표현법 학습

14 교재 10과 음식관련 표현법 학습

15 시청각학습 시청각 자료를 통한 학습내용 확인

16 기말고사 학습내용 확인(필기와 발음시험 병행)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교재구분

순결한 중국어(제1주차 수업시 제공지) . . . 주교재

자체 제작 유인물 황지민 진명출판사 2008 부교재

과제명 제출시기 제출방법

발음연습

단어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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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작문실습1

주별 강의계획서

강의년도 2015
강의학기 2학기

강의목표

1. To understand the writing process 2. To improve ability in using grammar 
correctly in writing 3. To develop awareness of the variety of approaches in 
writing short paragraphs 4. To improve skills in writing short compositions 5. To 
develop confidence in writing **Weekly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강의진행방법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enhance their communicative skills in 
writing. The lessons will culminate in writing assignments that focus on a 
process approach to writing (planning, revising, editing, rewriting). * 장애학생
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수업자료, 과제, 평가, 강의실 등 수업관련 조정 
제공)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평가방법

상담가능시간

교강사연락처

주 주제 강의내용

1 Introduction
2 Grammar Review
3 Email writing
4 Chapter 1
5 Chapter 1
6 Chapter 2
7 Chapter 2
8 Midterm
9 Chapter 3
10 Chapter 3
11 Chapter 4
12 Chapter 4
13 Chapter 5
14 Chapter 5
15 Chapter 6
16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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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1

주별 강의계획서

강의교재

강의년도 2015
강의학기 2학기

강의목표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공판절
찰, 형의 선고와 집행으로 구성되며, 이 강좌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
를 위해 수사절차와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강의진행방법
강의, 발표, 토론 * 장애학생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수업자료, 과제, 평가, 
강의실 등 수업관련 조정 제공)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적평가방법

상담가능시간 금 09:30-10:30
교강사연락처

주 주제 강의내용

1 형사소송법과 경찰 강의소개 및 기본개념 정리 (형사소송법과 경찰)
2 수사의 개시 수사절차: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 수사의 방법

3 수사기관 수사기관의 역할과 권한

4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와 진행을 위한 조건에 대한 학습

5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6 수사의 방법: 강제수사 수사의 방법: 강제수사

7 강제수사: 체포 강제수사: 체포1
8 중간시험 중간시험

9 강제수사: 체포 강제수사: 체포2
10 강제수사: 구속1 강제수사: 구속1
11 강제수사: 구속2 강제수사: 구속2
12 강제수사: 압수수색1 강제수사: 압수수색1
13 강제수사: 압수수색2 강제수사: 압수수색2 
14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15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16 기말시험 기말시험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교재구분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12 주교재

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14 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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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2

주별 강의계획서

강의년도 2015
강의학기 2학기

강의목표

1. 산소화와 관련된 기본개념, 문제, 사정방법 및 중재방법을 이해한다. 2. 
개인위생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상자 상태에 적합한 위생 간호 중재법을 
이해한다. 3. 투약의 기본원칙, 투약절차, 다양한 투약법, 합병증 등을 이해
한다. 4. 통증발생의 원리, 사정방법과 중재방법을 이해한다. 5. 순환생리
와 순환 관련 문제 및 이에 대한 사정방법과 중재방법을 이해한다. 6. 수
면생리와 수면 관련 문제 및 이에 대한 사정방법과 중재방법을 이해한다. 
7. 기본간호학1, 기본간호학 2, 간호과정 혹은 비판적 사고와 간호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중
재를 선택하는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강의진행방법

1. 강의 전, 후 비디오 시청 2. 예습 후 TSL 질문게시판에 질문 올리고, 답
변하기: 한 학기 동안 질문은 5회, 답변은 1회 이상 (성적에 반영할 계획
임) 3. 교과서 및 유인물을 이용한 강의 4. 필요시 선행학습이나 복습을 확
인하기 위한 퀴즈 (약물용량계산) 5. 과제를 이용한 자율학습 (개인위생, 
순환) * 장애학생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수업자료, 과제, 평가, 강의실 등 
수업관련 조정 제공)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평가방법
태도점수: TLS 질문게시판 활용도로 판단할 계획임
과제물 점수에는 발표 점수 포함됨
출석점수: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간주함. 1회 결석시마다 1점 감점임

상담가능시간       월요일 5시 이후

교강사연락처

주 주제 강의내용

1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교과목 학습목표, 과제 및 
성적평가 방법; TLS 질문게시판을 활용한 예습 
후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 달기 등 49장 산소화

산소화 기본개념 및 관련 문제

2 49장 산소화
산소화 간호과정: 사정, 간호중재(심호
흡과 기침, 수화, 흉부물리요법)

3 49장 산소화
산소화 간호중재:산소요법, 흡인, 흉관
배액

4 35장 투약 투약 기본개념

5 35장 투약
투약 중재: 경구투여, 비경구투여(근육, 
피하, 피내주사)

6 한글날

7 35장 투약
약물용량계산문제 관련 질문; 퀴즈- 약
물용량계산 투약중재: 정맥주사(말초
정맥, 중심정맥, 정맥주사 합병증)

8 중간고사
시험범위: 49장 산소화, 35장 투약 배운 
내용 모두, 33장 개인위생

9 35장 투약 투약 중재:국소투여, 수혈

10 45장 통증관리 통증 기본개념 통증 간호과정:사정

11 45장 통증관리 통증관리 간호과정: 약물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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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강의과제

12 45장 통증관리
통증관리 간호과정: 비약물적 중재 수
면 기본개념

13 44장 수면
수면 문제, 수면 간호과정: 사정, 간호
중재

14 간호과정 발표 및 피드백 간호과정 발표 1~10조

15 간호과정 발표 및 피드백 간호과정 발표 11~19조

16 기말고사
시험범위: 투약 일부(중간고사 이후 배
운 내용, 약물용량계산), 통증관리, 수
면, 순환, 간호과정 적용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도
교재구

분

기본간호학 II 손정태 등 현문사 2013 주교재

Kozier & Erb's Fundamentals of Nursing 9th 
ed.

Berman, A.J., et 
al.

Prentice 
Hall 2012 참고문

헌

과제명 제출시기 제출방법

33장 개인위생 공부하고 정리하기
2015-09-
25 자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에 제출

50장 순환 공부하고 정리하기
2015-11-
13 자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에 제출

주어진 사례를 가지고 간호과정 적용하기(개
별과제)

2015-11-
06

주어진 양식에 작성하여 수업시간
에 제출

주어진 사례를 가지고 간호과정 적용하기(조
별과제)

1970-01-
01

주어진 양식에 작성하여 수업시간
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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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구성및제작법

주별 강의계획서

강의년도 2015
강의학기 2학기

강의목표
골프 클럽의 기초 이론과 클럽 피팅을 위한 필수 이론과 실습, 그리고 스
윙과 클럽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교재와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다.

강의진행방법
1. PPt통한 발표 2. 실습장비 활용 3. 스윙분석 4. 클럽제작 * 장애학생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수업자료, 과제, 평가, 강의실 등 수업관련 조정 제
공)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평가방법

상담가능시간

교강사연락처

주 주제 강의내용

1 피팅을 위한 준비 골프피팅에 대한개요

2 물리법칙에 따른 볼 비행의 법칙 볼 탄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3 1. 샤프트 개론 2. 그립피팅
1. 샤프트에 대한 이해 2. 적절한 그립의 선택과 
피팅

4 골퍼들과의 인터뷰 피팅의 핵심

5 1. 아이언 피팅 2. 드라이버 피팅 1. 완전한 아이언 피팅 2. 긴 클럽 피팅

6 1. 페어웨이 우드 피팅 2. 하이브리드 
피팅

피팅하는 경우가 드문 유틸리티 우드

7 웨지클럽 피팅 스코어를 줄여주는 웨지 피팅

8 중간고사

9 퍼팅에서의 롤링 단순화된 퍼터 피팅

10 볼의 선택 골프 볼 피팅

11 느린스윙 피팅 주니어, 여성, 노령층 및 신체적 장애 골퍼

12 선수 클럽피팅 1 스윙분석기을 통한 선수 스윙분석

13 선수 클럽피팅 2 선수의 클럽 스펙 측정

14 클럽제작 1 헤드, 그립, 샤프트 결합

15 클럽제작 2 조립된 클럽을 분리

16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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