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예술대학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4.02.04.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문발전의 추이와 사회적 환경변

화에 대응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학생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지와 창의를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제2조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양교과과정은 교과과정개편위원회에서 교육이

념에 입각하고 교육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요구사항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교과목에 따라 편성한다.

 1. 인성교육 교과목

 2. 실용교육 교과목

 3. 외국어교육 교과목

 4. 문화예술교육 교과목

 5. 봉사교육 교과목

② 교양교과과정은 1학기 개설 교과목, 2학기 개설 교과목, 1·2학기 개설 교과목으로 구

분하여 개설 한다.

③ 교양교과과정은 교양선택과목과 교양필수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고, 교양필수 과목으

로 지정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양 이론과목의 주당 교육시간은 해당 과목의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생봉사

활동에 관련된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 장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제3조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① 전공 교과과정은 교과과정개편위원회에서 교육

이념에 입각하고 교육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술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요구사

항과 교육수요자 요구사항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교과목에 따라 편성한다.

 1. 전공기초 교과목

 2. 전공이론 교과목

 3. 전공심화 교과목

 4. 예술전문성 교과목

 5. 문화예술교육 교과목



 6. 현장실습 교과목

② 전공 교과과정은 각 전공 회의를 거쳐 교과과정개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전공별 교과과정은 전공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공선택과목과 전공 필수과목, 전공공통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고,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전공과목의 교육시간은 과목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이론과목 : 해당 과목의 학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2. 실습, 이론 및 실습 과목 : 해당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⑤ 타 전공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다른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선택의 폭을 넓힌다.

제 4 장 교직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제4조 (교직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직 교과과정은 교과과정개편위원회에서 교육

이념에 입각하고 교육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요구사항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교과목에 따라 편성한다.

 1. 교육학 교과목

 2. 문화예술교육 교과목

② 교직 이론과목의 주당 교육시간은 해당 과목의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