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특강 교과목 안내
１．개요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균형적인 안목을 형성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풍부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분야의 과목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고견을 들어봅니다.
구분

교과목

인문/사회/자연
일반

①세계학 ②행복한 남과 여 ③지성학
④스마트 사회와 공공리더십 ⑤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양

실용/진로·산학/봉사

⑥언론을 통한 세상보기 ⑦인문사회와 과학
⑧미래사회와 진로설계 ⑨ CEO와 기업가 정신

２．교과목 소개
① 세계학 (GEG1104)
구분
강의개설

내용
2학기
특강 연사의 강연을 통해 수강생들로 하여금 세계화의 개념과 경향을 이해하
도록 하고 동남아시아 각 국의 전통문화와 국가 개황을 이해하며, 세계 속의

강의개요

한국이라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국제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는 특강 위주로
진행한다.
세계화 시대 고도로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족갈등, 종교갈등이 첨예
화되는 세계화의 역설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본다.
학부 모든 전공의 학생들로 하여금 문명적 변화현상인 세계화의 개념과 흐름

강의목표

을 이해하고 교양 있는 세계시민으로서 세계화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균
형 있는 인식과 대응 태도를 갖도록 한다.

강의특징

1) 특강연사의 강연 이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진행
2) 성적 평가방법 : Pass / Fail

② 행복한 남과 여 (GEG1105)
구분
강의개설

내용
매학기
남성과 여성은 본래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완을 해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와 미래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강의개요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고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서 행복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여의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
하고 이에 이성관, 책임감 등을 재미있게 다루어 실생활에서의 행복을 위한
솔루션을 얻도록 한다.

강의특징

1) 특강연사의 강연 이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진행
2) 성적 평가방법 : Pass / Fail

③ 지성학 (GEG1106)
구분

내용

강의개설

1학기

강의개요

매주 다른 명사들을 초청, 그들의 강의를 듣고 지성을 교류한다.

강의목표

강의특징

인문학적 교양을 습득하고 그로부터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세계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한다.
1) 특강연사의 강연 이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진행
2) 성적 평가방법 : Pass / Fail

④ 스마트 사회와 공공 리더십 (GEG3060)
구분
강의개설

내용
2학기
본 교과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고위직 임원을 초청하

강의개요

여 성공적인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인
간관계, 소통의 방법, 목표달성 전략, 고난의 극복, 인생철학 등에 대한 이야
기를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과

강의목표

정을 정부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적 리더를 초청하여 해당 기관의
비전과 운영방향 및 삶의 철학을 공유하고자 한다.
1) 특강연사의 강연 이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진행

강의특징

2) 성적 평가방법 : Pass / Fail
3) 지정좌석제 시행, 매주 강의 요약지 제출

⑤ 기업가 정신과 창업 (GEG3061)
구분
강의개설

내용
매학기
1) 성공 기업가 및 청년 창업가를 통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실무, 창업노하우
교육

강의개요

2) 최신 기술 및 창업트랜드 분석과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3) 강의방식을 소통과 참여의 방식으로 상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창업 및
기업운영에 관한 궁금증 해소
1)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창업자 마인드를 형성

강의목표

2) 기업가(起業家)로서 갖춰야할 기업가정신(창의적사고, 도전정신, 실행력, 리
더십, 기업윤리 등) 함양
3) 미래 성공 기업가로서의 자질 및 역량 강화
1) 매주 최신 기술, 창업, 마케팅 트랜드와 창의적 제품 및 아이디어를 설명하
고,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발표

강의특징

2) 성공한 기업가 및 청년CEO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특강 후 토크콘
서트 형태로 수업 진행
3) 특강 후 강사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성적 평가방법 : Pass / Fail

⑥ 언론을 통한 세상보기 (GEG3062)
구분
강의개설

내용
1학기
본 강의는 여러 중견 언론인을 초빙해 언론과 사회, 세계에 대한 다양한 주제

강의개요

들을 다루는 강의이다. 언론이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올바
른 시각을 확립하고 학생들이 교양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한다. 매
주 다른 주제의 특강 또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현직 언론인들을 통해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언론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

강의목표

지, 언론인의 자세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언론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듣고 직접 토론하며 비평적 사고를 넓히며 열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1) 성적 평가방법 : Pass / Fail
2) 학생들은 수업 전 블랙보드를 통해 수업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강의 중

강의특징

자유롭게 질문
3) 수업 전 요약지 양식 출력하여 준비하고, 강의 종료 시 제출
4) 우수 요약지 제출학생 및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가점/인센티
브 부여

⑦ 인문사회와 과학 (GEG3063)
구분
강의개설
강의개요

내용
1학기
인문학, 미학, 예술학 등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학자)를 초빙하여 특강
형태로 진행한다.
인문학, 미학, 예술학 등 새로운 학문 분야를 소개하여 학문 탐구의 즐거움을

강의목표

높이고 사고의 반경을 넓힌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
적 상호작용 능력을 기른다.

강의특징

1) 성적 평가방법 : Pass / Fail

⑧ 미래사회와 진로설계 (GEG3064)
구분
강의개설

강의개요

내용
2학기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매주 한국 사회 및 산업 부문의 다양한 전
문가를 초빙하여 특강 형태로 진행한다.
한국 사회 및 산업 부문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회로 진출할 학생들

강의목표

에게 진로를 안내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자주적 형성 능
력을 키운다.

강의특징

1) 성적 평가방법 : Pass / Fail
2) 강사 초빙 : 총학생회 및 학생지원처

⑨ CEO와 기업가 정신 (GEG3075)
구분
강의개설

내용
매학기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CEO 또는 임원 및 공공부처의 기관장 및 사회저

강의개요

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초청연사와 교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들이 장차 각자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로

강의목표

성장하기 위한 꿈과 포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CEO급 사회저명인사들의 대
학생활, 가치관, 성공과정 등을 듣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
신의 역할모델을 찾아보는 동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의특징

1) 특강연사의 강연 이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진행
2) 성적 평가방법 : Pass / F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