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과제명(일반학우용)
✿ 과제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 접속 또는 학과로 문의하세요.
✿ 과제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학과업로드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본인의 학과를 클릭하세요.
【 주의사항 】
과제물 유형(A, B ,C, D, E형)은 아래와 같이 학번 끝자리수가 1, 2인 경우 ‘A형,
3, 4인 경우 ‘B형’, 5, 6인 경우 ‘C형’, 7, 8인 경우 ‘D형’, 9, 0인 경우 ‘E형’’으로 구분함.
*일부과목은 공통문제 또는 2∼5가지 유형 등으로 구분 하였으니 착오 없기 바람.
--

학 번

학번끝자리 확인방법

2 0 1 3 1 0

---

-

1 2 3 4 5 6
↑학번 끝자리

국어국문학과 바로가기
영어영문학과 바로가기
중어중문학과 바로가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바로가기
일본학과 바로가기
법학과 바로가기
행정학과 바로가기
경제학과 바로가기
경영학과 바로가기
무역학과 바로가기
미디어영상학과 바로가기
관광학과 바로가기
사회복지학과 바로가기
농학과 바로가기
생활과학부 바로가기
컴퓨터과학과 바로가기
통계‧데이터과학과 바로가기
보건환경학과 바로가기
간호학과 바로가기
교육학과 바로가기
청소년교육과 바로가기
유아교육과 바로가기
문화교양학과 바로가기
생활체육지도과 바로가기

국어국문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프랑스,일본,법학,미디어,교육,유아교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세계의역사

1
<과제명>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의 역사>를 수강하면서 생각하게 된 바람직
한 <세계의 역사> 학습방향 및 학습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식: 한글(HWP) 또는 MS-Word
- 분량: A4 3매 (200자 원고지 20쪽)이상(상한선 없음)
(제목과 목차 등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
- 글씨체 : 바탕체
- 글자크기 : 11P
- 줄간격 : 160%

과제유형
:공통형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로 풀어나가시오.
-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으니, 완벽한 문단과 문장을 구성해주기
바랍니다.
- 표절 판명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굳이 필요하면 백과사전 정도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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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
교과목명

대상학년

글과생각

1

<과제명>
자신에 대한 소개의 글을 교재 2강에 소개된 [온달전]이나 [최칠칠전]과 같이 3인칭
서술자의 관점에서 작성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Ÿ
과제유형
:공통형 Ÿ
Ÿ

자신이 살아온 과정, 소망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지키는 것 등등 자
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것
맞춤법 등 유의하면서 서술형 문장으로 과제를 작성할 것.
목차를 제외한 분량으로 A4 용지 2.5매 이상을 작성할 것. 분량 미달 정도에
따라 감점 처리함.(글자크기 11. 줄 간격170)

Ÿ

한글, 워드 파일로 제출할 것(PDF 파일은 불가)

Ÿ

상용자료 표절 및 학생 상호간 표절의 경우, 표절 정도에 따라 감점 혹은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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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중국문화산책

<과제명>
[1학년 국문학과 수강생]
중국문화를 설명할 때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를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1) 남방-북방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2)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요약한 후, (3) 이러한 구분법이 지니는 장점
과 단점에 대해 서술하세요.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아래 한글(hwp) 또는 MS-Word(doc) 파일로 작성, 제출합니다.
2. 분량은 공백을 포함하여 2,000∼4,000자로 합니다.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일 때 A4 용지 약 2∼3쪽)
3. 보고서 제목,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4. 보고서 첫머리에 목차를, 끝부분에 참고문헌을 제시합니다.
5. 글자 텍스트 이외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6. 개조식(∼임, ∼함 등으로 끝나는 글) 형태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7. 강의와 교재에서 제시한 사례·분야를 예로 들어도 좋고, 별도의 사례·분야를
조사하여 작성해도 좋습니다.
<참고문헌> (A형 B형 공통; 필독 문헌 아님)
교재 『중국문화산책』 1~3장
교재 1~3장의 “더 읽을거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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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미디어,농학,유아,문화교양

대상학년

2

교과목명

동서양고전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교재(2021)에서 동양의 고전을 다룬 장을 하나 골라서 지은이 소개부터 본문 및 원문의 내용
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시오. (30점)
대상 고전: 제1장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제2장 박지원 『연암집』
제3장 최한기 『기측체의』
제4장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5장 맹자 『맹자』
제6장 순자 『순자』
제7장 황종희 『명이대방록』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PDF제출은 불가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 A4 4매(겉표지 포함하지 않음)
- 전체 4매 중 요약 2매, 독후감 2매 ☞ 요약과 독후감을 명확히 구분하시오.
- 요약하면서 자기 글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책 내용의 구절을 발췌
인용할 수도 있다. 단, 책 내용의 구절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는 경우에는 ①각주로 인용한
쪽수를 표시하거나, ②인용하는 구절에 겹따옴표(“ ”)를 붙이고 구절 끝에 해당 글의 인용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 <예시> “가만히 읽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뿐 아니라 남성인 연암이 홀어미의 심정을 어찌 이토록 실감나게 그렸을까 감탄이
절로 나온다.”(34쪽)
- 요약 시 글 전체를 교재에서 큰 단락 그대로 덩어리 채 발췌하여 구성하면, 인용표기를 해도
표절이 된다. 최대한 자기방식으로 문장을 각색하기를 권유
- 독후감은 순전히 자기 생각과 느낌을 써야 한다. 책에 나온 해설문이나 타인의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글을 써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핵심 내용을 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또 글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려한 문장으로 구성했느냐의 여부가 평가의 기준
- 전체 분량은 최소 3.5매 이상, 최대 6매 이하로 작성, 미달이나 초과 시 감점
-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학생 간 표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명백한 표절은 ‘0점’
처리
<참고문헌>
- 류종렬 외, 『동서양고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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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2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과제유형
:공통형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
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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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 2학년

및 대상학년

중문 4학년

교과목명

언어와생활

<과제명>
교재 1장에서 설명한 통신 언어의 특징을 A4 2매 이내로 요약하고, 통신 언어
의 특징을 보이는 자료를 직접 수집ㆍ조사하여 분석해 보시오.
(주의) 통신 언어 자료는 반드시 직접 수집하고 출전이 어디인지를 밝힐 것. 본
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인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임.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지시사항 없음.

과제유형
:공통형

<참고문헌>
- 교재 이외에 별도의 참고문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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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

대상학년

3

교과목명

고전소설강독

<과제명>
고소설 [박씨전](교재 : 209-256쪽)을 읽고 이 작품의 등장인물의 특징과 작품의
의미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Ÿ

반드시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 완전한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하시오.(각주, 참
고논저 등 논문의 기본적인 형식을 지켜 서술할 것.)

Ÿ

교재에 소개된 참고논저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최소 A4 용지 1/2 분량으로 제시할 것)

과제유형 Ÿ
:공통형
Ÿ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A4 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할 것.
목차를 제외한 분량으로 A4 용지 4매 이상을 작성할 것. 분량 미달 정도에
따라 감점 처리함.(전체 줄거리를 A4 용지 1매 이내로 정리할 것. 글자 크기
11. 줄 간격 170)

Ÿ

한글, 워드 파일로 제출할 것(PDF 파일은 불가)

Ÿ

상용자료 표절 및 학생 상호간 표절의 경우, 표절 정도에 따라 감점 혹은 0
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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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학과

국문

학년

3

과목

서사문학의이해와창작

제목 : 2021, (예비) 소설가 ○ ○ ○ 씨의 일일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읽고, 이 작품의 글쓰기 방식과 내
용을 패러디하여, 2021년 현재 나의 하루를 서술한 짧은 소설을 완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유의사항 ②)을 덧붙이시오. (총 7000자 내외(공백 포함))
과제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의 의도를 드러낼 창의적인 제목을 부제로 붙인다.
② 원작품의 내용과 특징 등을 정리하여 서술하고 감상을 쓴다. 재창작에
반영된 부분과 변화된 부분을 설명하는 글을 포함시킨다. (500-1000자)
③ 원작품의 핵심 모티프인 산책과 관찰, 우연한 만남, 문체의 특징 등이 가
능하면 드러나도록 하되, 2021년 현재 과제작성자의 주변 지역을 시공간
과제유형
:공통형

적 배경으로 하여, ‘나’의 환경과 외모, 성격과 태도, 현재 산책로와 일상을
묘사한다.
④ 교재 235~275쪽을 참고하여 서술과 시점, 어조와 문체가 통일성을 갖추
도록 유의한다.
⑤ 작품의 일부를 그대로 베껴서 표절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반드시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또 가볍고 우스꽝스러운 패러디 작품
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⑥ 글쓰기의 기본요건과 과제의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도록 한다. 표절로
판정되면 10점 이상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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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중문,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신화의세계

3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 4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
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
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
점이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

과제유형
:공통형

술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
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
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신화의 세계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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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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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우리말의역사

<과제명>
1. 국어사(우리말의 역사)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강 참조)
2. 국어의 계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강 참조)
3. 국어의 형성과 국어사 시대구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강 참조)
4. 우리말을 적는 여러 가지 문자(표기) 체계와 그 변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강 참조)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① 아래한글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MS word나 손글씨(사진 찍어 pdf 파일로
제출)로 작성해도 무방함.
② 아래한글의 경우,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를 기준으로 하여 A4 용지 5장(표지

과제유형
:공통형

제외) 이상을 작성하 것. (MS워드나 손글씨의 분량도 이에 준함.)
③ 과제명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내용을 적을 것.
④ 방송강의를 듣고 교재의 내용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문장으로 서술할 것.
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용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학생의 파일을 공유한 경우 0점
처리하고 학칙에 따라 처벌함.

<참고문헌>
- 별도의 참고문헌 불필요함. (오직 방송강의를 듣고 교재의 내용만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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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

<과제명>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1945년~1950년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때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 (30점)
1. 해방과 신탁통치
2. 단독정부 수립 과정
3. 한국전쟁의 발발과 영향
4. 반대파 숙청과 권력 기반 강화
※ 멀티미디어 강의(4~5강)와 교재(3~18쪽, 45~57쪽)의 내용을 참조할 것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제출 양식: 아래한글, 또는 MS wor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과제 분량: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A4 기준 4매 내외(공백 포함 글자수
6,0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기본 사항: 글쓰기의 기본적인 규범(바른 문장, 맞춤법, 띄어쓰기, 단락 나누기 등)을
준수한다.
¤ 전체 형식: 글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글의 전체 흐름을 고려

과제유형
:공통형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한다. 반드시 내용의 전환과 흐름에 맞게 단락을 나누
어야 한다.
¤ 문장 형식: 개조식 문장이 아닌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 교재 및 멀티미디어 강의 활용: 교재의 내용과 멀티미디어 강의의 내용(강의록-PPT
자료)을 충분히 학습하고 참조하되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논지 전
개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인용 표기법에 맞춰 직접 인용, 또는 간접 인용
을 한다. 교재를 비롯하여 기존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길 경우 표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용한 대목에는 반드시 ‘주석’(각주) 표기를 하고 과제물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을 별도로 정리한다. 요약을 할 때에도 문장의 표현을 바꿔서 자
신의 언어로 설명한다.
¤ 표절 문제: 글쓰기의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과제물이 표절(자기 표절, 중복 제출, 무
단 인용, 부정확한 인용 등)에 해당할 경우,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다.
¤ 참고 사항: 과제물 문제와 관련된 학술자료(신문, 잡지, 소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등)
를 찾아 읽어보고 참조할 내용이 있다면 출처를 밝혀 인용한다.
<참고문헌>
¤ 박태상·권영민,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2021년 1학기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멀티미디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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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

대상학년

4

교과목명

구비문학의세계

<과제명>
교재 [구비문학의 세계] ‘제2장 설화의 세계’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한국 설화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Ÿ

맞춤법 등 유의하면서 서술형 문장으로 과제를 작성할 것.

Ÿ

A4 용지 5매 이상을 작성할 것. 분량 미달 정도에 따라 감점 처리함. (목
차를 제외한 분량. 글자 크기 11. 줄 간격 170)

Ÿ

A4 용지 1매 분량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작성할 것.

Ÿ

참고논저를 활용할 경우, 각주 등을 충실하게 표기할 것.

Ÿ

한글, 워드 파일로 제출할 것(PDF 파일은 불가)

Ÿ

상용자료 표절 및 학생 상호간 표절의 경우, 표절 정도에 따라 감점 혹은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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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문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
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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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
교과목명

대상학년

인간과언어

1

<과제명>
1. 교재 1장(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참고하여 인간 언어의 특징을 동물의 언어
와 비교하여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6점]
2. 교재 12장(멀티미디어 강의 12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후 5년까지의
본인의 언어 습득 과정을 상상하여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8점]
3. 교재 13장(멀티미디어 강의 13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이 느낀 모국어
습득과 영어 습득의 가장 큰 차이를 예시와 함께 밝히시오. [8점]
4. 교재 14장(멀티미디어 강의 14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외국어 교육 이론
에서 주장하는 외국어 교육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논하고, 그 이유
를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8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반드시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 11 point, 줄간격: 아래한글 140%, MS word 1.15
- 작성 분량: A4기준 4장 내외
- 요약식이 아닌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짧은 분량의 과제이므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 쓸 필요 없음.
- 표절은 0점 처리 (본인의 과제를 타인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유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
- 교재 내용이나 멀티미디어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베끼면 감점.
<참고문헌>
인간과 언어, 박동우 외 4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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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대상학년

1

교과목명

멀티미디어영어

<과제명>

Unit 1의 Language & Communication 부분(9-16쪽)과 Focus on
Etiquette 부분 (27-32쪽)의 모든 문장과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시오.
(영어 원문 적기 포함, 주석 제외)
교재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문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 형식 없음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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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미디어,농학,유아,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동서양고전의이해

2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2. 교재(2021)에서 동양의 고전을 다룬 장을 하나 골라서 지은이 소개부터 본문 및 원문의 내용
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시오. (30점)
대상 고전: 제1장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제2장 박지원 『연암집』
제3장 최한기 『기측체의』
제4장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5장 맹자 『맹자』
제6장 순자 『순자』
제7장 황종희 『명이대방록』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PDF제출은 불가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 A4 4매(겉표지 포함하지 않음)
- 전체 4매 중 요약 2매, 독후감 2매 ☞ 요약과 독후감을 명확히 구분하시오.
- 요약하면서 자기 글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책 내용의 구절을 발췌
인용할 수도 있다. 단, 책 내용의 구절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는 경우에는 ①각주로 인용한
쪽수를 표시하거나, ②인용하는 구절에 겹따옴표(“ ”)를 붙이고 구절 끝에 해당 글의 인용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 <예시> “가만히 읽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뿐 아니라 남성인 연암이 홀어미의 심정을 어찌 이토록 실감나게 그렸을까 감탄이
절로 나온다.”(34쪽)
- 요약 시 글 전체를 교재에서 큰 단락 그대로 덩어리 채 발췌하여 구성하면, 인용표기를 해도
표절이 된다. 최대한 자기방식으로 문장을 각색하기를 권유
- 독후감은 순전히 자기 생각과 느낌을 써야 한다. 책에 나온 해설문이나 타인의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글을 써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핵심 내용을 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또 글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려한 문장으로 구성했느냐의 여부가 평가의 기준
- 전체 분량은 최소 3.5매 이상, 최대 6매 이하로 작성, 미달이나 초과 시 감점
-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학생 간 표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명백한 표절은 ‘0점’
처리
<참고문헌>
- 류종렬 외, 『동서양고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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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농
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공통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
술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
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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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과제명>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
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예:
청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문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개인의
삶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2.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
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3. 연보 등에서 밝히기 싫은 내용은 0000로 처리해도 무방함.
4.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1-2매, 자서전 2-3
매로 총 4매 작성할 것(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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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영시읽기의기초

<과제명>
<영시읽기의 기초> 정규강의 제1강, 제2강, 제6강을 학습하고, 강의에서 다루어진
총12작품(3강x4작품)을 대상으로, 각 작품의 주요 내용, 기법, 기타 특징에
대해 우리말 혹은 영어로 해설하여, 전체 과제의 양이 A4용지 4매(표지 제외)가
되게 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함.
과제유형:
공통형

- A4용지의 기준은 아래한글이나 MS워드에서 정한 기본값(default값)
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함.
- 목차, 참고문헌 등은 불필요함.
- 각 작품별 해설의 세부사항(항목별 분량)은 작성자가 자유로이 하며,
전체적으로 A4용지 4매의 기준은 철저히 지켜야 함.
- 표절로 판단될 시에는 그 정도에 따라 상당히 감점될 것임.
- 기준에 맞춘 과제의 전체 양이 우선적인 판정 요소이며, 작품별 해설의
구체적인 충실도가 부차적인 판정 요소임
<참고문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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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프랑스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영어권국가의이해

<과제명>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떠나게 된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다루는 설
명문을 쓰시오. 글 전체를 다음의 5개 제목의 장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시
오. (길이가 긴 장은 몇 개의 형식 단락으로 나누어 작성할 것.)
1.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2. 2020년 12월 24일 합의사항
3. Brexit 이후 영국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
4. Brexit와 Scotland
5. Brexit와 Ireland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분량과 형식: A4 4장(아래 한글의 경우 활자크기 11, 줄간격 160%)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3.5장 이하 4.5장 이상은 감점함. 내용에 따라 일부의
장은 3~4 개의 형식 단락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2. 표기: 모든 고유명사(인명, 지명, 기관, 기구, 법률 등의 명칭)는 영어로
표기하되, 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한국어로 표기함.
3. 인용: 영문을 인용할 경우 ‘별도 인용’이 아닌 ‘단락 내 인용’으로
처리하고, 분량은 과제물 전체에서 총 10행 이내로 제한함.
4. 표절 금지: 관련 서적,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참고하되, 작성자 자신의
방식으로 내용과 표현을 재구조화할 것.(개별 문장 단위로 표절 검색이
이루어짐)
5. 참고자료: 참고한 자료는 과제의 맨 끝에 중요도에 따라 5개 이내로
표기하며, 웹자료는 URL을 표기하면 됨. 이 참고자료 표기도 전체 A4
4장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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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대상학년

3

교과목명

테스트영어연습

<과제명>
교재 210페이지부터 242페이지에 나와 있는 Supplementary Materials를 활용
하여, Listening Comprehension 유형으로 2문제, Grammar 유형으로 3문제,
Vocabulary 유형으로 3문제, Reading Comprehension 유형으로 2문제,
총 10문제를 만들고, 각 문제마다 상세한 정답 해설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문제를 만들기 위한 자료는 교재의 Supplementary Materials를 활용할 것
- 제작한 문제의 유형은 우리 교재에 제시된 문제와 같거나, 토익, 토플,
텝스 등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유형이어야 함.
- 정답 해설은 우리말로 작성하되, 정답인 이유와 정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시할 것.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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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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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영어문장구조의이해

<과제명>
1. 아래의 밑줄 친 요소들이 구성소를 이루는지 판별하시오. (강의 영상에 있는 다양한
구성소 판별법을 각 문장에 모두 적용하여 판별할 것) [10점]
a. Tom walked a dog on a leash.
b. Bill read a thick book of linguistics.
c. Eric gave some fruit to his wife.
2. 다음 문장이 비문법적인 문장인 이유를 성분통어를 통해 설명하시오. [10점]
a. *[John’s wife]1 forgave her1. [John’s wife1 = her1]
b. *[Mike]2’s mother expected himself2 to disappoint Jessica.
[Mike2 = himself2]
3. 다음의 문장이 비문법적인 이유를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교차분지제약을 통해 설

과제유형:
공통형

명할 수 있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10점]
*John failed completely the test. (completely는 동사구부사임)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반드시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 11 point, 줄간격: 아래한글 140%, MS word 1.15
- 작성 분량: A4기준 4장 내외
- 요약식이 아닌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짧은 분량의 과제이므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 쓸 필요 없음.
- 표절은 0점 처리 (본인의 과제를 타인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유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
- 교재 내용이나 멀티미디어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베끼면 감점.
<참고문헌>
영어문장구조의이해, 안승신 강상구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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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신화의세계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 4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
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
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
점이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
과제유형:
공통형

술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
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
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신화의 세계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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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문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
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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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
교과목명

대상학년

인간과언어

1

<과제명>
5. 교재 1장(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참고하여 인간 언어의 특징을 동물의 언어
와 비교하여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6점]
6. 교재 12장(멀티미디어 강의 12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후 5년까지의
본인의 언어 습득 과정을 상상하여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8점]
7. 교재 13장(멀티미디어 강의 13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이 느낀 모국어
습득과 영어 습득의 가장 큰 차이를 예시와 함께 밝히시오. [8점]
8. 교재 14장(멀티미디어 강의 14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외국어 교육 이론
에서 주장하는 외국어 교육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논하고, 그 이유
를 예시와 함께 기술하시오. [8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반드시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 11 point, 줄간격: 아래한글 140%, MS word 1.15
- 작성 분량: A4기준 4장 내외
- 요약식이 아닌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짧은 분량의 과제이므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 쓸 필요 없음.
- 표절은 0점 처리 (본인의 과제를 타인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유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
- 교재 내용이나 멀티미디어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베끼면 감점.
<참고문헌>
인간과 언어, 박동우 외 4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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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중문,생활체육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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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농학,
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공통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
술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
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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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미디어,농학,유아,문화교양

대상학년

2

교과목명

동서양고전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3. 교재(2021)에서 동양의 고전을 다룬 장을 하나 골라서 지은이 소개부터 본문 및 원문의 내용
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시오. (30점)
대상 고전: 제1장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제2장 박지원 『연암집』
제3장 최한기 『기측체의』
제4장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5장 맹자 『맹자』
제6장 순자 『순자』
제7장 황종희 『명이대방록』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PDF제출은 불가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 A4 4매(겉표지 포함하지 않음)
- 전체 4매 중 요약 2매, 독후감 2매 ☞ 요약과 독후감을 명확히 구분하시오.
- 요약하면서 자기 글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책 내용의 구절을 발췌
인용할 수도 있다. 단, 책 내용의 구절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는 경우에는 ①각주로 인용한
쪽수를 표시하거나, ②인용하는 구절에 겹따옴표(“ ”)를 붙이고 구절 끝에 해당 글의 인용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 <예시> “가만히 읽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뿐 아니라 남성인 연암이 홀어미의 심정을 어찌 이토록 실감나게 그렸을까 감탄이
절로 나온다.”(34쪽)
- 요약 시 글 전체를 교재에서 큰 단락 그대로 덩어리 채 발췌하여 구성하면, 인용표기를 해도
표절이 된다. 최대한 자기방식으로 문장을 각색하기를 권유
- 독후감은 순전히 자기 생각과 느낌을 써야 한다. 책에 나온 해설문이나 타인의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글을 써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핵심 내용을 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또 글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려한 문장으로 구성했느냐의 여부가 평가의 기준
- 전체 분량은 최소 3.5매 이상, 최대 6매 이하로 작성, 미달이나 초과 시 감점
-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학생 간 표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명백한 표절은 ‘0점’
처리
<참고문헌>
- 류종렬 외, 『동서양고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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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중문

대상학년

2

교과목명

중국고전문학의전통

<과제명>
교재 《중국고전문학의전통》 제2장에서 한 작품, 교재 제7장에서 한 작품, 교재
제8장에서 한 작품 모두 3작품을 각자 선택한 뒤 작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각
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쓰시오. (30점)
(“작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일은 교재의 내용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서술이 되도
과제유형
:공통형

록 노력하고, “각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쓰는” 일은 객관적 서술로부
터 출발하여 자기 의견을 보태는 일이라 생각하고 써 나가기를 권합니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분량: 한글 5000자 ± 500자, 띄어쓰기 공백 포함
(2) 아래한글 텍스트만으로 작성하고 도표, 그림, 동영상 등은 포함하면 안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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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중문

대상학년

3학년

교과목명

중국공연예술

<과제명>
※ 강의와 교재 제14장과 제15장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영화의 변화 양상을
시대와 영화의 관계에 입각하여 정리하되, 감독과 작품을 예로 들어 40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분량: 한글, 4000자 ± 500자, 띄어쓰기 공백 포함(글자크기는 10~11포인트, 행간은

과제유형
:공통형

160%로 편집할 것)
(2) 아래 한글(hwp) 또는 MS-워드(doc) 파일로 작성, 제출합니다.(PDF 파일로 제출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한글을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맞춤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도표, 그림,
동영상 등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4) 강의를 잘 이해했으며 그 결과를 논리적이고 쉬운 한글 문장으로 조리있게 표현했
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5) 표절로 판정된 답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재의 문장을 인
용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면 표절로 처리됩니다.
(6) 형식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됩니다.

<참고문헌>
- 강의와 교재 제14장과 제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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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중문

대상학년

3

교과목명

현대중국입문

<과제명> 공통 과제물 문제
◆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세기 중국의 주요
사건 중에서 중국공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 2∼3개를 선택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각 사건이 중국공산당의 존립 및 발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예: 중국공산당 창당, 국공합작, 대장정,
중일전쟁, 국공내전, 문화대혁명, 11기 3중 전회, 천안문사건 등)
▣ 재소자용 동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문제유형
:공통형

1. 아래 한글(hwp) 또는 MS-Word(doc) 파일로 작성, 제출합니다.
2. 분량은 공백을 포함하여 4,000∼6,000자입니다. (활자크기 11, 줄간격 160%일 때 A4
용지 약 4쪽 내외).
3. 보고서 제목,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4. 보고서 첫머리에 목차를 제시하고, 참고한 문헌은 끝부분에 참고문헌 목록으로 제시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각주를 사용해도 좋으며, 목차, 참고문헌, 각주는 분량에
포함됩니다.
5.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2∼3개만을 선택해야 하며, 각 사건이 중국공산당의 존립 또는
발전과 관련하여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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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중문,문화교양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신화의세계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 4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
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
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
점이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
과제유형:
공통형

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신화의 세계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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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중문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중국현대문학론

<과제유형:지정형>

A형: 학번 끝자리 수 홀수 / B형: 학번 끝자리수 짝수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A형

<A형 과제명>

(학번끝자리

※ 강의와 교재 제3강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사 시기 문학혁명을 주창한 선

1,3,5,7,9번)

구자들의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2000자~3000자로 서술하세
요.(30점)

B형

<B형 과제명>

(학번끝자리

※ 강의와 교재 제4강 내용을 토대로 하여 1920년대 후반 중국에서 혁명문학

2,4,6,8,0번)

론이 제기된 배경을 사회적 측면과 문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2000
자~3000자로 서술하세요.(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분량: 한글, 2000~3000자, 띄어쓰기 공백 포함(글자크기는 10~11포인
트, 행간은 160%로 편집할 것)
(2) 아래 한글(hwp) 또는 MS-워드(doc) 파일로 작성, 제출합니다.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3) 한글을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맞춤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도
표, 그림, 동영상 등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4) 강의를 잘 이해했으며 그 결과를 논리적이고 한글 문장으로 조리 있게 표
현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5) 표절로 판정된 답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재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면 표절로 처리됩니다.
(6) 형식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됩니다.

<참고문헌>
- 강의와 교재 제3강과 제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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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중문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중한번역연습

<과제명>
제2장 문형번역오류에 제시된 중국어원문과 오역(또는 초역), 수정 및 연습문제1,
2, 3에 제시된 원문과 초역, 수정(또는 번역)을 쓰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24쪽-42쪽: 총 21개 원문 / 43쪽-44쪽 : 총 14개 원문)
(1) 수정1, 수정2가 있을 경우 수정1과 수정2를 모두 작성하십시오.
(2) 24쪽-42쪽에서 원문은 초록색 바탕에 있는 것만 작성하십시오. (총 21개
원문)
(3) 원문 – 수정 – 설명 순으로 작성하십시오. 설명은 교재 및 워크북 내용 그대
로 베끼지 않도록 하며 개인의 분석과 의견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하십시오.
- 글자크기는 11~12포인트로 작성하십시오.
- 표절의 경우 표절 정도와 분량에 따라 감점됩니다.
- 중국어 문장 분석과 문형의 번역 이해도를 중점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문헌>
- 중한번역연습 교재
- 중한번역연습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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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문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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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 2학년

및 대상학년

중문 4학년

교과목명

언어와생활

<과제명>
교재 1장에서 설명한 통신 언어의 특징을 A4 2매 이내로 요약하고, 통신 언어
의 특징을 보이는 자료를 직접 수집ㆍ조사하여 분석해 보시오.
(주의) 통신 언어 자료는 반드시 직접 수집하고 출전이 어디인지를 밝힐 것. 본인
이 직접 수집한 자료인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임.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지시사항 없음.

과제유형
:공통형

<참고문헌>
- 교재 이외에 별도의 참고문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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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
(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함.
(2)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
는 참고문헌(또는 참고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함.
(3)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
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4)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
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5)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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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프랑스,일본,법학,미디어,교육,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계의역사

1
<과제명>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의 역사>를 수강하면서 생각하게 된 바람직
한 <세계의 역사> 학습방향 및 학습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식: 한글(HWP) 또는 MS-Word
- 분량: A4 3매 (200자 원고지 20쪽)이상(상한선 없음)
(제목과 목차 등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
- 글씨체 : 바탕체
- 글자크기 : 11P
- 줄간격 : 160%

과제유형
:공통형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로 풀어나가시오.
-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으니, 완벽한 문단과 문장을 구성해주기
바랍니다.
- 표절 판명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굳이 필요하면 백과사전 정도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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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문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
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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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미디어,농학,유아,문화교양

대상학년

2

교과목명

동서양고전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4. 교재(2021)에서 동양의 고전을 다룬 장을 하나 골라서 지은이 소개부터 본문 및 원문의 내용
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시오. (30점)
대상 고전: 제1장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제2장 박지원 『연암집』
제3장 최한기 『기측체의』
제4장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5장 맹자 『맹자』
제6장 순자 『순자』
제7장 황종희 『명이대방록』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PDF제출은 불가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 A4 4매(겉표지 포함하지 않음)
- 전체 4매 중 요약 2매, 독후감 2매 ☞ 요약과 독후감을 명확히 구분하시오.
- 요약하면서 자기 글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책 내용의 구절을 발췌
인용할 수도 있다. 단, 책 내용의 구절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는 경우에는 ①각주로 인용한
쪽수를 표시하거나, ②인용하는 구절에 겹따옴표(“ ”)를 붙이고 구절 끝에 해당 글의 인용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 <예시> “가만히 읽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뿐 아니라 남성인 연암이 홀어미의 심정을 어찌 이토록 실감나게 그렸을까 감탄이
절로 나온다.”(34쪽)
- 요약 시 글 전체를 교재에서 큰 단락 그대로 덩어리 채 발췌하여 구성하면, 인용표기를 해도
표절이 된다. 최대한 자기방식으로 문장을 각색하기를 권유
- 독후감은 순전히 자기 생각과 느낌을 써야 한다. 책에 나온 해설문이나 타인의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글을 써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핵심 내용을 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또 글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려한 문장으로 구성했느냐의 여부가 평가의 기준
- 전체 분량은 최소 3.5매 이상, 최대 6매 이하로 작성, 미달이나 초과 시 감점
-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학생 간 표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명백한 표절은 ‘0점’
처리
<참고문헌>
- 류종렬 외, 『동서양고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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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
오.(30점)

과제유형: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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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
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
으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

과제유형
:공통형

에는 감점이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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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대상학년

3

교과목명

프랑스어문장연습

<과제명>
① 교재(이하에서 교재는 프랑스어문장연습 교재임) 1과(Leçon 1 : pp 18-20) 본문에서
관계절을 지닌 복문 문장을 모두 찾아 제시하고 이를 해석을 하시오. (7점)
② 교재 1과 본문에서 수동적 대명동사가 술어로 사용된 문장을 모두 찾아 제시하고
이를 해석을 하시오. (7점)
③ 교재 2과 본문에서 <주어 + 동사 +직접목적어> 구성의 문장을 모두 찾아 제시하고
이를 해석을 하시오. (7점)
% 명령문인 경우는 (생략된) 주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오.
% 복문의 경우는 복문을 구성하는 각 단문 단위로 분석을 하시오.
% faire/laisser(사역동사) + Vinf 구성의 문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④ 교재 4과 본문에서 중성대명사 y와 en이 사용된 문장을 모두 찾아 제시하고 이를
해석을 하시오. 그리고 각 문장에서 중성대명사 y와 en이 대리하는 전치사구를 밝

과제유형
:공통형

히시오. (9점)
% 본문에 나오는 n’en ... pas moins은 숙어표현이므로 이 표현의 en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답안 예시) ..... avant de s’y réinstaller en 1770.
: y => à Paris : ..... 1770년 거기에 다시 정착하기 전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분량 : 제한 없음.

- 글자크기 10p, 줄간격 160(아래아 한글 기준)
- 표절률이 70%를 넘으면 감점이 클 수 있음.
- 과제 수행 중 질문 환영, 질문은 메일로 lexique@hanmail.net.
<참고문헌>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프랑스어문장연습 및 멀티미디어 강의 그리고 프랑스어의 구조
1, 프랑스어문법연습 등 프랑스어 문법을 다루는 모든 교재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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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대상학년

3

교과목명

프랑스문학산책

<과제명>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교재 161-166쪽)를 읽고, 다음 세 가지 질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시오.
1. 엠마가 비극적 결말을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10점)
2. 엠마의 비극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누구이며(10점)
3. 작가 플로베르가 이 작품을 통해 그려내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 분량 : 표지 포함 A4 3장 (아래아한글 : 글자 크기 10, 줄 간격 160%,
MS word 글자 크기 10, 단락 배수 1.15)
§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아한글, MS word로 작성)

과제유형:
공통형

반드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식(과제물 표지 [온라인제출용 - 워드/한글])을

§

남의 글을 도용하거나 교재 내용을 그대로 옮길 때는 감점 또는 0점 처리
합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없이 작품을 꼼꼼히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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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프랑스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영어권국가의이해

<과제명>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떠나게 된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다루는 설
명문을 쓰시오. 글 전체를 다음의 5개 제목의 장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시
오. (길이가 긴 장은 몇 개의 형식 단락으로 나누어 작성할 것.)
6.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7. 2020년 12월 24일 합의사항
8. Brexit 이후 영국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
9. Brexit와 Scotland
10. Brexit와 Ireland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분량과 형식: A4 4장(아래 한글의 경우 활자크기 11, 줄간격 160%)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3.5장 이하 4.5장 이상은 감점함. 내용에 따라 일부의
장은 3~4 개의 형식 단락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2. 표기: 모든 고유명사(인명, 지명, 기관, 기구, 법률 등의 명칭)는 영어로
표기하되, 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한국어로 표기함.
3. 인용: 영문을 인용할 경우 ‘별도 인용’이 아닌 ‘단락 내 인용’으로
처리하고, 분량은 과제물 전체에서 총 10행 이내로 제한함.
4. 표절 금지: 관련 서적,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참고하되, 작성자 자신의
방식으로 내용과 표현을 재구조화할 것.(개별 문장 단위로 표절 검색이
이루어짐)
5. 참고자료: 참고한 자료는 과제의 맨 끝에 중요도에 따라 5개 이내로
표기하며, 웹자료는 URL을 표기하면 됨. 이 참고자료 표기도 전체 A4
4장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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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경제,경영,
대상학과

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교육,청소년.
교과목명

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과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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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과목명
대상학년

영화로배우는프랑스어

4

<과제명>

교재 5강 ｢질투 La jalousie｣(2013)을 보고
1.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고 (10점),
2. 이 영화가 평단의 극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한 후 (10점)
3. 이 영화에 대한 자신의 감상평을 적으시오. (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 분량 : 표지 포함 A4 3장 (아래아한글 : 글자 크기 10, 줄 간격 160%,
MS word 글자 크기 10, 단락 배수 1.15)
과제유형 §

반드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식(과제물 표지 [온라인제출용 - 워드/한글])을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아한글, MS word로 작성)

:공통형
§

남의 글을 도용하거나 교재 내용을 그대로 옮길 때는 감점 또는 0점 처리
합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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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유럽바로알기

<과제명>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를 하나
골라서 한국과 비교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식: 한글(HWP) 또는 MS-Word
- 분량: A4 3매 (200자 원고지 20쪽)이상(상한선 없음)
(제목과 목차 등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
- 글씨체 : 바탕체
- 글자크기 : 11P
과제유형:
공통형

- 줄간격 : 160%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로 풀어나가시오.
-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으니, 완벽한 문단과 문장을 구성해주기
바랍니다.
- 표절 판명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굳이 필요한 경우 백과사전 정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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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프랑스,일본,법학,미디어,교육,유아교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세계의역사

1
<과제명>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의 역사>를 수강하면서 생각하게 된 바람직
한 <세계의 역사> 학습방향 및 학습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식: 한글(HWP) 또는 MS-Word
- 분량: A4 3매 (200자 원고지 20쪽)이상(상한선 없음)
(제목과 목차 등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
- 글씨체 : 바탕체
- 글자크기 : 11P
- 줄간격 : 160%

과제유형
:공통형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로 풀어나가시오.
-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으니, 완벽한 문단과 문장을 구성해주기
바랍니다.
- 표절 판명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굳이 필요하면 백과사전 정도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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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관광
교과목명

대상학년

한국지리여행

1

1. 빗물이 모여 이루는 최초 물길을 의미하는 영어 용어는? (3점)

2. 대승폭포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 두 가지는?(3점)

3. 폭호를 점차 넓고 깊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은?(3점)

4. 유속이 3배로 증가하면 하천의 운반력은 몇 배로 늘어나는가(3점)

5. 미앤더 컷이란 무엇인가?(3점)
과제유형:
공통형

6. 구하도란 무엇인가?(3점)

7. 동강의 험준한 절벽의 형태는 어떤 현상과 관련이 있는가?(3점)

8. 베트남 하롱베이의 탑처럼 우뚝 솟아있는 석회암 지형을 무엇이라 하는가?(3점)

9. 물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
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은?(3점)

10. 습지는 우리 몸의 어떤 장기와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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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
교과목명

대상학년

기초한자

1학년
<과제명>
기초한자 교재 부록부분 (2~31 페이지) <한자쓰기 연습>을 작성하여 pdf로
스캔하여 업로드 하시오.
-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 스캔본을 pdf형식으로 학교 홈페이지 과제 제출
페이지에 업로드하시오.
- 우리말 훈과 음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필기도구는 자유. 다만 번지는 필기도구는 사용을 지양함.

과제유형:
공통형

2. 부록 부분만 수기로 작성하여 스캔.
3. 급하게 쓰거나 대충 획을 그은 경우에는 감점함
- 제출방법
1) 과제물 표지파일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학습지원>학생서식다운로드에
서 다운 받아 작성) 업로드하고, 수기로 작성하여 PDF로 스캔한 과제물
파일은 ZIP파일 형식으로 압축한 후 보조첨부에 업로드 한다.
2) 스캔방법, PDF파일 용량줄이기, ZIP파일로 압축하는 방법 등은 중어중문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내용을 참고한다.
3) 과제물 제출경로는 학사정보 > 수업/시험 > 온라인과제물제출(정규/시간제)
이며, 본파일은 보조첨부에 모두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제출이 완료된다.
※ 제출 후 과제물 제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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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과제유형:
공통형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
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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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과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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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학과

대상학년

2학년

교과목명

일본어문장연습

<과제명>
1. 일본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한국어로 먼저 작문한 다음, 일본어로 옮긴다. (15점)
- 분량 :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15줄~20줄
- 내용 : 좋은 점, 개선할 점, 새로운 경험, 에피소드 등 자유
2. 일본어 속담을 10개 찾아서 적고 해당되는 한국어 속담으로 옮긴 다음, 속담에
나오는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해석한다.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Ÿ

반드시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직접 작성

Ÿ

글자 크기: 11

Ÿ

줄간격: 아래한글 160%, 워드 1.0

Ÿ

요미가나는 달지 않아도 됨

Ÿ

일본어는 한자가 있으면 한자로 적을 것(문장 전체를 히라가나로 적지 않도록
주의)
한국어는 띄어쓰기 등 맞춤법도 평가 대상임
손으로 쓰거나, 그림으로 붙여넣거나, pdf 파일로 제출하면 무조건 10점 감점함
표절 비율이 높으면 감점 있음

Ÿ
Ÿ
Ÿ

<참고문헌>
일본어문장연습 교재

<과제물 작성 참고사항>
1. 과제1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1)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피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적
는다.
2) 기초가 되는 한국어 작문을 교재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쉽고 간결하고 재미있게
쓴다.
3) 어려운 글은 공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옮기기도 쉽지 않음을 유의한다.
4) 인터넷 번역기의 도움을 받는 것은 괜찮으나 반드시 결과를 확인해서 엉터리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한국어의 띄어쓰기나 맞춤법에도 유의한다.
6) 분량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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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2의 작성 예시
※ 예문은 ことわざ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만들되 해당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밑줄을 칩니다. 예문을 많이 만든다고 점수를 더 주지는 않으니 하나만 만들어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10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後の祭(まつ)り
<한국 속담>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행차 뒤에 나팔. 열흘날 잔치에 열하룻날 병풍 친다.
<예문>
申し込みの締め切りは昨日であったため、今からバタバタしても後の祭りだ。
신청 마감은 어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허둥지둥해도 이미 늦었다.
(2) 噂(うわさ)をすれば影(かげ)がさす
<한국 속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예문>
なぜ悪いうわさは広まりやすいのでしょう？
나쁜 소문은 왜 퍼지기 쉬울까요?
(3) どんぐりの背比(せいくら)べ
<한국 속담>
도토리 키재기. 참깨가 기니 짧으니 한다. 내 콩이 크니 네 콩이 크니 한다.
<예문>
森でどんぐりを拾ってポットに植え付け、水をあげた。
숲에서 도토리를 주워 화분에 심고 물을 주었다.
(4) 上には上がある
<한국 속담>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예문>
上には上があるというでしょう。それくらいの成績で満足していてはいけないわ。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성적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5) 知らぬが仏(ほとけ)
<한국 속담>
모르는 게 약
<예문>
彼はまた約束を破ったの。仏(ほとけ)の顔も三度までよ。
그가 또 약속을 어겼단 말이야.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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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海老(えび)で鯛(たい)を釣(つ)る。
<한국 속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예문>
海老で鯛を釣るようなうまい話は、ビジネスではそうそうあるものではな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솔깃한 이야기는, 비즈니스에서는 그리 흔치 않다.
(7) 五十歩百歩(ごじっぽひゃっぽ)
<한국 속담>
오십보백보. 도긴개긴.
<예문>
国会での与党と野党の論争を見ていると、五十歩百歩とは正にこの事だと心底感じる。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오십보백보란 바로 이런 것임을 절실
히 느낀다.
2人はお互いを罵(ののし)っているけど、私から見たら五十歩百歩だ。
두 사람은 서로를 욕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십보백보다.
いかに天然ガスが石炭より効率がよいと言ったところで、二酸化炭素を排出するかしない
か、という根本的な意味では五十歩百歩なのも事実だ。
아무리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효율이 좋다고 한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오십보백보인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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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
교과목명

대상학년

글과생각

3

<과제명>
자신에 대한 소개의 글을 교재 2강에 소개된 [온달전]이나 [최칠칠전]과 같이 3인칭
서술자의 관점에서 작성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Ÿ
과제유형
:공통형

자신이 살아온 과정, 소망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지키는 것 등등 자
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것

Ÿ

맞춤법 등 유의하면서 서술형 문장으로 과제를 작성할 것.

Ÿ

목차를 제외한 분량으로 A4 용지 2.5매 이상을 작성할 것. 분량 미달 정도에
따라 감점 처리함.(글자크기 11. 줄 간격170)

Ÿ

한글, 워드 파일로 제출할 것(PDF 파일은 불가)

Ÿ

상용자료 표절 및 학생 상호간 표절의 경우, 표절 정도에 따라 감점 혹은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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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

대상학년

3학년

교과목명

일본대중문화론

<과제명> 오즈 야스지로(小津安二郎) 감독의 영화 <즐겁게 걸어라(朗かに歩め)>(1930)를 감상하고
아래 문제의 답을 작성하시오. *영화는 ‘네이버 영화’에서 구매 후(500원) 다운로드하여 감상 (아래 링크)
https://serieson.naver.com/movie/detail.nhn?viewSeq=44892&prodNo=1148069&isWebtoonAgreePopUp=true

문제 1. 영화가 등장인물 ‘지에코(千恵子)’를 어떤 여성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반드시
등장인물 ‘스기모토 야스에(杉本やす江)’와 비교하여 서술할 것.) [10점]
문제 2. ‘지에코’가 그렇게 그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단, 1920년대
당시 일본의 시대상과 관련지어서 서술할 것.) [2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형식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제출(MS word, PDF 파일 제출금지)
• 한글에서 글자 크기 10포인트, 행간 160%, 쪽 여백 기본으로 설정
• 폰트: 한국어, 영어-함초롬바탕 또는 한컴바탕 / 일본어-신명조약자
• 위의 설명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띄어쓰기 공백 제외 3,000자(±500자)
*글자 수는 한글 프로그램 메뉴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 가능
**도표, 그림 등은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순수한 텍스트 문장만 분량으로 간주.
2. 주의사항
• 제대로 완결된 문장으로 논술식 작성
명사, ~음, ~했음으로 끝나는 문장이나 개조식(個條式) 서술은 감점
• 맞춤법 확인 후 제출
• 쪽 번호 표기 (한글 프로그램 메뉴 [쪽] - [쪽 번호 매기기]에서 설정)
• 목차와 참고문헌 표기 필수
• 교재, 강의, 책, 논문, 기사, 방송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은 경우, 반드시 ‘각주’
기능을 사용하여 인용 표시를 해야 함. (한글 프로그램 메뉴 [입력] - [각주])
•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나무위키는 참고문헌으로 인용 불가
• 표절률에 따라 감점하며, 70%를 넘으면 F학점 처리함 (인용표기가 있더라도 표절률이 높게
나오고,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대폭 감점하거나 0점 처리)
3. 평가의 주안점
• 직접 영화를 보고 작성자 본인의 분석과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와 교재
내용을 포함한 다른 자료의 내용이 최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논리적인 근거와 설득력을 갖출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 1번과 2번에서 설명한 형식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지키지 않은 항목은 각각 감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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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

대상학년

3학년

교과목명

근현대일본정치사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근대 동아시아 정치사(1840년-1945년까지) 연표만들기
<작성요령>
1. 교재 1장에서 8장까지를 공부하면서 1840년 아편전쟁에서부터 1945년의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먼저 메모하세요.
2.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구미지역을 비롯하여 한중일 삼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메모
하면서 연표를 작성해보세요.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번에
걸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시중에 나와 있는 연표 형식을 참고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연표를 만들어
제출하세요. 일본-중국-한국-서양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근대 동아시아 정치사 연표만들기의 형식>
1840년
1945년

서양

중국

일본

한반도

4. 19세기 ‘서양의 충격’이후 1945년 일본이 패전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들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과제물입니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된 책들을
살펴가면서 가능한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총분량 : 최소 A4용지 4페이지 분량 정도로 만들되 자유롭게 작성할 것. 특별히 분량의 제한 없음.

<주의사항>
1. 인터넷이나 다른 책을 참고할 경우, 마지막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세요.
2. 보기좋고 자신의 개성을 담은 연표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3.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사건이 누락된 경우 감점요인이 됩니다.
4.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 다른 과목 과제물과 섞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는 한글이나 MS-Word 혹은 pdf 파일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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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문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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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일본명작기행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상상(想像) 문학기행문 쓰기

1. 교재에 수록된 『유희(由照)』를 읽고
2. 작품 내용 및 작가(李良枝)와 관련된 <서울><東京>을 중심으로
3. 2박 3일 일정의 문학기행 일정을 세우고
4. 일정표를 작성, 자신만의 상상(想像) 문학기행문 쓰기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분량 A4 4장 (일정표 1장+ 기행문 3장)
<참고문헌>

1. 일본명작기행과제물 작성법(상상 문학기행)
:홈페이지 자료실 (https://faculty.knou.ac.kr/~aesook/d/d_1.htm)
2. 『유희』
이양지, 김유동 옮김 『유희』 삼신각(1989)
李良枝 『由熙 ナビ·タリョン』 講談社文芸文庫(1997)
3.교재 214쪽 참고문헌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참조
https://ja.wikipedia.org/wiki
https://www.youtube.com/watch?v=Zvoy3MLK1z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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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고급일본어활용

<과제명>
(1) 일본어는 지역에 따라 단어나 문말 표현, 악센트가 공통어인 도쿄어와는 다른 방언이
존재한다. 일본어는 지역에 따라 몇 개의 방언권이 있는지 각각의 방언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관해 자료를 찾아 조사하여 정리하시오(A4 2매 이상).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이나 MS-word로 우리말로 작성할 것.
- 표지 포함 A4 2매 이상 (글자 크기, 줄 간격 등 편집은 자유재량)
- 목차와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
- 각 방언권의 특성에 대해 충분한 예시를 들었는가, 전체적으로 설명이 알기 쉽고, 논리정연
하게 전개되었는가,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가 등이 중요 평가 기준임.

<참고문헌>
-

『고급일본어활용』 과 본문
온라인 자료 검색 및 참고 가능
노희성
『일본의 주요 방언집 일반편／ 음순 방언편』
천호재
『일본어학의 이해』의 제 장 언어생활 어문학사
『 岩波講座 日本語
方言』
岩波書店
2

(2010)

:

(2019)

(

)

50

8

. 11

,

PB R

PUB LI S HI NG

,

(1980)

<참고 사이트>

日本の方言は１６種類！分布や特徴を解説！

(https:/
/
syuk atsulab o.j p/
article/
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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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문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
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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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
(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함.
(2)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
는 참고문헌(또는 참고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함.
(3)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
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4)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
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5)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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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프랑스,일본,법학,미디어,교육,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계의역사

1
<과제명>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의 역사>를 수강하면서 생각하게 된 바람직한 <세계의
역사> 학습방향 및 학습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식: 한글(HWP) 또는 MS-Word
- 분량: A4 3매 (200자 원고지 20쪽)이상(상한선 없음)
(제목과 목차 등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
- 글씨체 : 바탕체
- 글자크기 : 11P

문제유형
:공통형

- 줄간격 : 160%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로 풀어나가시오.
-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으니, 완벽한 문단과 문장을 구성해주기
바랍니다.
- 표절 판명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굳이 필요하면 백과사전 정도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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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문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68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
오.(30점)

과제유형: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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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과제명>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
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
(예: 청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
서의 직장생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개인
의 삶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2.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3. 연보 등에서 밝히기 싫은 내용은 0000로 처리해도 무방함.
4.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1-2매, 자서전
2-3매로 총 4매 작성할 것(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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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법학과

대상학년

3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별지 첨부 참조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로 제출할 것
-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80 기준으로 작성 분량은 4쪽 내외(A4기준, 표지 포함)
- 첨부 별지 지시사항에 따라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시킬 것
- 목차를 나누어 쓰고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문제를 풀고, 결론에서
근거와 답을 요약할 것
- 본론에서 하위목차를 사용하여 논의 내용을 구분할 것
- 논증으로서 형식과 질의 수준을 평가함
- 표절검사 시스템에서 산출된 표절률 수치에 관계 없이 학생 상호간, 또는 인터넷 문서
등에서 표절했음이 내용상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글폰트나 문단 순서, 일부
문장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유사 내용 답안 모두 0점 처리함.
[자신의 과제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지고 유의하기 바람]
내용상 명백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표절률 수치가 90% 이상 나오면 감점 처리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KNOU Press, 2021
<헌법논증이론> 강의록

[별지]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다음 제시문을 읽고,
.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
제시문
주장①: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
이 밝혀졌다. (…)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
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에 있
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 국가
는 공통의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꼭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기 위해서
였다. (…)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이라는] 이 두 문서는 우리에게 명백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둘
다 스스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약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들에 따르면 모든 사
람이 평등한 반면 바빌론인들에 따르면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물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옳
고 바빌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함무라비는 당연히 자신이 옳고 미국인들이 틀렸다고
받아칠 것이다. 사실은 모두가 틀렸다. (…) 그런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한 곳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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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들이 지어내어 서로 들려주는 신화 속뿐이다. 이런 원리들에 객관적
타당성은 없다.
우리는 사람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
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서로 평등하다
는 것인가?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난 어딘가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세계
가 있단 말인가? (…) 자연의 질서는 안정된 질서다. 설령 사람들이 중력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일
부터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와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의 위험을 안
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
이다. (…) 문화에 따라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할 객관
적인 척도는 우리에게 없다 .물론 늘 승자는 자기네 정의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승자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주장②: 미국에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들은 유럽계 백인이라는 지배 카스트와 아프리
카계 흑인이라는 종속 카스트로 나뉠 운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을
노예로 쓰는 이유가 오로지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그래서
그런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 과학적 신화가 동원되었다.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
의 아들인 햄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
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지시사항]
I. 서론, 본론, 결론으로 목차를 나누어 쓰되, 서론에서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 근거를 들어 제시글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논증하고,
결론에서 근거와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십시오.
II. 다음 내용이 글에 꼭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각 항목별로 누락되는 경우마다 감점사유]
1. 제시문(제시문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법의 정당성에 대한 핵심 주장과 그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서론 부분에 들어갈 것)
2.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그 둘이 차이나는 이유를 진리조건에 의거하여
설명하는 내용 (3)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가 물리적 실재에 대한 진술에만 있는 것인지
수학적 진술이나 논리적 진술, 더 나아가 규범적 진술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3)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같은 것으로 볼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는
내용 [이 때 각각의 논의 내용을 하위목차를 사용하여 구별하여야 함]
3. 제시글의 ①주장에 대하여 위 1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
4. 제시글처럼 ①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②주장에 암묵적으로 내포된 주장, 즉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진지한 규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내용
III. 횡설수설하거나 두서없이 주장을 전개하거나 이리저리 정보를 조각처럼 기워넣지 말고,
분명한 근거를 들어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증의 구조를 갖추어 쓸 것 (필요 내용이 다
포함될 경우 분량은 독립적으로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그러나 논지와 무관하거나 글의
논증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쓰거나, 필요한 내용인데도 쓰지 않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록
감점됨.)
IV. 위 II의 내용 이외에도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는 적절한 논거를 과제 작성자가
제시하여 타당하게 논증하는 경우 가점 요소임.

- 72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법학과

대상학년

3학년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을 정리하고, 규약에 따라 체포⋅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명에 부합하는 핵심 내용’을 ‘성실’하게 ‘독창’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
- ‘서-본-결’ 및 ‘세부 목차’를 활용하는 ‘논술형’으로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을 이용하되, 본인의 문장으로 환문(換文)하여야 함
- 표절 및 문장 전재(全載) 금지. 특히, 학생 간 표절률이 높거나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에 비례하여 중대 감점
과제유형
:공통형

- 국제인권법을 벗어나거나 과제명 또는 주제의 이탈 시에는 중대 감점
- 과제물은 “아래 한글”로 작성하도록 함 (워드 및 pdf 파일 이용 자제)
- 글자 크기 12, 줄 간격 160%, 작성 분량 A4 기준 4매 이내
- 과제물에는 목차와 참고문헌을 과제에 포함하여야 함
-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점이 됨

<참고문헌>
-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seoul.ohchr.org/EN/Documents/HumanRights_manual_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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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법학과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과제명>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
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
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
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과제유형
:공통형

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 5매 내외) 제시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
- 논술형으로 작성하고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출 것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것
<참고문헌>
- *위 과제 작성에 있어서, 방송대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에는
참고문헌이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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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문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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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법
4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
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과제유형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
:공통형 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주어진 사례를 정확히 이해한 후, 반드시 목차를 갖추어 쟁점별로 작성할 것.
- 주장의 근거되는 조문과 논거를 통해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과제에 참고문헌 등 적시
- 아래 한글이나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5페이지 이내에서 표준 문단방식
(한글의 경우,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줄간격은 160 등)으로 작성할 것.
- 표절률이 90% 이상인 경우, 0점 처리함.
- 평가 시,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임.
<참고문헌>
- 멀티미디어 강의와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에서 다룬 내용을 기본으로 함.
-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른 민사소송법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참고하면
가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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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법, 경제

대상학년

4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과제명>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
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
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주어진 사례를 정확히 이해한 후, 반드시 목차를 갖추어 쟁점별로 작성할 것.
과제유형
:공통형

- 주장의 근거되는 조문과 논거를 통해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과제에 참고문헌 등 적시
- 아래 한글이나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5페이지 이내에서 표준 문단
방식(한글의 경우,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줄간격은 160 등)으로 작성할 것.
- 표절률이 90% 이상인 경우, 0점 처리함.
- 평가 시,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임.
<참고문헌>
- 멀티미디어 강의와 부동산법제 교재[특히, 222-227면 참고]에서 다룬 내용을
기본으로 함.
- 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참고하면 가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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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제(재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중간과제물(일
반학우용-공통
<과제유형:
형) 공통형>

글쓰기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
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
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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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
(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함.
(2)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
는 참고문헌(또는 참고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함.
(3)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
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4)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
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5)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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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교육,청소년,유아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A4 용지 3쪽 이내
- 글자크기 11, 글간격 160(한글, MS워드)
- 과제물 채점시에 자동적으로 표절이 체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타인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낄 경우 성적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강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워크북>을 참
조할 것.
- 강의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교재는 보다 깊이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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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과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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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
오.(30점)

과제유형: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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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과제명>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
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
(예: 청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
서의 직장생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개인
의 삶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2.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3. 연보 등에서 밝히기 싫은 내용은 0000로 처리해도 무방함.
4.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1-2매, 자서전
2-3매로 총 4매 작성할 것(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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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행정조직론

<과제명>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조직목표와 체계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오늘날 조직
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해보자.
- 정부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
- 사례 : 조직, 개인,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중 선택
- 다음 목차를 참고할 것
1. 서론(대상 기관 선정의 이유 및 작성할 내용의 개요)
2. 대상 기관의 소개 및 목표/체계 제시
3. 현재 대한민국 조직환경의 특성
4. 결론(대상 기관의 조직목표/체계가 조직환경에 적합한지 평가)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론-본론-결론의 목차를 구성하여 작성할 것
- 글씨체: 바탕 또는 신명조, 글씨크기: 10~11포인트, 줄간격 160%
- 최소 5페이지 이상 작성할 것
- 주의사항 : pdf 형식 제출 금지
- 표절률에 대한 엄격한 감점 실시 예정
<참고문헌>
- 강의 교안
- 조석준·허중경 ,『행정조직론』, 한국방송통신대출판사, 2012
- 오석홍,『조직이론』, 박영사, 2014
- 이창원 외 ,『새 조직론』,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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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성과관리론

<과제명>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
- 정부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
- 사례 : 조직, 개인,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중 선택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론-본론-결론의 목차를 구성하여 작성할 것
과제유형:
공통형

- 글씨체: 바탕 또는 신명조, 글씨크기: 10~11포인트, 줄간격 160%
- 최소 5페이지 이상 작성할 것
- 주의사항 : pdf 형식 제출 금지
- 표절률에 대한 엄격한 감점 실시 예정
<참고문헌>
- 강의 교안
- 조경훈ㆍ박형준. (2021). 「성과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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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
교과목명

대상학년

비교행정론

3
<과제명>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1. 아래한글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2. 글자크기는 10포인트(신명조 혹은 바탕), 줄간격 160, 원고분량은 A4
기준 4매(표지 제외).
3. 소제목을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4. 참고문헌을 표기해야 합니다.
5. 표절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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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과제명>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
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 5매 이내)
- 논술형으로 작성하고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출 것
과제유형: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공통형

<참고문헌>
- 임재홍, 일반행정법, KNOU PRESS, 2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판례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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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과제유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공통형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선택형)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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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지역개발론

<과제명>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
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market)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항목을 차례로 답하시오.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10점)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10점)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 4매 내외)
- 논술형으로 작성하고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출 것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 과제의 질문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하기 바람
<참고문헌>
- 별도의 참고문헌은 지정되지 않음.
- 이론에 대한 소개는 교재와 워크북 및 멀티미디어강의를 참조 바람.
- 논의를 위해 인터넷 검색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기 바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인용할 경우 표절
로 판정하여 감정 또는 0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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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
교과목명

대상학년

협상조정론

4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글자크기 10~11pt, 줄 간격 160%, 신명조, 바탕
- 분량은 A4 10매 내외
- 표절률이 다른 학생들과 70% 이상이 될 경우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글로 작성하고, 인용 시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1.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7년판) 7장의 목차
에 따라서 정리하시오.
-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라 함은 본인의 경험, 언론을 통해 접한
과제유형
:공통형

사례, 본인이 가상적으로 생각한 갈등시나리오(창작물) 등 활용가능한
모든 갈등사례를 의미함.
- 7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특징/사례일지/이해당사자/쟁점사항/협상론적
시각에서의 재조명/이해당사자의 인터레스트와 포지션 구분/협상안(가안)]
- 참고문헌을 반드시 기입할 것(위치는 과제물 마지막 페이지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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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재난관리론

<과제명>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
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서론-본론-결론의 목차를 구성하여 작성할 것
- 교재의 해당부분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과제유형
:공통형

- A4 용지 4~5매 분량으로 작성할 것.
- 글씨체: 신명조 또는 바탕
- 글씨크기: 11포인트
- 줄간격: 160%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참고문헌>
- 임현우. (2019), 재난관리론, 박영사.
- 이종열 외. (2014),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 이재은. (2018),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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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문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
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
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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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
(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함.
(2)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
는 참고문헌(또는 참고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함.
(3)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
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4)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
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5)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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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경제

대상학년

1

교과목명

무역학원론

<과제명>
1. 교재 혹은 강의를 참고하여 주요 국제무역이론을 정리하시오. 각 이론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15점)
2. 교재 혹은 강의를 참고하여 국제환율제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시오. 각 국
제환율제도가 유지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를 함께 논하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할 것.
-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60,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5페이지
- 1번 문제에서 절대우위론, 비교우위론, 밀의 상호수요이론 및 헥셔-올린
과제유형:
공통형

이론을 포함할 것.
- 2번 문제에서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함할 것.
- 교재를 단순히 옮기는 과제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점을 할 것이므로
본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과제를 작성할 것.
- 표절률(학생 간 상호표절)에 따라 차등 감점되며 표절률 70% 이상부터는
적어도 5점이상 감점되고 90% 이상은 20점이상 30점이하로 감점됨.
- 표절률이 낮더라도 상업용 리포트, 보고서, 블로그, 타 교재의 내용 등을
그대로 옮길 시 표절이 되므로, 필요에 의해 일부를 인용시에는 요약
정리하여 인용하고 반드시 참고문헌에 기록할 것.

<참고문헌>
- 교재 및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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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과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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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제

대상학년

2

교과목명

경제통계의이해

<과제명>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은
후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월 단위 자료를 다운로드
자료 1.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ECOS 복수통계 7.물가)
자료 2. 실업률 (ECOS 복수통계 17.거시경제분석지표)
(1) 자료 1.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자료를 2016
년부터 2020년까지 생성하시오. 단, 엑셀에서 로그차분 후 %단위로 전환하
시오 (함수는 “=(ln( )-ln( ))*100” ). 답안에는 이렇게 생성된 물가상승률 자
료의 시계열 그래프(꺽은선형)를 그리시오. (10점)
과제유형: (2) 2016년~2020년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기초통계량 표를 제시하시오. (엑
셀 분석도구에서 기술통계법 실행) (5점)
공통형
(3) 2016년~2020년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산포도 그래프(분산형)를 그리시오.
(5점)
(4) 2016년~2020년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상관계수 표를 제시하시오.(엑셀
분석도구에서 상관분석 실행) (5점)
(5) 2016년 이후 우리 경제에서 필립스 곡선은 유효한가? (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작성 분량 5매 이내(A4기준).

- 작성방식은 한글 및 MS-Word 사용, 단, pdf(표절검사 인식이 안됨)나 EXCEL로
제출은 안됨.
- 표절한 과제를 제출할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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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 경제

대상학년

2

교과목명

다국적기업론

<과제명>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나발니에 관한 최근 시위와 관련해, (1) 이 시위의 배경
과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참조해 설명하시오. (15점) (2) 이 시위
가 향후 러시아 정치·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2~3개 이상의 도표를 포함하고,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유기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과제유형: (2) 자료, 도표 등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
공통형

(3) 제목, 목차,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 내용이 5매 정도 되는 것
이 바람직함
(4)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또는 아래아 한글을 사용할 것. 그 외 PDF
및 ppt 등은 채점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5) 워드: 맑은 고딕(본문)체 11폰트, 줄간격 1.15 사용, 한글: 돋움체
11폰트 줄간격 160% 사용
<참고문헌>
- 우경봉·제성훈·이권형(2019), 『다국적기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각종 서적 및 인터넷 자료 자유롭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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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제

대상학년

2

교과목명

서양경제사

<과제명>
- 유노캠퍼스 자료실의 상세한 작성 지침(4개의 질문을 포함한 총 4쪽)과 참고
자료에 따라 중세 유럽의 흑사병 대응 방법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현대적 시사점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4개의 질문에
맞춰 답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 작성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스스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글쓴이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의 이해 정도, 논리
전개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주어진 4개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기 바랍
니다.
과제유형: - 아래아 한글(.hwp), MS 워드(.doc, .docx), PDF(.pdf) 중 한 가지로 제출
공통형

- 회사 컴퓨터로 작성 시 파일 보안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 컴퓨터에서
도 파일이 열리는 지 확인한 후 제출할 것
- 다른 과목과 파일을 혼동하여 제출하지 말 것
- 분량: 5,000자(공백 포함) 또는 1,000 낱말(단어) 이상: 글자 수나 낱말 수 어
느 하나만 충족해도 됨
- 유노캠퍼스 자료실 접근 방법 (아래 방법 모두 가능)
1. 학교 홈페이지 (https://knou.ac.kr/) 로그인 → 맞춤 정보 보기 → 나의 수강정보 ‘학
습하기’ 클릭 → 학습 목록에서 ‘서양경제사’ 선택 → ‘강의자료실’ 선택
2. U-KNOU 캠퍼스 홈페이지 (https://ucampus.knou.ac.kr/) 로그인 → 학습 목록에서
‘서양경제사’ 선택 → ‘강의자료실’ 선택
3. 안드로이드, iOS 앱 설치 후,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 학
습 목록에서 ‘서양경제사’ 선택 -> ‘강의자료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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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제
교과목명

대상학년

기술혁신의경제학

3

<과제명>
- 유노캠퍼스 자료실의 상세한 작성 지침(4개의 질문을 포함한 총 4쪽), 참고
자료,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 총평을 확인하여, 특허제도의 필요성과 상
충성을 이해하고, 수업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백신 개발 및 보급과 관련
된 경제적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 작성을 통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스스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글쓴이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의 이해 정도, 논리
전개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주어진 4개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기 바
랍니다.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아 한글(.hwp), MS 워드(.doc, .docx), PDF(.pdf) 중 한 가지로 제출
- 회사 컴퓨터로 작성 시 파일 보안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 컴퓨터에서
도 파일이 열리는 지 확인한 후 제출할 것
- 다른 과목과 파일을 혼동하여 제출하지 말 것
- 분량: 5,000자(공백 포함) 또는 1,000 낱말(단어) 이상: 글자 수나 낱말 수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됨
- 유노캠퍼스 자료실 접근 방법 (아래 방법 모두 가능)
1. 학교 홈페이지 (https://knou.ac.kr/) 로그인 -> 맞춤 정보 보기 → 나의
수강 정보 ‘학습하기’ 클릭 → 학습 목록에서 ‘기술혁신의 경제학’ 선택 → ‘강의
자료실’ 선택
2. U-KNOU 캠퍼스 홈페이지 (https://ucampus.knou.ac.kr/) 로그인 → 학습
목록에서 ‘기술혁신의 경제학’ 선택 → ‘강의자료실’ 선택
3. 안드로이드, iOS 앱 설치 후,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 학습 목록에서 ‘서양경제사’ 선택 → ‘강의자료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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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제

대상학년

3

교과목명

한국산업의이해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A4 용지 5장 내외(표지 제외, 파일용량 5MB이내), 압축파일 금지, 본문 글자 크기 10Point
-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글, MS-Word,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과제물 파일에 보안이 설정되어 파일을 열어볼 수 없는 경우, 파일이 깨져서 보이는
경우, 접수번호는 있으나 실제 과제 파일이 없는 경우, 다른 유형의 과제(학번
끝자리가 0인 경우 E형을 제출해야 하나, B형을 제출한 경우), 다른 과목의 과제는
해당 과제물 성적을 ‘0’점 처리함
- 표절이 확인될 경우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음
* 교과서의 문장을 그대로 타이핑하는 경우 상호표절률이 상당히 높게 나옴에 유의
<참고문헌>
- 강의 및 교재 전반
- 과제물 주제 관련 각종 정부기관 및 연구소 보고서
- 기타 참고자료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A형
(학번끝자리1,2번)

B형
(학번끝자리3,4번)

C형
(학번끝자리5,6번)

D형
(학번끝자리7,8번)

E형
(학번끝자리9,0번)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관해 논하시오.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관해 논하시오.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 관해 논하시오.
국제경쟁력의 변화과정을 개념, 결정이론, 측정방법 및 현황을 중심
으로 논하시오.
산업조직의 변화과정을 이론과 계측방법,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형성
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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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제
교과목명

대상학년

기업경제학

3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A4기준 총 5매 내외
- 시중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공유하여 유사하게 제출할
경우 0점 처리함
<참고문헌>
- 기업경제학(이충기, 이남형 저), 2020, 방송대 출판문화원

과제유형: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각 시장별로 A4기준 1매 이내로 요약 및 정리하고, 각 시장 간 차별점

공통형

을 비교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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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과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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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법, 경제

대상학년

4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과제명>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
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
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주어진 사례를 정확히 이해한 후, 반드시 목차를 갖추어 쟁점별로 작성할 것.
과제유형
:공통형

- 주장의 근거되는 조문과 논거를 통해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과제에 참고문헌 등 적시
- 아래 한글이나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5페이지 이내에서 표준 문단
방식(한글의 경우,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줄간격은 160 등)으로 작성할 것.
- 표절률이 90% 이상인 경우, 0점 처리함.
- 평가 시,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임.
<참고문헌>
- 멀티미디어 강의와 부동산법제 교재[특히, 222-227면 참고]에서 다룬 내용을
기본으로 함.
- 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 교재나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참고하면 가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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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제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경영분석

경영분석 교재 제2장 실습과제 1번(자신이 관심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의사결정자가 필요
로 하는 정보의 분류에 따라 비율분석을 수행하시오)의 진단보고서 작성
Ⅰ. 사례 기업의 선정
- 분석 대상 사례기업은 본인이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업 또는 주식투자,
거래처, 기타 여러 이유로 평소에 관심을 가진 기업
※ 단, 사례기업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이어야 하며, 금융업에 속한 기 업
은 회계기준이 다르므로 제외함.
Ⅱ. 사례기업의 최신 재무제표 제시(※ 2019년 사업년도 재무제표로 정할 것)
- 사례기업에 대해 분석할 사업년도의 요약 재무상태표와 요약 손익계산서를 정리하여
제시할 것(연결 또는 별도 재무제표는 본인이 판단하여 선택).
-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업로드된 사업보고서나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Ⅲ. 표준비율의 대상 선정
- 한국은행 발간『기업경영분석』의 산업평균 또는 경쟁 기업을 선정할 것.
Ⅳ. 비율분석의 수행
- 교재 제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에 대해 ① 재무비율의 공식과 계산과정 ② 표준비율 ③ 해당
기업의 재무비율과 표준비율을 비교하여 그 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부문별

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단순히 계산 결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처방을
경제, 산업, 기업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시오.
- 사례기업의 2019년도에 대해 산업평균비율을 표준비율로 활용할 경우, 한국은행이
2020년에 발간한 2019년도『기업경영분석』을 참조하여 구해야 함(※ 2019년 사업년도
기업경영분석은 2020년 11월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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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제

대상학년

4

교과목명

빈곤론

<과제명>
1. 중세시대부터 1942년 베버리지까지 빈곤의 관점과 복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빈곤의 관점에 대해 논하시오. (A4 2장) 20점
2.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특성, 원인과 결과에 대해 논하시오. (A4 1장) 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가능
- 1번 문항 A4 2장 분량
- 2번 문항 A4 1장 분량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과제유형
:공통형

<참고문헌>
- 멀티미디어 강의 2강, 3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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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 경제

대상학년

4

교과목명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킹

<과제명>
1) 비즈니스 네트워킹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5점), 2)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은
언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본인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 파일로만 제출하시오.
- 아래한글: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 MS word: 글자크기 11, 줄간격 1.0
- 작성 분량: 표지, 목차 등 제외하고 A4기준 3매 이상 작성하시오.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
과제유형
:공통형

- 각 문제[1)~3)]를 작성 시 1~2줄을 띄우고, 구분하여 작성하시오.
- 답안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은 인용 출처를 기재하시오.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교재 강의안
- 각종 서적 및 기타 자료 자유롭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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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문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
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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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
(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함.
(2)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
는 참고문헌(또는 참고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함.
(3)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
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4)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
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5)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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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영

대상학년

1

교과목명

기초미시경제론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A4 용지 6쪽 내외(표지 포함, 파일용량 5MB이내), 압축파일 금지, 글자크기
10~12Point
-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글, MS-Word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과제물 파일에 보안이 설정되어 파일을 열어볼 수 없는 경우, 파일이 깨져서 보이는
경우, 접수번호는 있으나 실제 과제파일이 없는 경우, 다른 유형의 과제, 다른
과목의 과제는 해당 과제물 성적을 ‘0’점 처리함
- 표절이 확인될 경우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음
※ 교과서의 문장을 그대로 타이핑 하는 경우 상호표절률이 상당히 높게 나옴에 유의
- 마감일 18시 이전에 제출할 것
- 상세히 기술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됨
<참고문헌>
- 기초미시경제론 강의 및 교과서, 워크북 참고
- 인터넷 검색 자료

1. 시장에서 어떤 경우에 균형가격이 상승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서술하시오.
(10점)
과제유형
:공통형 2.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시오. (10점)

3. 단기 비용함수를 도출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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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
오.(30점)

과제유형: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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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
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있

과제유형
:공통형

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하
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
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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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30점)

C형

과제유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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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과제명>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지
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예: 청
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서의 직장생
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개인의 삶
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2.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
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3. 연보 등에서 밝히기 싫은 내용은 0000로 처리해도 무방함.
4.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1-2매, 자서전 2-3
매로 총 4매 작성할 것(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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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영
교과목명

대상학년

소비자행동론

3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사례는 국내 및 해외 사례 중 어느 것이라도 좋음.
- 과제 본문 분량 3페이지 이내
<참고문헌>
- 우리대학 교재 「소비자행동론」(2020) 교재 제 1장 및 멀티미디어 1주차 강의
- 각종 기업, 점포, 소비자 등의 사례 관련 미디어 보도 자료 등

*다음 2개의 주제 중 자유롭게 택 1.
1.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 점포 등의 사례 또는 반대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한 기업,
점포 등의 사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소비자에 대한 의무론, 권리론, 공리론,
정의론, 상대주의 관점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논의
과제유형

하고 마케팅 시사점을 도출하시오.

:공통형
(선택형)

2.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개인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운동) 사례 또는 반대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한 개인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운동)의 사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욕구충족자, 가치추구자, 배우, 생산자, 영향력 행사자로서의 소비자
의 관점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논의하고 마케팅
시사점을 도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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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영

대상학년

3

교과목명

e-비즈니스

<과제명>
과제물 불법 사이트를 통한 복사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시
마감일 2주 전에 과제물을 공지함.

공지 방법은 U.Knou Campus를 통하여 교과목 게시판에 공지되며,
동영상 안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제시됨. 이 안내 방식에 따라 학생
들이 과제물에 응시하여야 함.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으며, 동영상 강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과제
물 작성 준비를 할 것.
과제유형
:공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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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영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생산관리

<과제명>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총괄생산계획을 수립하시오.
정보는 과제 제출 정시 마감 2주 前(D-14)
유노캠퍼스 교과목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정보를 이용하여 수립한 모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어떤 방법으로 풀이했는지 풀이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 전략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결과를 제출하고 해석해야 함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hwp), MS word(.doc 또는 .docx)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분량(A4기준) 5매 이내 준수
- 답안과 함께 문제에서 요구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과제유형
:공통형

- 답안만 있고 설명이 없는 경우 해당 답안은 표절로 간주될 수 있음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 개인 블로그 등 출처가 부정확한 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말 것
- ㅎ캠퍼스, ㅋ캠퍼스, ㄴ캠퍼스 등 상용 자료를 이용하지 말 것
- 참고문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것
<참고문헌>
- 문상원·박지영 (2018). <생산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문상원 (2018). <생산관리 워크북>,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문상원·이성철·최강화 (2016). <경영의사결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문상원 (2016). <경영의사결정론 워크북>,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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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과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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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영

대상학년

4

교과목명

국제경영학

<과제명>
언택트(untact)의 의미를 설명하고, 언택트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기업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2~3개 이상의 도표를 포함하고,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유기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과제유형
:공통형

(2) 자료, 도표 등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
(3) 제목, 목차,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 내용이 5매 정도 되는 것
이 바람직함
(4)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또는 아래아 한글을 사용할 것. 그 외 PDF
및 ppt 등은 채점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5) 워드: 맑은 고딕(본문)체 11폰트, 줄간격 1.15 사용, 한글: 돋움체
11폰트 줄간격 160% 사용

<참고문헌>
- 우경봉·손경우·임상혁·강유덕·윤여준·이현진(2019), 『국제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각종 서적 및 인터넷 자료 자유롭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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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경영

대상학년

4

교과목명

노사관계론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쌍용자동차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1) 쌍용자동차의 창업과, 성공, 쇠망의 과정을 연대순으로 설명하시오 (A4 1장 이내).
(2) 이를 바탕으로 흥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첫째, 둘째, ~)설명하시오. (A4 1장 이내).
(3)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했던 역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시오 (A4 1장 이내).
(4) 쌍용자동차 노사관계로부터 얻는 교훈과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적어보시오 (A4 1장 이내).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작성 순서 (1)~(4)와 각 분량을 반드시 지킬 것.
- hwp파일 : 글자크기 11, 여백과 줄간격 등은 기본포멧 사용.
- MS Word : 글자크기 11, 줄간격 1.5줄, 그 외 여백 등은 기본포멧 사용.
- 참고한 문헌을 제시할 것 (인터넷 사이트 주소 포함).
- 인터넷 등에서 그대로 옮겨오면 표절에 걸림. 반드시 본인 글로 다시 쓸 것 (그대로 쓸 경우
따옴표를 붙이고, 출처를 명시할 것)
<참고문헌>
-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언론보도, 간행물 등에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찾을 수 있음. 이때 참고
한 인터넷 사이트는 참고문헌에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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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
(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함.
(2)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
는 참고문헌(또는 참고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함.
(3)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
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4)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
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5)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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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경제

대상학년

1

교과목명

무역학원론

<과제명>
1. 교재 혹은 강의를 참고하여 주요 국제무역이론을 정리하시오. 각 이론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15점)
2. 교재 혹은 강의를 참고하여 국제환율제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시오. 각 국제
환율제도가 유지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를 함께 논하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할 것.
-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60,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5페이지
- 1번 문제에서 절대우위론, 비교우위론, 밀의 상호수요이론 및 헥셔-올린
과제유형:
공통형

이론을 포함할 것.
- 2번 문제에서 금본위제도와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함할 것.
- 교재를 단순히 옮기는 과제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점을 할 것이므로
본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과제를 작성할 것.
- 표절률(학생 간 상호표절)에 따라 차등 감점되며 표절률 70% 이상부터는
적어도 5점이상 감점되고 90% 이상은 20점이상 30점이하로 감점됨.
- 표절률이 낮더라도 상업용 리포트, 보고서, 블로그, 타 교재의 내용 등을
그대로 옮길 시 표절이 되므로, 필요에 의해 일부를 인용시에는 요약
정리하여 인용하고 반드시 참고문헌에 기록할 것.

<참고문헌>
- 교재 및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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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생활과학,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

교과목명

경영학원론

<과제작성 지시사항>
과제 내용은 5~8 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한 분량, 벗어나는 경우는 감점)
<기본참고자료>
경영학원론 교재와 멀티미디어 강의
<유의사항>
1. 아래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
2. 시중 상업자료 또는 타수강생의 과제물을 표절할 경우 감점 또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할 것.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A형

지난 10여년간 경영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보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학번끝자리 4가지만 선택하고 그 변화가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1,2,3,4,5번) 대처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언론에 소개된 기업관련 기사 중 윤리와 관련된 것을 골라 간략히 설명하고
B형

윤리를 보는 네 가지 관점에 준하여 사례를 평가 비판해보시오.

(학번끝자리 (단, 1.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완료된
6,7,8,9,0번) 사건은 제외하시오. 2. 기사가 실린 매체, 일시를 나타내는
첨부하되 기사 전체를 첨부하지는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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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스캔하여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
오.(30점)

과제유형: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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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 경제

대상학년

2

교과목명

다국적기업론

<과제명>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나발니에 관한 최근 시위와 관련해, (1) 이 시위의 배경
과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참조해 설명하시오. (15점) (2) 이 시위
가 향후 러시아 정치·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2~3개 이상의 도표를 포함하고,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유기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과제유형: (2) 자료, 도표 등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
공통형

(3) 제목, 목차,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 내용이 5매 정도 되는 것
이 바람직함
(4)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또는 아래아 한글을 사용할 것. 그 외 PDF
및 ppt 등은 채점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5) 워드: 맑은 고딕(본문)체 11폰트, 줄간격 1.15 사용, 한글: 돋움체
11폰트 줄간격 160% 사용
<참고문헌>
- 우경봉·제성훈·이권형(2019), 『다국적기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각종 서적 및 인터넷 자료 자유롭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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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

대상학년

2학년

교과목명

인적자원관리

<과제명>
인사고과의 실시 과정에서 고과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로서 (직장 생활에서
본인이 고과자 또는 피고과자로서 경험한) 현혹효과와 유사효과의 사례를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보고하시오.(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경우 가정이나 사회
등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를 정리하여 보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 A4기준 : 4매 내외(표지와 목차
포함)
- 목차, 참고문헌 등 기입요령에 따라 제시
과제유형
:공통형

- 논술형으로 작성하고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출 것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것
- 평가시 목차, 참고문헌기입 등 논문작성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함

<참고문헌>

- 교재 및 강의를 중심으로 작성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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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학과

대상학년

3학년

교과목명

전자무역론

<과제명>
1. 무역자동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전자무역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5점)
<참고사항>
- 김진환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필히 과제작성과 관련된 공지글 (과제작성2 등)을 읽어보고 과제 작성에 임할 것
- 아래 한글, MS-word로 작성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작성 분량 (표지 포함 A4기준

6매)

- 목차, 참고문헌 등을 반드시 기재
OOO (1990). 참고문헌명을 기재. 출판사 혹은 학회지명 등을 기재, pp.1-18.
- 문장에서의 체계적인 번호 달기(numbering)
과제유형:
공통형

- 표절에서 많은 감정이 이루어짐으로 표절 절대 지양
- 과제 내용 및 표절 그리고 체제 등등을 고려해서 채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토록 지시
- 글자크기, 줄간격,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제시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제시
- 표절 관련 주의사항 제시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등
<참고문헌>
- 학생들이 과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 작성 양식에 맞춰 제시
- 참고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수량이 한정되어 있거나 절판본이 아닌지
확인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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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세계의음식·음식의세계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 아래 2문제 모두에 관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1. 자신의 고향 대표 음식 3가지를 들어 어떤 음식인지 해당 음식에 관해 명칭, 유래, 주
재료 등을 설명하고, 추가로 자신이 자라온 가정에서 가장 즐겨 먹었던 대표 음식 3가지
의 소개와 대표 음식으로 선정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총 15점).
2. 다음 2개 사항에 관하여 해당 자료 조사와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총 15점).
① 최근 국내 TV에서 볼 수 있는 <식품과 외식 상품 광고>를 3가지 선택하여 각 광고의
개요(어떤 상품을 누가 어떻게 진행하여 전달하는지 구성, 카피 문구, 방송 연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② 위의 광고 3가지 내용에 관하여 각각의 광고마다 식문화의 환경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안내 및 감점 기준>
글씨 바탕체, 10pt, 줄간격 160%, 표지 포함 5매를 기준으로 작성함.
1. 모든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체로 답안 작성.
2. 인터넷 사이트 등에 본 과제물 답안을 작성하여 유포하거나 그러한 자료를 인용 혹은
표절하는 경우, 학습자 서로 표절 등 모두 0점 처리함.
3. 참고문헌 혹은 인터넷 자료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에 대하여 과제물 마지막
부분에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누락할 경우에 감점 처리.
4. 일반 학우가 <재소자 학우용>과제를 제출하는 경우 0점 처리함.
상기 과제는 교재 1강과 2강의 내용을 학습 참조하고, TV방송 혹은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관련 광고를 찾아보고 분석하면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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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무역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A4 용지 3쪽 이내
- 글자크기 11, 글간격 160(한글, MS워드)
- 과제물 채점시에 자동적으로 표절이 체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타인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낄 경우 성적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강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워크북>을
참조할 것.
- 강의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교재는 보다 깊이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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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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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 경제

대상학년

4

교과목명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킹

<과제명>
1) 비즈니스 네트워킹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5점), 2)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은
언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본인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 파일로만 제출하시오.
- 아래한글: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 MS word: 글자크기 11, 줄간격 1.0
- 작성 분량: 표지, 목차 등 제외하고 A4기준 3매 이상 작성하시오.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
과제유형
:공통형

- 각 문제[1)~3)]를 작성 시 1~2줄을 띄우고, 구분하여 작성하시오.
- 답안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은 인용 출처를 기재하시오.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교재 강의안
- 각종 서적 및 기타 자료 자유롭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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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

대상학년

4

교과목명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과제명>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 파일로만 제출하시오
- PDF 또는 JPG 등의 그림파일로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아래한글 기준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작성 분량은 표지 제외하고
A4기준 3매 이상 작성하시오.
- 목차나 참고문헌 작성여부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제유형:
공통형

- 결론에 반드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표절의 경우 대폭 감점됩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없이 본인 생각만으로 작성하여도 되고, 자료를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자료검색-통합메타검색을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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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영상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
(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함.
(2)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
는 참고문헌(또는 참고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함.
(3)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
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4)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
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5)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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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프랑스,일본,법학,미디어,교육,유아교육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세계의역사

<과제명>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의 역사>를 수강하면서 생각하게 된 바람직한 <세
계의 역사> 학습방향 및 학습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식: 한글(HWP) 또는 MS-Word
- 분량: A4 3매 (200자 원고지 20쪽)이상(상한선 없음)
(제목과 목차 등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
- 글씨체 : 바탕체
- 글자크기 : 11P
- 줄간격 : 160%
과제유형
:공통형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로 풀어나가시오.
-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으니, 완벽한 문단과 문장을 구성해주기
바랍니다.
- 표절 판명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
로 서술하되, 굳이 필요하면 백과사전 정도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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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 컴퓨터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사진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다음 제시한 사진가 중에 한 명을 선정하고, 선정한 사진가의 사진 작업에 대해
‘무엇(What)을, 어떻게(How), 왜(Why) 촬영했는지’를 조사하시오. (15점)
2. 그리고 선정한 사진가의 작품과 관련해서 피사체, 카메라테크닉, 작가, 스토리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15점)
<사진가 리스트>
나즐로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 Nagy) / 낸 골딘(Nan Goldin) /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 / 도로시아 랭(Dorothea Lange) /
듀안 마이클(Duane Michals) / 로버트 카파(Robert Capa) /
로베르 드와노(Robert Doisneau) / 루이스 하인(Lewis W. Hine) /
마이너 화이트(Minor White) / 마틴 파(Martin Parr) / 만 레이(Man Ray) /
브라사이(Brassai) / 세바스치앙 살가두(Sebastiao Salgado) / 신디 셔먼(Cindy Sherman) /
아우구스트 잔더(August Sander) / 안드레아스 거스키(Andreas Gursky)
/ 알렉산더 로드첸코(Alexander Rodchenko) /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
앙드레 케르테츠(Andre Kertesz) / 어빙 펜(Irving Penn) / 에드워드 마이브리지(Eadweard Muybridge)
/ 에드워드 스타이켄(Edward Steichen) /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 /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 / 유진 스미스(Eugene Smith) /
으젠 앗제(Eugene Atget) /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Julia Margaret Cameron) / 폴
스트랜드(Paul Strand) / 필립 할스먼(Philippe Halsman)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 파일로 작성할 것
- A4용지 4장 내외 (표지 제외)
- 글자크기 12P (아래한글: 줄간격 160 / MS워드: 줄간격 1줄)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목차,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으로 진행)
- 인용을 할 때 반드시 참고문헌 인용표시를 할 것
- 표절 관련 주의사항 (표절이 50% 이상일 때 점수가 나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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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미디어,농학,유아,문화교양

대상학년

2

교과목명

동서양고전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5. 교재(2021)에서 동양의 고전을 다룬 장을 하나 골라서 지은이 소개부터 본문 및 원문의 내용
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시오. (30점)
대상 고전: 제1장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제2장 박지원 『연암집』
제3장 최한기 『기측체의』
제4장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5장 맹자 『맹자』
제6장 순자 『순자』
제7장 황종희 『명이대방록』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PDF제출은 불가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 A4 4매(겉표지 포함하지 않음)
- 전체 4매 중 요약 2매, 독후감 2매 ☞ 요약과 독후감을 명확히 구분하시오.
- 요약하면서 자기 글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책 내용의 구절을 발췌
인용할 수도 있다. 단, 책 내용의 구절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는 경우에는 ①각주로 인용한
쪽수를 표시하거나, ②인용하는 구절에 겹따옴표(“ ”)를 붙이고 구절 끝에 해당 글의 인용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 <예시> “가만히 읽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뿐 아니라 남성인 연암이 홀어미의 심정을 어찌 이토록 실감나게 그렸을까 감탄이
절로 나온다.”(34쪽)
- 요약 시 글 전체를 교재에서 큰 단락 그대로 덩어리 채 발췌하여 구성하면, 인용표기를 해도
표절이 된다. 최대한 자기방식으로 문장을 각색하기를 권유
- 독후감은 순전히 자기 생각과 느낌을 써야 한다. 책에 나온 해설문이나 타인의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글을 써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핵심 내용을 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또 글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려한 문장으로 구성했느냐의 여부가 평가의 기준
- 전체 분량은 최소 3.5매 이상, 최대 6매 이하로 작성, 미달이나 초과 시 감점
-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학생 간 표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명백한 표절은 ‘0점’
처리
<참고문헌>
- 류종렬 외, 『동서양고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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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과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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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과제명>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
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예: 청
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서의 직장생
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개인의 삶
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2.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
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3. 연보 등에서 밝히기 싫은 내용은 0000로 처리해도 무방함.
4.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1-2매, 자서전 2-3
매로 총 4매 작성할 것(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 137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

대상학년

2

교과목명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과제명>
교재 10쪽을 보면 다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교재의 내용을 참조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중의 사례를 찾아 그들을 한 데 엮어 주었던
사안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이 했던 공동 행동은 어떤 것이었고 공
동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보십시
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0 또는 11 포인트, 줄간격 160, (표지를 제외하고 A4
2-3장으로 서술)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며
표절시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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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간호,유아교육

대상학년

3

교과목명

글쓰기

<과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
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
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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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영상
교과목명

대상학년

뉴미디어론

3

<과제명>
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교육의 문제에 적용하여 논의
를 전개하십시오. 특히 본인의 학습경험이나 주위 사람의 사례를 들어 자신만
의 논의를 개진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를 해결할 대안방안까지 제시하십시오.
(15점)
2.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집단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단극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반드시 본인이 가족이나 친지
와 직접 경험했던 집단극화 현상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십시오.
과제유형:

(15점)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 파일로 작성할 것
- A4용지 4장 이내 (표지 제외)
- 글자크기 11P (아래한글: 줄간격 160 / MS워드: 줄간격 1줄)
- 두 문항에 모두 답해야 함
- 다른 학생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복사할 경우
0점 처리함
- 표절율 검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최대한 감점함
-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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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

대상학년

3

교과목명

문화산업과문화기획

<과제명>
교재 27쪽에 보면 정체성 정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참조하
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거나 벌어지고 있는 정체성 정치의 사례를 하나
골라 그것이 기존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며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분석해 보십시오.(30점)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0 또는 11 포인트, 줄간격 160, (표지를 제외하고 A4
2-3장으로 서술)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며
표절시 0점 처리될 수 있음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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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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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영화산업과마케팅

<과제명>
1. 영화와 MPR(Marketing Public Relations)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2. 영화에 미치는 흥행 요인을 3가지 이상 열거하고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
과제유형:
공통형

- A4용지 5장 내외 (표지 제외)
- 글자크기 10~12P (아래한글: 줄간격 160 / MS워드: 줄간격 1줄)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세부사항에 대한 표절 관련 주의사항:
인터넷 등을 통한 참고문헌 제시 없는 무단 복사 부분에는 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표절 이외의 부분만 평가함)

<참고문헌>
강승구, 장일 (2015). 『영화산업과 마케팅』. KNO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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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

대상학년

4

교과목명

게임·애니메이션·VR의이해

<과제명>
교재 2장 ‘게임콘텐츠의 이해’ 중에는 게임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8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참여자 ② 목표 ③ 설정(스토리, 캐릭터, 사운드) ④ 절차
⑤ 규칙 ⑥ 충돌 혹은 갈등 ⑦ 도전 ⑧ 기술과 재료
현재까지 출시된 PC, 온라인, 콘솔 또는 모바일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
에서 제시한 각각의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시오. (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MS-word 파일로 작성할 것
- A4용지 4장 내외 (표지 포함)
- 글자크기 11P (아래한글: 줄간격 160 / MS워드: 줄간격 1줄)
- 다른 학생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복사할 경우
0점 처리함
- 표절율 검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최대한 감점함
인터넷 등을 통한 참고문헌 제시 없는 무단 복사 부분에는 점수가 나가지 않습
니다. (표절 이외의 부분만 평가함)

<참고문헌>
김옥태, 김홍석, 최인호 (2021). 『게임·애니메이션·VR의이해』. KNOU PRESS

- 144 -

관광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문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
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
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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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관광
교과목명

대상학년

한국지리여행

1

1. 빗물이 모여 이루는 최초 물길을 의미하는 영어 용어는? (3점)

2. 대승폭포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 두 가지는?(3점)

3. 폭호를 점차 넓고 깊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은?(3점)

4. 유속이 3배로 증가하면 하천의 운반력은 몇 배로 늘어나는가(3점)

5. 미앤더 컷이란 무엇인가?(3점)
과제유형:
공통형

6. 구하도란 무엇인가?(3점)

7. 동강의 험준한 절벽의 형태는 어떤 현상과 관련이 있는가?(3점)

8. 베트남 하롱베이의 탑처럼 우뚝 솟아있는 석회암 지형을 무엇이라 하는가?(3점)

9. 물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
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은?(3점)

10. 습지는 우리 몸의 어떤 장기와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가?(3점)

- 146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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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과

농학, 관광, 보건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숲과삶

<과제명>
현재 백두대간의 자원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래의 백두대간 자
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물은 ‘일반학우용’과 ‘재소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반드시 본인에
해당하는 과제물을 작성할 것
- 글자크기 10 point(본문), 줄간격 160%, 작성 분량 : A4 5장, 표지제외
- 논문형식(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기술할 것
- 목차,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자료를 참고‧인용할 경우 감점
- 학생간 표절 및 인터넷 자료를 비롯한 기타 문헌 표절 시 채점 불가
-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채점 불가
과제유형: - 과제의 핵심, 과제작성지시 사항을 벗어난 내용은 감점
공통형

- 수필형, 기행문형, 일기문형 등 논문형식을 벗어난 과제물은 감점 또는 채점 불가
- 보도기사는 학술적인 자료와 다르므로 참고‧인용을 지양할 것
- 작성파일 : 아래한글, MS워드
<참고문헌>
1. 박미호 등, 2018, 숲과 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한국환경생태학회·산림청, 2004,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수립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3. 국립공원관리공단, 2006, (보호지역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백두대간 실태 조사
보고서
4. 이임균·임종환, 200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산림
정책연구회, 제48호, pp.30-39
5. 산림청, 2001,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방안 조사 연구
6. 최길본, 2004, 백두대간 보호정책방향, 지방자치. 통권192호, pp.52-59
7. 기타 관련서적 및 학술자료

- 148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관광학과
1

교과목명

서비스매너

<과제명> [1강~7강에서 객관식 15문제 출제]
4지선다 객관식문제 15문제를 스스로 출제하고 답안(정답+해설)을 작성하시오
- 각 강의차수별 2문제는 필수, 마지막 1문제 범위는 1~7강 중 자유
※ 워크북과 동일한 문제 제외
문제출제 시 지문 마지막에 강의차수 반드시 표기 (아래 예시 참고)
[예시] 1. 다음 중 서비스 매너가 아닌 것은?（1강)
①
②
③
④
정답 : ③
해설 : 이유는 ~~입니다
[참고]
범위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자유

문제 수
2문제
2문제
2문제
2문제
2문제
2문제
2문제
1문제

합계

= 총 15문제 출제
(강의 순서대로)

→ 각 강의차수별 순서대로 2문제, (2문제 * 7=14) 14문제
마지막 1문제는 1강~7강 중 원하는 강의차수에서 출제 = 총 15문제 출제
<과제 작성 시 유의사항>
1. 한글 또는 워드 (가능한 한글), PDF는 채점 불가
2. 용지 사이즈 : A4 세로
3. 여백 : 기본
4. 표지 : 표지 없이 상단에 아래 예시대로 학과, 학년, 학번, 이름만 표기)

학과
학년

관광학과
1

학번

이름

5. 글씨체 : 맑은 고딕
6. 글씨 크기 : 11pt
7. 줄간격 : 160% (워드 : 1.15)
8. 파일명 : 학과_학번_이름
9. 형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
10. 이유 불문 0점 처리 (실제 0점 처리 된 경우 있음)
- 다른 학우와 동일한 답안(표절)이 제출되었을 경우 관련 제출자 모두 “0점”
- 다른 파일을 제출할 경우
- 파일 오류로 열리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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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
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있

과제유형:
공통형

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하
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
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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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학과

대상학년

2

교과목명

관광법규

<과제유형: 공통형>
1.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
2.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은? (3점)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4. 광의의 관광법규 중 국민의 해외여행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5.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 제정 시 규정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7.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을 기술하시오(3점)
8.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주체와 수립주기는?(3점)
9.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는?(3점)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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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

대상학년

2

교과목명

이벤트플래닝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언택트 시대의 이벤트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1. 2강에서 나온 이벤트 플래닝의 과정을 참고하여, 내가 이벤트 플래너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택트 (비대면)이벤트를 구상해
보세요, 구상한 이벤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어떤 이벤트인지)과 해당 이벤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자세하게 서술하세요 (현재 수요, 미래 시장 예측
등의 상황분석을 객관적인 근거(예: 신문, 뉴스, 보고서, 통계자료 등)를 들어 서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세요.(15점)
2. 1에서 서술한 이벤트의 기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입찰에 도전하기로
했거나, 직접 열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고), 그 이벤트의 기획서에 들어갈 기본
요소인 6W 2H에 입각해 개최할 이벤트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세요. 6W2H의 각
항목과, 각 항목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쓰셔야 합니다 (교재 4장
72~78페이지에서 6W2H의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한 내용 참조). (15점)
<작성요령>
1. 뉴스 등의 근거자료는 언택트(비대면) 이벤트 시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직접적인 자료
(예: XX의 통계자료를 보면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이벤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도
좋지만 꼭 언택트 이벤트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 2020년 X월 X일
XX일보에는 정부가 X월 X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오프라인 이벤트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등) 이와 같이 근거자료를 명시하시
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기획하는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보세요(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위의 근거자료의 출처를 꼭 명시하세요. (신문명, 날짜, 기사제목, 웹사이트 주소, 혹은
URL 등).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감점됩니다. 또한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세요. 그대로 가져다 복사만 할
경우 감점요인입니다.
1. 분량: A4용지 3매 이내 (표지가 있을 경우 표지 제외)
1. 형식: 글꼴크기 한글기준 휴먼명조 or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
2. 유의사항
1) 인터넷 자료나 타인의 자료를 무단 도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명확한
출처를 밝혀주세요. 출처가 없을 경우 감점됩니다.
2) 동일 답안의 경우 답안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모두 0점 처리. 타인의 과제
물이나 상업용 자료를 표절하였을 경우 표절의 정도와 상관없이 조금의 표절이라도
0점 처리합니다.
3) 주어진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제출할 경우 무조건 0점 처리합니다.
4) 파일의 실행여부를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실행 오류시 최저등급 부여)
<참고문헌> 이벤트 플래닝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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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

대상학년

2학년

교과목명

관광마케팅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국내·외 관광기업 분석
l 국내·외 관광기업(ex. 호텔, 외식업체, 여행사, 항공사, 온라인 관광정보업 등) 중 하나
의 관광기업을 선택한 후, 해당 기업의 거시환경분석(6가지)과 마케팅믹스 전략(제품,
가격, 유통, 촉진전략)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
- 글자크기: 한글기준 휴먼명조 또는 신명조 기준 12pt 줄, 간격: 160%, 작성 분량: A4
기준 5매(표지 제외)
- 상용 자료를 구입하거나 학생 간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책임을
학생에게 물어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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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
교과목명

대상학년

축제‧이벤트관광

3

<과제명> 게츠(2005)의 이벤트 유형 분석
l 축제·이벤트관광 교재 표2-1 (pp. 16)에 의하면 이벤트를 문화이벤트, 예술·연예
이벤트, 상업이벤트, 스포츠이벤트, 교육·과학이벤트, 레크리에이션이벤트, 정치
이벤트, 개인이벤트로 분류하였다.
l 과제물은 게츠의 8가지 이벤트 유형 중 5가지 유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국외 이벤트 2개를 각각 선정한 후, 총 10개 이벤트의 개요
및 목적, 역사, 주요 행사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특징과 성공 요인을 분석하시오.
l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도서, 논문, 문헌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작성요령>
과제유형:
공통형

1) 표지
2) 선정된 이벤트(10개)의 과제물 내용
a. 개요 및 목적, 역사
b. 주요 행사 프로그램
c. 특징과 성공 요인 분석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
- 글자크기: 휴먼명조 또는 신명조 기준 12pt 줄, 간격: 160%, 작성 분량: A4
기준 5매(표지 제외)
- 상용 자료를 구입하거나 학생 간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책임을 학생에게 물어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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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

대상학년

3학년

교과목명

자연자원의이해

<과제명>
교과서 5장의 내용을 읽고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나 일하는 곳 인근에서 나자식물문 한가지
와 피자식물문 한가지씩을 찾아 사진을 찍고(장소와 시간 작성), 그 식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5줄 이내) 설명하시오(두 식물에 대한 설명을 합쳐 10줄 이내이어야 함).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Ÿ

직접 또는 간접 인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처와 참고문헌을 작성할 것

Ÿ

목차, 서론, 본론, 결론은 사용하지 말고 제시된 질문에 따라 작성할 것(그렇지 않을
경우 감점처리함)

Ÿ

파일용량에 제한(5MB 이하)이 있으므로 제출 후 반드시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

▷ 파일이 깨어지거나 바뀌는 등의 이유로 인해 채점이 불가할 경우 0점 처리
Ÿ

글씨체(한글기준 휴먼명조 또는 신명조), 글자크기(12pt), 줄 간격(160%)

Ÿ

타인의 과제물이나 상업용 자료를 표절하였을 경우 0점 처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과제물을 표절하도록 허가한 사람도 역시 0점 처리함.

Ÿ

일반 학우들은 꼭 일반 학우용의 과제물을 작성할 것(일반학생이 재소자용을 사용해서
과제물을 작성할 경우 0점 처리함.)

<참고문헌>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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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무역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A4 용지 3쪽 이내
- 글자크기 11, 글간격 160(한글, MS워드)
- 과제물 채점시에 자동적으로 표절이 체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타인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낄 경우 성적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강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워크북>을
참조할 것.
- 강의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교재는 보다 깊이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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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학과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여행영어2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외국인 친구에게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명소 소개해 주기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1. 교재 6장을 참고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명소를 외국인 친구에게 영어로
소개해봅니다.
2. 7문장으로 구성하며, 7문장이 모두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며, 내용상 서로 상관없는 다른 내용의 문장 7개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대화문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명소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 교재 6장의 Useful Expressions에 나오는 표현이 3개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5.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문장이 문법적으로 조금
어색하더라도 스스로 써 본 표현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위의 조건을 다 충족 시켜야 3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제출합니다.
1. 형식: 글꼴크기 한글기준 휴면명조 or 신명조 12pt, 줄간격 160%
2. 유의사항
1) 인터넷 자료나 교재, 워크북,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 상업용 자료, 모든 형태의 타인
의 자료와 기타 자료, 다른 학우의 과제물 등을 가져다가 베끼는 일은 표절입니다.
이 경우 표절의 정도와 상관없이 조금의 표절이라도 모두 0점처리합니다.
2) 주어진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제출할 경우 무조건 0점 처리합니다.
3) 파일의 실행여부를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실행 오류시 최저등급 부여)
<참고문헌> 여행영어 2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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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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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학과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여행일어

주고쿠 中国 지방을 여행 중이라는 가정 하에
① 관광안내소에서 주변 유명 관광지 물어보기 답변 듣기
② 택시 기사에게 일본 지인의 집까지 가는 길 설명하기
③ 호텔 체크인
④ 음식점에서 이 지역 특산물 주문하기
네 가지 상황에 맞는 일본어 대화문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세요
각 상황마다 개 이상의 문장으로 대화문을 작성해야 하며 교재나 강의의 대화문을
참고하여 응용하세요
대화문 작성 시 한자어는 히라가나가 아닌 한자어로 쓰고 교재와 같이 한자 위에 요미
가나를 넣어주세요
예 韓國 ○ かんこく × 韓国 ×
<과제명>

(

)

.

10

,

.

-

,

.

かんこく

)

(

)

(

)

(

)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자필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 혹은 아래한글, MS word에 첨부해서 제출
- 단 파일 크기는 5MB 이내
- 첨부한 파일의 화상도가 낮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인
- 상업자료 및 학생 간 표절 시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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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중국문화산책

<과제명>
[4학년 관광학과 수강생]
중국의 남방과 북방의 문화적 차이에 관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이에 적합한 2개의 도시 또는 지역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글
을 작성해보세요. 여기에는 각 도시가 어떤 점에서 남방 및 북방 문화를 대
표하는지, 또는 각 도시에서 남방 및 북방 문화의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
는지에 관한 소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행 일정표 등을 작성하지 말
고 서술식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아래 한글(hwp) 또는 MS-Word(doc) 파일로 작성, 제출합니다.
2. 분량은 공백을 포함하여 2,000∼4,000자로 합니다.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일 때 A4 용지 약 2∼3쪽)
3. 보고서 제목, 학과, 학번,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4. 보고서 첫머리에 목차를, 끝부분에 참고문헌을 제시합니다.
5. 글자 텍스트 이외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6. 개조식(∼임, ∼함 등으로 끝나는 글) 형태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7. 강의와 교재에서 제시한 사례·분야를 예로 들어도 좋고, 별도의 사례·분야를 조사하
여 작성해도 좋습니다.

<참고문헌> (A형 B형 공통; 필독 문헌 아님)
교재 『중국문화산책』 1~3장
교재 1~3장의 “더 읽을거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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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관광
교과목명

대상학년

지역관광론

4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2장에서 학습한 지역 관광개발의 문제점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세요.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거주지역이나 기존 관광했던 곳을 사례로 작성
- 혹은 신문기사 내용을 검색해서 작성
(단, 신문사 및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교과서의 신문기사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됨)
- 분량 : A4용지 3쪽 이상 10쪽 이하
- 한글기준 휴먼명조 또는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 과제물 파일 용량 5MB 이내
- 현장답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자료 참고 시에는 반드시 미주로 참고문헌 기재
- 상업자료 및 학생 간 표절의 경우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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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사회복지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사회복지역사

<과제명>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A4 용지 3쪽 이내
- 글자크기 11, 글간격 160(한글, MS워드)
과제유형:
공통형

- 과제물 채점시에 자동적으로 표절이 체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타인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낄 경우 성적이 0점 처리될 수 있습
니다.
<참고문헌>
- 유범상. <사회복지발달사>. 방송대학교 출판사. 2020.
- 유범상. <이매진 빌리지에서 생긴일>. 지식의 날개. 2019.
- 유범상.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학교도서관저널. 2018.
※ 참고도서의 경우 과제를 위해서는 강의와 교재(<사회복지발달사>)로 충분함.
다만 우화를 다시 정리하고 싶다면, <이매진빌리지에서 생긴일>을 추천함.
더 깊이 자본주의 탄생의 역사와 의미를 알고 싶다면, <이기적인 착한 사람
의 탄생>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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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사회복지
교과목명

대상학년

사회복지와인권

3

<과제명>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가능
- 1번 문항 A4 반장 분량
- 2번 문항 A4 반장 분량
- 3번 문항 A4 2장
과제유형
:공통형

<참고문헌>
- 멀티미디어 강의 1강, 2강, 4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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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사회복지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산업복지론

<과제명>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
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제시
- 신명조 12pt, 줄간격 180%, A4 4장~5장(표지포함). 아래한글 기본 편집틀 활용
※ 워드 작성 시 줄간격도 별도 제시 필요
- 서론, 본론, 결론의 기본구조 및 참고문헌 필히 작성
- 표절은 학교 시스템에 의해 엄격히 점검되니 이점 양지하기 바랍니다.

방송강의 1강~4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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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사회복지
4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점)
가. 법 선정이유
나. 법의 주요 내용(간략하게 1p내로 정리)
과제유형

다. 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법의 특성 및 향후 보완점 등)

:공통형

※ 사회복지법은 2강에서 설명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의미함
<과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아래 한글, MS word 파일 사용
ㅇ 글자크기 및 줄간격 : 11point, 160%
ㅇ 작성 분량 : A4 용지 3~4매(표지 제외)
ㅇ 참고문헌 명시
ㅇ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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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사회복지
교과목명

대상학년

사회복지행정론

4학년

<과제명>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
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작성 기준: 내용 분량 A4용지 5매 내외, 글자크기 신명조 기준 11pt,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워드나 한글로 작성할 것
- 표지, 목차 및 참고문헌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 유의사항(채점 기준):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현 교재에 이미
과제유형
:공통형

수록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 국한되면 기본점수만 부여. 수강생 개개인의
조사를 통해 보다 최근의 사회복지행정 현황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얼마나
충실히 보완되었는가에 따라 추가점수를 부여함

<참고문헌>
- 문병기·남석훈. (2017). 「사회복지행정론」, 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
판문화원.
- 기타 시중 교재 및 참고자료 자유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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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3

대상학년

사회복지4

교과목명

학교사회복지론

<과제명> 코로나19와 학교사회복지
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을 설명하시오.
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를 한 곳 선정하여, 학교명, 주소, 학교 및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기술하시오.
3)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 학교와 학생들이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지원할 내용을 찾아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제안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작성분량(A4기준 5~6매, 표지 포함)
- 공통문항이며 1)~3)의 모든 내용이 과제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제유형:
공통형

- 반드시 지역명과 학교명을 명시하고, 학교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신문기사,
서적 및 논문, 인터뷰 등에 근거하여 과제를 작성하고 출처를 밝히시오.
- 표절율에 따라 감점되며, 특히 표절율 50% 이상은 0점처리합니다.

<참고문헌>
- 유해숙, 김영빈 (2015). 학교사회복지. 방송대 출판문화원.
- 학교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관련 서적 및 논문, 신문기사
- 학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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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사회복지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
해보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참고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로 제출
¡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작성 분량 3-4매(A4기준, 표지 포함)
¡ 배점: 30점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목차, 참고문헌 제시
과제유형
:공통형

¡ 평가중점사항
Ÿ

푸코의 관점 정리의 명확성

Ÿ

격리·수용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의 타당성

¡ 표절 금지
<참고문헌>
1)번 문제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
엠실천의 제1장 참고
- 오생근(1985).

미셸

푸코,

지식과

권력의

해부학자.

외국문학:

114-133(DBpia 및 중앙도서관에서 검색 가능한 논문임)
2)번 문제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
엠실천의 제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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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과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
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
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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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 관광, 보건
교과목명

대상학년

숲과삶

1학년
<과제명>
현재 백두대간의 자원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래의 백두대간 자
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물은 ‘일반학우용’과 ‘재소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반드시 본인에
해당하는 과제물을 작성할 것
- 글자크기 10 point(본문), 줄간격 160%, 작성 분량 : A4 5장, 표지제외
- 논문형식(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기술할 것
- 목차,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자료를 참고‧인용할 경우 감점
- 학생간 표절 및 인터넷 자료를 비롯한 기타 문헌 표절 시 채점 불가
-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채점 불가

과제유형: - 과제의 핵심, 과제작성지시 사항을 벗어난 내용은 감점
공통형

- 수필형, 기행문형, 일기문형 등 논문형식을 벗어난 과제물은 감점 또는 채점 불가
- 보도기사는 학술적인 자료와 다르므로 참고‧인용을 지양할 것
- 작성파일 : 아래한글, MS워드
<참고문헌>
1. 박미호 등, 2018, 숲과 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한국환경생태학회·산림청, 2004,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수립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3. 국립공원관리공단, 2006, (보호지역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백두대간 실태 조사
보고서
4. 이임균·임종환, 200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산림
정책연구회, 제48호, pp.30-39
5. 산림청, 2001,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방안 조사 연구
6. 최길본, 2004, 백두대간 보호정책방향, 지방자치. 통권192호, pp.52-59
7. 기타 관련서적 및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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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생활과학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인터넷과정보사회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다음은 2021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이다. 이중 1개의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영역에 공헌할 수 있는 IT 기술
에 대하여 자유롭게 조사하여 20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서론-본론-결론 형식으로 작성)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는 가능하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재서술해야 인정되며, 표절율이
50%이상이면 0점 처리합니다.
(2) 타 학생의 과제물과 표현이 일치할 경우 제공자 및 참조자 모두 감점 처리됩니다.
(3) 인터넷과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할 경우 반드시 참조를 명시해야 합니다.
(4) 한글 및 MS-Word로 작성된 파일(PDF는 불가)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대 허용
파일크기는 2MB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저 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을 권장합니다.
(5) 과제물 업로드 후 반드시 업로드된 파일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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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
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과제유형:
공통형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
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 172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미디어,농학,유아,문화교양

대상학년

2

교과목명

동서양고전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6. 교재(2021)에서 동양의 고전을 다룬 장을 하나 골라서 지은이 소개부터 본문 및 원문의 내용
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시오. (30점)
대상 고전: 제1장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제2장 박지원 『연암집』
제3장 최한기 『기측체의』
제4장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5장 맹자 『맹자』
제6장 순자 『순자』
제7장 황종희 『명이대방록』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PDF제출은 불가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 A4 4매(겉표지 포함하지 않음)
- 전체 4매 중 요약 2매, 독후감 2매 ☞ 요약과 독후감을 명확히 구분하시오.
- 요약하면서 자기 글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책 내용의 구절을 발췌
인용할 수도 있다. 단, 책 내용의 구절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는 경우에는 ①각주로 인용한
쪽수를 표시하거나, ②인용하는 구절에 겹따옴표(“ ”)를 붙이고 구절 끝에 해당 글의 인용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 <예시> “가만히 읽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뿐 아니라 남성인 연암이 홀어미의 심정을 어찌 이토록 실감나게 그렸을까 감탄이
절로 나온다.”(34쪽)
- 요약 시 글 전체를 교재에서 큰 단락 그대로 덩어리 채 발췌하여 구성하면, 인용표기를 해도
표절이 된다. 최대한 자기방식으로 문장을 각색하기를 권유
- 독후감은 순전히 자기 생각과 느낌을 써야 한다. 책에 나온 해설문이나 타인의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글을 써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핵심 내용을 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또 글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려한 문장으로 구성했느냐의 여부가 평가의 기준
- 전체 분량은 최소 3.5매 이상, 최대 6매 이하로 작성, 미달이나 초과 시 감점
-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학생 간 표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명백한 표절은 ‘0점’
처리
<참고문헌>
- 류종렬 외, 『동서양고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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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농학과
2학년

교과목명

동물유전과개량

<과제명>
Central dogma에 대해 기술하고, DNA, RNA, 단백질 각각의 분석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60%
- 작성 분량: 표지포함 5매 이내(A4 기준)
- 서론, 본론, 결론 등의 논문형식으로 작성 시 감점
(답안형식으로 작성 할 것)
과제유형:
공통형

- 참고문헌 기재 금지
- 상용자료 사용 시 “0점” 처리
- 학생 간 표절 금지
- 교재, 강의, 학보 등의 내용 참고 권장
<참고문헌>
- 김시동 외. 2018. 동물의 유전과 개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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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과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원예작물학1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구분

과제명

채소작물 잎의 결구현상을 (1) 엽구형성과 (2) 인경형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3) 엽구의 종류와 품종에 따른 차이와 (4) 엽구형성에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을 설명
(학번끝자리1,2번)
하고 (5) 마늘과 양파의 인경구 형성 차이를 설명하라(30점).
A형

B형

채소작물의 화아분화 요인을 (1) 내적요인, (2) 일장, (3) 온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학번끝자리3,4번) (4) 채소종류에 따른 구분과 (5) 원예산업에서 활용의 예를 들어 설명하라(30점).
C형
채소작물의 개화현상에 대한 설명을 (1) 화아의 발달 (2) 환경과 개화 (3) 성의 분화
(학번끝자리5,6번) (4) 수분과 수정에 대해 설명하고 (5) 원예산업에서 응용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라(30점)
채소재배에서 (1) 온도환경의 중요성 (2) 광환경의 중요성, (3) 온도환경 조절을 위
한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4) 광환경조절을 위한 방법에 대해 예를 들
(학번끝자리7,8번)
어 설명하고 (5) 이산화탄소시비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라(30점).
D형

채소작물의 육묘재배에서 (1) 공정육묘를 관행육묘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하고 (2)접목
육묘 방법과 장점, (3) 정식까지 육묘상 관리 방법과 (4) 정식까지 육묘일수와 묘크기 및
(학번끝자리9,0번)
(5) 정식 적기에 대해 설명하라(30점).
E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물은 ‘일반학우용’과 ‘재소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반드시 본인에
해당하는 과제물을 작성할 것
- 글자크기: 12 point(본문), 줄간격: 160%, 작성분량: A4용지 5장(표지제외)
- 참고문헌은 반드시 기록
-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고 참고·인용할 경우 감점
- 보도기사는 학술적인 자료와 다르므로 참고인용을 지양할 것
- 상용 레포트 표절의 경우 채점 불가
- 평가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내용의 충실성, 정리정도
<참고문헌>
- 최은영 외. 2020. 원예작물학 I. 방송대출판부.
공통

- 이정명 외. 2013. 채소학 총론. 향문사.
- 농업과학기술도서(농서남북):http://lib.rda.go.kr/pod/main.do) (PDF로 원문보기가능)
ü 엽채류, 2017. 농촌진흥청
ü 고추, 2017. 농촌진흥청
ü 토마토, 2017. 농촌진흥청
ü 배추, 2017. 농촌진흥청
ü 마늘재배, 2017. 농촌진흥청
ü 무, 2017. 농촌진흥청
ü 가지, 2018. 농촌진흥청
ü 호박, 2018. 농촌진흥청
ü 수확 후 관리기술 매뉴얼 :딸기 :저장, 유통, 수출, 2017.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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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과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식물의학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1. 식물바이러스의 형태, 구조 및 조성을 정리하고, 세균과의 차이점과
방제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라.
1) 식물바이러스의 형태, 구조 및 조성, 세균과의 차이점
A형
(학번끝자리
홀수번)

2) 식물바이러스병 방제의 어려운 점
3) 식물바이러스병을 1종류 선택하여 방제법 설명
2. 균류의 표피를 통한 직접침입 과정을 설명하라.
1) 부착기 형성 후 침입
2) 감염욕, 균사속 형성 후 침입
1. 식물바이러스의 형태, 구조 및 조성을 정리하고, 세균과의 차이점과
방제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라.
1) 식물바이러스의 형태, 구조 및 조성, 세균과의 차이점

B형
(학번끝자리
짝수번)

2) 식물바이러스병 방제의 어려운점
3) 식물바이러스병을 1종류 선택하여 방제법 설명
2. 해충의 요방제 수준을 설명하라.
1) 요방제 수준의 뜻
2) 배추의 복숭아혹진딧물, 배추흰나비, 벼룩잎벌레의 방제할 때와 방제 안할
때의 기준을 설명할 것.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
- 글자크기: 12p, 줄 간격: 160, 작성 분량(A4기준): 4-6page내외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 목차 및 참고문헌 표기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제시 : 서술형
<참고문헌>
- 최재을외(2018) 식물의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형무외(1999) 신제 식물병리학. 향문사
- 김길하외 (2012). 삼고 해충학. 향문사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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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과
교과목명

대상학년

농축산환경학

3

<과제명>
○ 현대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보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농업환경과 관련되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각각의 특성과 주요
원인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 ※ PDF는 표절검사 인식 관계로 안됨
- 글자크기 : 12p, 줄 간격 : 160,
-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 5page 내외
과제유형: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 목차 및 참고문헌 표기
공통형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제시 : 서술형
- 표절 관련 주의사항 제시 : 70-80% 3점, 80% 이상 5점 감점함

<참고문헌>
- 농축산환경학, 고한종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 농업환경학, 양재의 외., 씨·아이·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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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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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과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식용작물학2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분류
A형

과제명
밀가루 품질의 중요성과 밀가루 종류별 이용 방법을 설명하시오.

(학번끝자리 1,2,3번)

B형
(학번끝자리4,5번)

C형
(학번끝자리6,7,8번)

D형
(학번끝자리9,0번)

콩은 질소비료를 적게 주어도 충분한 생육이 가능하다. 그 이유와 질소
고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감자의 수확 후 관리의 중요성과 저장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 설명하시오.
콩과 벼를 같은 면적에 재배할 때 벼에 비해 콩의 수량이 적은 이유와
재배ㆍ생리적인 특성을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 11 point(본문), 줄간격: 160%, 작성분량: A4용지 5장, 표지제외
- 참고문헌은 반드시 기록
- 인터넷 자료(보도기사 포함)를 사용하고 참고문헌에 표기할 경우 감점
- 상용 레포트 표절의 경우 채점 불가
- 평가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내용의 충실성, 정리정도
<참고문헌>
- 조재영 외(1997) 전작(4정) 식용작물학 II. 향문사.
- 류수노 외(2017) 식용작물학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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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과

대상학년

4

교과목명

동물사료학

<과제명>
○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사료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부산물로
발생되어 사료로 이용하고 있는 농식품부산물 사료 2가지를 선택하여, 그
사료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 ※ PDF는 표절검사 인식 관계로 안됨
- 글자크기 : 12p, 줄 간격 : 160,
과제유형:
공통형

-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 5page 내외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 목차 및 참고문헌 표기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제시 : 서술형
- 농식품부산물 사료 2가지를 선택하게 된 배경 및 본인의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표절 관련 주의사항 제시 : 70-80% 3점, 80% 이상 5점 감점함
<참고문헌>
- 사료학, 이효원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축산학, 이효원 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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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

대상학년

4

교과목명

푸드마케팅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식품소비트렌드 중에서 웰빙소비, 편의중심소비, 가치소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신의
식품소비 특성을 설명하시오(15점).
2. 신선편이농산물과 신선편의식품의 개념 및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각각 1종씩 선택(이미지첨부필수)하여 제품 표시 사항을 모두 설명하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양식은 자유롭게 하되 직접 식품을 선정(이미지첨부)하여 식품에 표기된 사항을
기준으로 과제물을 작성하여야 함. -

<참고문헌>
- 황조혜, 김선아, 푸드마케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181 -

생활과학부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생활과학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인터넷과정보사회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다음은 2021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이다. 이중 1개의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영역에 공헌할 수 있는 IT 기술
에 대하여 자유롭게 조사하여 20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서론-본론-결론 형식으로 작성)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는 가능하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재서술해야 인정되며, 표절율이
50%이상이면 0점 처리합니다.
(2) 타 학생의 과제물과 표현이 일치할 경우 제공자 및 참조자 모두 감점 처리됩니다.
(3) 인터넷과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할 경우 반드시 참조를 명시해야 합니다.
(4) 한글 및 MS-Word로 작성된 파일(PDF는 불가)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대 허용
파일크기는 2MB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저 해상도의 이미지
파일을 권장합니다.
(5) 과제물 업로드 후 반드시 업로드된 파일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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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생활과학,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

교과목명

경영학원론

<과제작성 지시사항>
과제 내용은 5~8 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한 분량, 벗어나는 경우는 감점)
<기본참고자료>
경영학원론 교재와 멀티미디어 강의
<유의사항>
1. 아래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
2. 시중 상업자료 또는 타수강생의 과제물을 표절할 경우 감점 또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할 것.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A형

지난 10여년간 경영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보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학번끝자리 4가지만 선택하고 그 변화가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1,2,3,4,5번) 대처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언론에 소개된 기업관련 기사 중 윤리와 관련된 것을 골라 간략히 설명하고
B형

윤리를 보는 네 가지 관점에 준하여 사례를 평가 비판해보시오.

(학번끝자리 (단, 1.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완료된
6,7,8,9,0번) 사건은 제외하시오. 2. 기사가 실린 매체, 일시를 나타내는
첨부하되 기사 전체를 첨부하지는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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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스캔하여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과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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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과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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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
오.(30점)

과제유형: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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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과제명>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
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예:
청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개인의 삶
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2.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
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3. 연보 등에서 밝히기 싫은 내용은 0000로 처리해도 무방함.
4.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1-2매, 자서전 2-3
매로 총 4매 작성할 것(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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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가정복지)

대상학년

3학년

교과목명

영유아보육학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http://www.childinfo.go.kr)에서 자신의 지역사회
에 속한 어린이집을 “검색으로 찾기”(시도/시군구)로 검색하여 설립유형(국공립, 민간, 가
정, 직장이나 법인)에 따라 어린이집을 각 2개씩 총 8개 선택하시오. 선택한 8개 어린이
집의 영유아 현황, 교직원 현황, 보육교사 현황, 급식 실시 현황, 평가결과, 연장보육반 운
영 현황을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6가지 현황에 대해 설립유형별로 구분한
어린이집의 내용을 정리하여 각 현황별로 하나의 표로 제시하시오. 표 내용과 교재 4장(4
강 강의자료)을 바탕으로 6가지 현황 각각에 대해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특징을 비교해
서 기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6가지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1~6의 설명을 참고하고,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시오.
- 이 과제는 실제 어린이집 정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평가 등에 대해 개괄적
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영유아보육학 과목에서 익히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
이 속한 지역사회의 어린이집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단, 자신의 지역사회에 법인이나 직장 등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없다면 부족한 수만
큼 다른 설립유형의 어린이집(가정 제외 국공립, 민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없는 경우에 한함
- 자신이 선택한 어린이집 목록을 캡처하여 아래 첨부한 것처럼 과제의 마지막 페이지에
부록(참고사이트)으로 제시함
- 표 양식은 담당교수의 홈페이지 자료실(https://faculty.knou.ac.kr/~hyunsimjung/e/e_1.htm)
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그대로 사용함
1. 영유아 현황- 연령별 학급수(혼합반, 특수/장애아 보육 여부 포함)와 아동수(현원)는 어린이
집 설립유형별로 구분해 표로 정리하고, 총정원, 총현원, 반별 정원은 글로 기술
2. 교직원 현황- 보육교직원, 총 교직원 수를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구분해 표로 정리
3. 보육교사 현황- 보육교사 자격 및 현기관 근속연수를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구분해 표로 정리
4. 급식실시 현황- 운영방식, 전체아동수, 급식아동수, 영양사 및 취사인력(조리사, 취사부)
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구분해 표로 정리
5. 평가결과- 어린이집 등급, 평가영역별(4개) 등급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구분해 표로 정리
6. 연장보육반 운영 현황- 반명, 반구성, 정원 및 이용아동수, 보육교사 겸직여부를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구분해 표로 정리하고, 연장반 미운영 어린이집은 표 정리에서 제외하고 글로 기술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2page부록참조>
- 아래 한글이나 MS Word 파일 사용 (pdf 작성 금지)
- 편집용지 가로로, 글자크기 11pt, 기본 여백 (한글 줄간격 180%, 워드 줄간격 1.35)
- 작성 분량 A4 기준 5장 내외 (표지, 목차, 부록 제외 분량)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서 기술하며, 목차 및 부록(참고사이트) 반드시 제시
- 다른 사람의 자료 및 과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되어 평가에서 제외
<참고문헌>
- 성미영, 장영은(2018). 영유아보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성미영, 유주연, 이세라피나, 임여정, 정현심(2020). 보육학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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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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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생활과학
(가정복지)

교과목명

비영리기관운영관리

3
<과제명>
1. 방송대 교재를 참고하여 한국사회에서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의를 설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3점).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메뉴에서 ‘가족서비스 지원사업’
영역에 포함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오(A4용지 2장
내외, 7점).
3. 학생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주거, 직장 등)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
여 지난 2020년에 이루어진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
로 요약하시오(A4용지 1장 이내, 5점).
4. 학생 자신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건강가정 관련
정책영역을 한 가지 선정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5점).
5. 위 4번 문항에서 선정한 정책영역에 해당하는 건강가정프로그램의 기획안을 제안하
시오(A4 용지 2장 내외, 10점).

과제유형
:공통형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하기 바랍니다(PDF 파일 제출 불가)
- 글자크기 11, 줄간격 180,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7장 내외)
- 반드시 목차, 참고문헌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위의 과제물 문항별 부분점수의 배점을 참고하고, 작성분량이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량에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단, 분량 미제시 문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
- 표절이 드러난 과제물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자신의 문장으로 스스로
작성하여 학습윤리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조사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제시한 분량을 고려하여 학생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요약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별도의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사업 – 가족서비스지원사업(http://www.ki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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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생활과학
(가정복지)

교과목명

가족발달

3
<과제명>
본인(원가족 포함) 또는 가족 관련 영화 및 드라마 등에 나타난 가족발달주기
의 발달과업을 설명한 뒤, 한가지 발달과업을 가족 및 사회문제와 연결해서
서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과제유형:
공통형

-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80%, 작성 분량 5매 내외(A4기준, 표지 불포함)
- 논술형으로 작성(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을 갖추어야 함)
- 단행본이나 논문을 본문 중에 인용한 경우에는 본문 중에 출처를 밝히고
참고문헌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제시해야 함
저자(발행년도). 저서명 또는 논문명. 출판사 또는 수록 논문집 권(호).

표절 판정 시 0점 처리됨
<참고문헌>
- 가족발달 교재 및 가족 관련 저서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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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문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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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유아, 생활(가정복지)
교과목명

상담심리학

대상학년 유아 2, 생활(가정복지) 4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 엘리스의 합리정서행동
치료이론을 비교·설명한 후,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30점 만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표지 포함 A4 용지 7매 내외로 작성.
2. 글자 크기는 한글 10~11 point.
3. <표>를 작성할 때 ‘인간관’, ‘기본 가정’, ‘주요 개념’, ‘변화의 목표 및 원리’, ‘구체적 기법’
등 몇 가지 유목을 정하고 핵심적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
4. <목차>와 <참고문헌>을 반드시 제시할 것.
5. 보고서의 형식은 서론(도입부)-본론-결론(마무리)의 기본적인 형식을 취할 것.
6. 목차의 구성은 서론-본론-결론과 같이 개략적인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본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 등 작성자의 창의적 작업임.
7.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 출처를 본문 중에 밝히고 참고문헌에 수록할 것.
8. 과제 제출시 타 교과목의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빈 파일을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교재 등

- 193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

(가정복지) 교과목명
대상학년
4

유아발달

<과제명>
1. 로렌츠(Lorenz)의 각인이론과 보울비(Bowlby)의 애착이론에 해당하는 사례
를 제시하며 두 이론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시오(20점)
2. 유아기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
-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60%, 작성 분량 7매 내외(A4기준, 표지포함)
- 다른 문헌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고, 반드시 참고문헌에 제시할 것
과제유형:
공통형

- 결론에 종합적인 정리 및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정리할 것
-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형식으로 작성
- 표절율에 따라 감점 처리되며 과다 표절율인 경우 자동 0점 처리
<참고문헌>
- ‘유아발달’ 멀티미디어 강의 참고
- 김진경, 김유미(2020). 유아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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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과학

대상학년

4

교과목명

가족역동과상담

<과제명>
가족스트레스 이론인 ABC-X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A, B, C, X가 각각
무엇인지, 각각의 구성요소 및 특징들에 대하여 선행사건 혹은 가족문제를
예시로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A, B, C, X 모두에 대해서 예시 필요). 또한,
가족레질리언스에 대해서 가족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 개념을 사용
하여 서술하시오(총 30점 = ABC-X이론 20점 + 가족레질리언스 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과제유형:
공통형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 3매 내외) 제시
- 서술형으로 작성할 것(개조식 작성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표절률 높으면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교재 내용이나 기타
자료의 내용 그대로 베끼지 말 것. 자기만의 표현으로 수정하여 작성할 것.
-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것

<참고문헌>
- 교재 및 교재에 나와 있는 참고문헌 혹은 논문 참조할 수 있음.
- 참고문헌 사용할 경우 인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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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생활(식품), 데이터‧통계
3

교과
목명

인터넷생활윤리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나의 디지털 생활 점검과 개선하기(30점 만점)
1.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사전): 검사 결과 제시(캡쳐하거나, 결과 내용)
2.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점검(업무와 무관한 내용과 시간대)
- 가: 사용 방식과 그로 인한 문제점 결과 설명
- 나: 문제 해결 방법 찾아보기 및 결정
3. 주체적 디지털 생활 1주일 실천(휴일 포함) 일지 작성
: 일자별로 실천 내용과 감상 등을 제시
4.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사후)
5. 분석 및 향후 계획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 한글이나 MS-Word로 작성하되, 프로그램 실행 후 편집 양식(글자모양, 줄간격 등)을
변경하지 않음(단, 글자크기는 11, 필요한 경우 ‘진하게’나 ‘밑줄’ 등 사용 가능)
- 표지 만들지 않음.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음)
-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메뉴 “과의존이란?”-메뉴 “스마트폰
과의존척도” - 검사 결과 캡쳐하여 첨부
*PC win10은 링크 참고(https://hse30.tistory.com/63#200)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모델명’과 ‘캡쳐 방법’으로 검색 가능
- 필요한 경우, 다양한 어플을 사용할 수 있음
: 스마트폰 중독 방지, 인터넷 중독 예방 등으로 검색 후 다운
- 직접 활동 과제이므로 표절 수준을 강력하게 점검하여 감점 혹은 0점 처리될 수 있음(시중
자료나 타인의 과제물을 참고할 경우 등)
* 과제물 제출 형식 예시 (분량: 3-4페이지)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인터넷생활윤리 출석대체 과제물 – 나의 디지털 생활 개선
1.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결과
2.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점검
가. 사용 방식과 문제점
나. 문제 해결방법
3. 주체적 디지털 생활 1주일 실천기(일자별)
4.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결과
5. 분석 및 향후 계획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참고문헌> 추천 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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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생활과학
(식품영양)

교과목명

생애주기영양학

3
1, 2번 문항 모두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시오. (30점)
1.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설정된 나트륨의 목표섭취량(intake goal)
에 대해 설명하고 ‘2019 국민건강통계’를 참고하여 최근 (2019년) 만 9세
이상에서의 ‘나트륨 목표섭취량 이상 섭취자 분율’을 생애주기 시기별로 나누어
제시하시오.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설정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CDRR,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나트륨의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을 생애주기 시기별로 나누어 제시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시오.

과제유형:

- 아래한글: 글자크기 (11pt 이상), 줄간격(160% 이상)

공통형
- MS word: 글자크기 (11pt 이상), 줄간격 (1.15 이상)
- 작성 분량 (4쪽 이내: A4기준. 표지포함)
- 참고자료의 표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지 마시오.
- 참고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시오.
- 생애주기별 시기는 교재 [표 1-1]에서 확인하고 작성하시오.
-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2015,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KDRIs)’ 자료
를 찾을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홍보홈페이지>에서 ‘2019 국민건강통계’
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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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식품영양)

교과목

대상학년

3학년

명

푸드마케팅

<과제명>
1. 식품소비트렌드 중에서 웰빙소비, 편의중심소비, 가치소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신의
식품소비 특성을 설명하시오(15점).
2. 식품표시사항 중 영양성분표시, 유통기한표시, 품질인증마크표시의 목적과 개념을 설명
하고,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 1종을 선택(이미지첨부)하여 영양성분, 유통기한, 품질
인증마크의 표기사항을 설명하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양식은 자유롭게 하되 직접 가공식품을 선정(이미지첨부)하여 식품에 표기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여야 함.

<참고문헌>
- 황조혜, 김선아, 푸드마케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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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생활과학
(식품영양)
3

교과목명

고급영양학

다음 1,2번 문항 모두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시오. (30점)
1. ‘2019 국민건강통계’를 참고하여 최근 (2019년)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 및
저체중 유병률을 조사하고, 다음 (1)~(3)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시오.
(1), (2)는 남, 여 각각 제시하시오.
(1) 성별에 따라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와 해당 유병률을 제시하시오.
(2) 성별에 따라 저체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와 해당 유병률을 제시하시오.
(3)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저체중 판정을 위해 사용된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한국인 성인인 남성(또는 여성)을 한 사람 정하여 다음 실습을 하여 (1)~(3) 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시오.
(1)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여 (계산식
과 값을 모두 제시할 것) 비만 판정을 하시오.
(2) 줄자를 이용하여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제시하고(소수 첫째 자리까지 제시), 대한
비만학회의 허리둘레를 이용한 복부비만의 기준을 이용하여 복부비만 여부를 판
정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3) 허리둘레 측정 시 어려웠던 부분을 기술하시오.
(4) 체질량지수나 허리둘레를 이용한 비만 판정 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홍보홈페이지>에서 ‘2019 국민건강통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의 표를 복사하여 그대로 붙이지 마시오.
- 허리둘레를 이용한 복부비만의 기준과 허리둘레 측정법은 대한비만학회 홈페이지
(http://general.kosso.or.kr/html/?pmode=obesityDiagnosis)에 제시된 기준과
측정법을 사용하여 과제를 작성하시오.
- 줄자는 소속 지역대학에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2번 작성 시 성별을 밝히고 복부비만 여부를 판정하시오.
-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인터넷 블로그 등 개인이 만들어 놓은 인터넷
자료는 참고자료로 이용하지 마시오.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시오.
- 아래한글: 글자크기 (11pt 이상), 줄간격(160% 이상)
- MS word: 글자크기 (11pt 이상), 줄간격 (1.15 이상)
- 작성 분량 (4쪽 이내: A4기준. 표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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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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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식품영양)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영양교육및상담

<과제명>
최근 코로나19로 현장에서 대면방식에 의한 영양교육 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
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식생활 교육방법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
1. (20점) 비대면 방식으로 영양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시오. *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 예시 참고

교육대상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질환자 등 교육대상을 명시

교육주제

영양, 식품, 위생, 질환에 국한된 주제 선정

교육방법

비대면으로 교육이 가능한 방식선정
( 시) 실시 Z M, 동영상 교육,

교육내용

예
간 OO
통신문, 리플릿 등
선택 방식에 따른 교육 진행 내용이나 개발한 자료를 제시

2. (10점) 성인을 영양교육 대상으로 교육 주제(영양, 식품, 위생, 질환에 국한 함)를 정
과제유형:
공통형

하고 카드뉴스의 형태로 제공하고자 한다.
* 기존에 제공되는 카드뉴스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내용을 동일하게
표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카드뉴스는 10장 이내로 작성 (최소 6장 이상)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물 작성 소프트웨어: 한글, MS word, pdf로 작성하여 제출
* PPT 파일로 작성 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작성 분량: A4용지 5매 이내
- 과제물 양식: 자율적 작성가능하나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할 것
* 서론-본론-결론 형식 필요하지 않음
- 표절비율이 높은 경우 감점 처리
<참고문헌>
- 과제와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 등 활용가능하고 지정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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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과제유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공통형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선택형)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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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식품영양)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조리과학

<과제명>
1. 가루나 전분이 묵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시오(10점).
2. 다음은 도토리묵을 만드는 방법이다. 전분에 설탕을 첨가했을 때 호화 또는
젤화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을 통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0점).
1) 도토리가루 1 컵, 물 6컵을 혼합한다(기준시료).
2) 도토리가루 1 컵, 물 6컵, 설탕 1/5컵을 첨가하여 혼합한다(비교시료).
3) 기준시료와 비교시료를 각각 중불에서 주걱으로 잘 저어 가며 가열한다.
4) 시료가 투명해지면 불을 약하게 하여 뜸을 들인다.
5) 준비된 용기에 시료를 부어 식힌다.
6) 용기에서 꺼내 다음의 특성을 비교한다.
과제유형:
공통형

가. 묵 형성 유무
나. 외관비교, 절단면 비교, 단단한 정도, 탄력성, 색, 입안에서의 촉감, 전체적 선호도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실험은 직접 실시해야 한다.
- 단계별로 소요된 시간을 결과에 기록해야 한다.
- 기준시료와 선택시료의 사진(사진크기: 3cm*3cm 이내)을 첨부해야 한다.
- 도토리가루 외에 다른 가루를 사용하여 묵을 제조할 수 있다.
- 과제물은 1) 서론 2) 실험방법 3) 실험결과 및 토의 4) 결론 5) 참고문헌의
순으로 기술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선아, 문보경, 이선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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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의류패션)

대상학년

3

교과목명

테크니컬디자인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청바지의 테크니컬 패키지 작성 >
§

학생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청바지나 가족의 청바지를 선택하여 테크니컬 패키지, 곧
작업지시서를 작성한다.

§

주어진 작업지시서 서식에 학생이 선택한 청바지의 사이즈를 측정하여 인치로 표기한다.

§

예시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치수란에 빠짐없이 실제 측정 치수를 기입한다.

§

청바지의 앞면, 뒷면, 디테일 도식화를 그린 후 예시와 같이 붙여 넣는다.

§

도식화를 그릴 때 외부선은 1mm정도의 두꺼운 펜으로 그리고 내부선은 0.1~0.3mm
펜으로 그린다. 그래픽 프로그램으로도 그릴 수 있다.

§

작업지시서 마지막장에는 참고한 청바지의 앞면, 뒷면, 지퍼 플라이와 포켓 사진을 첨부
하는데 청바지 앞면의 허리선 윗부분에 inch자를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한다.

§

과제는 작업지시서 4페이지, 사진 1페이지(총 5페이지)로 구성되며 예시를 참고하여
소제목에 맞게 작성한다.

♣ 주의사항 ♣
§

도식화를 그려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멀티미디어강의 2강과 3강에 소개되므로
꼭 과제물 작성 전에 강의를 주의 깊게 듣고 연습한다.

§

과제물의 모든 치수는 인치로 표기하는데, 인치는 반드시 소수가 아니라 분수의 형태로
표기함을 주의한다.

§

또한 온라인으로 과제물을 제출하는데 절대로 타인의 도식화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없도록 한다. 표절일 경우 0점 처리된다.

§

반드시 공지사항을 따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성한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글자 크기 10pt, 줄간격 160, 작성분량 5페이지(A4기준, 표지 비포함)
- 서식에 들어갈 내용은 한글 파일로 작성하되 도식화는 손으로 그리거나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 가능. 표절 절대 금지
- 자세한 과제물 작성 요령과 예시, 도식화용 인체템플릿이 추후에 학과 게시판을 통해
공지되므로 반드시 과제물 작성 이전에 서식을 다운 받아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참고문헌>
- Jaeil Lee, Camille Steen. (2019). (의류디자이너를 위한) 테크니컬 디자인 지침서 (개정판)
(이재일, 조은주 역, 김현화 윤혜준 감수). 서울: 시그마프레스.
<다음페이지부터 예시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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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예시_테크니컬 디자인 1]

Specification Sheet
1. POINTS OF MEASURE
Brand: 레이블에 적혀 있는 상표 이름

SAMPLE SIZE: 청바지에 기재된 사이즈

STYLE #: 202101

DESIGNER:학생 이름, 학번

SEASON: Fall(혹은 Spring) 2021

DATE: 제출일시

NAME: Mens(혹은 Womens)Woven pant

FABRICATION: 11 oz denim

FIT TYPE: Standard 5-pocket jean

POINTS of MEASURE, WOVEN-FULL MEASURE
code
B-A

BODY SPEC
measurements

1

치수

1/4

1/4

치수

1/4

1/4

치수

1 1/4

1

치수

1/2

1/2

치수

B-M Knee @ halfway point 1/4

1/4

치수

B-N

1/4

1/4

치수

1/2

1/2

치수

1/4

1/4

치수

B-H
B-K
B-L

Front Rise (to waist
seam)
Back Rise (to waist
seam)
Hip @ 8″ fm seam
(3 point measure)
Thigh @ 1″

Bottom Opening

B-Q Inseam

므

Tol(+) Tol(-) size
1 1/4

B-G

Waist relaxed

즈측
그

*주의 : 이 도식화는 사이
정을
위한 것이 로 이 서식 대로 사용

STYLE SPEC
measurements
B-T

Pocket Opening,
(Hand Pocket)

-

Thigh seam from rise
: see details page

1/4

1/4

-

-

Back pocket
: see details page

1/4

1/4

-

1/4

1/4

-

-

Front belt loops from
CF
: see details page

(단위: ″ inch)

SKETCH IS FOR REFERENCE ONLY,
NOT FOR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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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예시_테크니컬 디자인 2]

Specification Sheet
2. FRONT and BACK VIEW
Brand: 레이블에 적혀 있는 상표 이름

SAMPLE SIZE: 청바지에 기재된 사이즈

STYLE #: 202101

DESIGNER:학생 이름, 학번

SEASON: Fall(혹은 Spring) 2021

DATE: 제출일시

NAME: Mens(혹은 Womens)
Woven pant

FABRICATION: 11 oz denim

FIT TYPE: Standard 5-pocket jean

예시

예시
택 바
그려 붙

앞 뒷
있 컴퓨

바 그 거
그려 삽입할 있

* 주의: 본인이 선 한 청 지의 면, 면 도식화를 서식 위에 로 리 나
다
이에
서 일 수 음.
터로
서
수 음

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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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예시_테크니컬 디자인 3]

Specification Sheet
3-1. DETAILS VIEW
Brand: 레이블에 적혀 있는 상표 이름

SAMPLE SIZE: 청바지에 기재된 사이즈

STYLE #: 202101

DESIGNER:학생 이름, 학번

SEASON: Fall(혹은 Spring) 2021

DATE: 제출일시

NAME: Mens(혹은 Womens)
Woven pant

FABRICATION: 11 oz denim

FIT TYPE: Standard 5-pocket jean
POCKET STITCHING DETAILS

POCKET DIMENSIONS

SIDE SEAM DETAILS

POCKET PLACEMENT

머니

택 바지의 주머니 모양대로 그린 후에
택 바지 주머니의 치수를 측정하여 표기

* 주의 : 주
는 본인이 선 한
위의 시를 참고하 본인의 선 한

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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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예시_테크니컬 디자인 4]

Specification Sheet
3-2. DETAILS VIEW
Brand: 레이블에 적혀 있는 상표 이름
STYLE #: 202101
SEASON: Fall(혹은 Spring) 2021
NAME: Mens(혹은 Womens)
Woven pant
FIT TYPE: Standard 5-pocket jean

SAMPLE SIZE: 청바지에 기재된 사이즈
DESIGNER:학생 이름, 학번
DATE: 제출일시
FABRICATION: 11 oz denim

FLY STITCHING

HAND POCKET DETAILS

위의

BELT LOOP DETAILS

* 주의 : 본인이 선택한 바지의 지퍼와 벨트 고리 모양을 그린 후에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한 바지의 지퍼와 벨트 고리의 치수를 측정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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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의류패션)

대상학년

3

교과목명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흑백 스타일화>
1. 과제 개요
1강에서 6강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1)여성 패션인체 2명을 비례에 맞게 그리고, (2)8절
크기의 종이에 세로로 2명의 포즈와 구도를 적절히 선택 및 배치하고, (3) 규정에 맞게 착장
하고 있는 옷의 스타일 특징을 정확히 묘사하고, (3)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미술용 연필로 흑백
으로 음영을 표현한다.
2. 과제하는 순서
(1) 참조사진 수집: 적합한 포즈 2가지와 작성규정에 맞는 옷 디자인을 패션 컬렉션에서 선정함
(2) 포즈 및 옷 그리기 연습: 선택한 포즈의 패션인체(9등신) 변환, 선택한 옷의 특징 묘사, 명
암을 통해 입체감과 재질의 표현을 연습함
(3) 과제 작성: 준비한 8절 종이를 세로로 놓고, 두 인체간의 포즈가 흥미롭고 조화롭게 배치
하여 정해진 스타일의 옷을 입은 스타일화를 그린다. 명암법과 다양한 선을 사용하여
부피감, 원근감, 옷의 구성선, 장식선 및 디테일, 재질감을 표현함
(4) 제출: 완성 작품 위에 학교 과제물 표지 양식과 참조한 모든 사진을 모두 붙인 A4용지를 얹어서
스태플러로 묶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한다. 참조사진은 포즈용인지 옷을 위한 사진인지 표시한다.
3. 작성규정 (과목 웹페이지에 공지되는 내용도 참조할 것)
(1) 화구와 종이에 대한 규정
- 8절(가로×세로=272×384㎜, ±20㎜까지 오차 허용함) 흰색 종이 한 장을 세로로 긴 모양
으로 사용함
- 연필, 무채색 마카, 무채색 색연필, 검정 제도용 펜 중 선택: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혼
합하여 사용 가능
- 지정된 화구 이외의 재료, 즉 수채물감, 포스터칼라, 파스텔, 먹, 구아슈,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사용 금지함
(2) 옷에 관한 규정
- 1번 인체: 긴 팬츠와 긴 소매와 칼라가 달린 블라우스 또는 셔츠를 착장한 모습
- 2번 인체: 스커트와 노치트칼라가 달린 긴 소매 테일러 재킷을 착장한 모습
- 디자이너 컬렉션이나 패션 잡지, 카탈로그의 여성복에서 선택하고, 자신의 상상속의 디
자인은 사용 금지함
(3) 포즈와 레이아웃에 관한 규정
- 상상 속의 포즈를 그리지 말고, 적합한 포즈를 웹사이트나 잡지, 카탈로그 등에서 찾을 것
- 최상의 레이아웃을 구성함: (4강 강의 중 레이아웃에 관한 내용 참조할 것) 전체 작품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인물간의 관계, 구도, 간격, 및 여백을 계획하여 공간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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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제출 관련
- 오프라인 제출 과제물이므로 소속 지역대학 제출 마감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제출할 것
- 제출한 과제는 대학 규정상 반납되지 않는다. 학생 본인은 스캐닝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사본으로 보관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원본을 제출함
작성 관련
-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것
- 미술용 연필 세트와 지우개가 포함된 재료 킷트를 소속 지역대학에서 미리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 사무용 종이처럼 얇은 종이는 적합하지 않고, 연필화에 적합한 미술용 종이 사용을 권장함
- 연필로 명암을 넣을 때, 티슈나 스폰지,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명암을
만드는 기법을 금지함
- 선택한 사진에 옷의 디자인과 포즈가 모두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선택한 품목의
사진에 인체가 없거나 포즈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즈와 옷을 각각 다른
사진에서 참조하여 조합함
- 헤어스타일, 모자나 신발, 액세서리는 감성적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 과정 중에 사용한 안내선은 지우고, 지저분한 배경, 종이 끝도 깨끗이 정리하여
완성작을 제출함
- 반드시 한 장에 두 명을 모두 그려야 하고, 각각 그려서 오려서 붙이는 것은 불허함
평가관련
- 포즈와 패션인체 표현의 정확성과 예술성, 의복 (의복 구성의 형식, 재질감) 묘사의
정확성, 명암에 의한 양감의 표현, 레이아웃 구성과 전반적인 완성도가 평가 기준
- 타인이 전체 또는 일부분 그린 과제물은 부정행위에 관한 학칙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리됨

<참고문헌>
-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방송대 교재
- 다양한 패션잡지, 패션 쇼핑몰, 패션컬렉션 웹사이트(예.
http://runway.vogue.c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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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
(의류패션)

대상학년

교과목명

평생교육방법론

3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과제물은 전체 공통으로 한다.
- 각 문항에 대해 다양한 참고문헌을 참고로 하되 반드시 본인의 생각을
첨부하도록 한다. (A4 3 ~ 5 매 정도 )
<참고문헌>
- 이해주외, 평생교육방법론.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 차갑부, 사회교육방법의 탐구. 양서원
- 기타 성인교육 관련 논문이나 저널 참고.

<과제유형: 공통형>
1.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저해하는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
해 보십시오.
2. 성인학습자의 학습적 특징을 기술하고 성인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론에는 어떤 원칙
들이 있는지 제시해 보십시오.

- 211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의류패션)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의복구성원리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타이트 스커트 만들기(패턴과 뒤판 봉제)>
스커트 원형을 제도한 후 이를 활용하여 타이트 스커트를 제도한 뒤 타이트 스커트 만들기
(기준 치수: 엉덩이 둘레_90cm, 허리둘레_66cm, 스커트 길이_60cm, 엉덩이 길이_20cm)
* 제출할 결과물:
1. 타이트 스커트 종이 패턴 : 앞판, 뒷판, 앞벨트, 뒷벨트
2. 광목 실물 스커트 뒷판 (안감 없음)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주의사항:
- 반드시 본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강의에서 학습한 방법으로 제작한다.

내용
교과서 페이지
스커트 원형의 제도
pp.78-82
타이트스커트 제도 pp.149-151
옷감의 정리 및 재단 pp.198-223
스커트 봉제
pp.347-368

동영상 강의
주차
6강
9강

11강
14강

- 반드시 [2021 의복구성원리 중간과제물 자료_타이트스커트만들기](pdf파일) 내용을 참고한다:
자료는 강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의복구성원리 교과목은 재봉틀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 손바느질을
허용한다.
- '실험실습용 키트(광목, 원형지, 흰실, 접착심지, 지퍼, 시침핀)'는 각 지역대학에서 배부받는다.
- 배부 받은 키트의 투명 비닐 봉투에 완성된 패턴과 실물스커트를 담아 제출한다.
- 앞판, 벨트, 안감 봉제는 제외한다.
<참고문헌>
남윤자, 박선미. (2017). 의복구성원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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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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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생활
(의류패션)

교과목명

문화산업과문화기획

4

<과제명>
교재 27쪽에 보면 정체성 정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거나 벌어지고 있는 정체성 정치의 사례를 하나 골라 그것
이 기존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며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분석
해 보십시오.(30점)
과제유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공통형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0 또는 11 포인트, 줄간격 160, (표지를 제외하고 A4 2-3장으로 서술)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며 표절시
0점 처리될 수 있음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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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의류패션)
교과목명

대상학년

패션디자인활용

4

<과제명> 에스닉룩에서 영감을 얻은 여성복 컬렉션 디자인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는 교재1장의 ”디자인 사이클“ 부분 및 해당 강의, 패션디자인사례는
교재 2-3장 및 강의 2-3강을 학습한 후 영감의 원천으로 에스닉 룩 중 한 가지를 선택하
여 다음 ①~④의 내용을 포함하여 2021 SS 시즌 성인 여성복 패션디자인 컬렉션을 디자
인하고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작하여 오프라인으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한다.
(디자인 프로세스(디자인사이클)에 관한 심화된 내용은 교재 13장과 해당 강의를 참조하면
도움이 됨)
1. 패션디자인 컬렉션 구성
① 디자인 테마를 짐작하게 하는 구체적인 컬렉션 이름
② 디자인 테마를 설명해주는 이미지맵 (무드보드) (3-7개 정도의 이미지가 주제를 한눈에
설명하도록 선별하여 구성. 모델 사진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음): 스케치 용지에 잡지 등
에서 오린 사진을 직접 붙여도 좋고,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
여 컬러 출력한 후 포트폴리오 용지에 붙여도 좋다.
③ 표적 소비자(성인여성 중 선택)의 연령대나 직업, 생활양식, 취향 등과 옷의 용도, 직물
과 섬유구성 등을 간단히 표기한다.
④ 채색한 5벌의 여성복 앙상블 디자인 (5개의 품목이 아니라, 5벌). 디자인에서 강조하고
자 하는 바에 따라 각 앙상블별로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중 하나를 선택하여 디자인
을 표현할 수 있다. 색연필(수성 또는 유성)로 채색하며, 원할 경우 마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 장의 종이에 1-3개의 앙상블을 배치할 수 있다.
2. 포트폴리오 규격

맨 위에 놓고 포트폴리오와 함께 스테플러로 묶는다.
A4크기의 종이를 세로로 사용하여 포트폴리오형식으로 작성한다.
①~③은 1~2장에, ④는 2~3장에 구성하여 전체가 5장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학교 과제물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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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예시>
제출 관련
- 오프라인 제출 과제물이므로 소속 지역대학 제출 마감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제출할 것
- 제출한 과제는 대학 규정상 반납되지 않는다. 학생 본인은 스캐닝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사본으로 보관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원본을 제출함
작성 관련
-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것
- 소속 지역대학에서 스케치북을 배포하니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미술용 종이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 채색 도구는 연필, 펜, 마카, 색연필로 한정함. 수성 색연필을 사용할 때에는 물과 붓을
사용하여 수채화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음

종 크
칭 며
색연필 카 또 포 폴

종 처럼 얇은 종이는 적합하지 않음. 채색 도구
합 미술용 종이 사용을 권장함

- A4는 이의 기를 지 하 , 사무용 이
(
, 마 ) 는 트 리오로 적 한
- 스케치북 그대로 제출하지 말 것

벌
있

확 컨셉을 바탕으로 한 조형적인 요소의 유기적 연결성이

- 5 은 디자인은 명 한
으면서도 의적일 것

원

창

택

닉집

타 요소는 교재와 강의를 창의적으로
할
있
추
여 발견한 요소를 활용할 수도 있음
- 선택한 에스닉 룩의 스타일 요소와 2021 SS 시즌 트렌드와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디자인을 발전시킬 수 있음
- 영감의 천으로 선 한 에스
단의 스 일
참조 수도 고, 본인이 가 조사를 실시하

평가관련
- 포즈와 패션인체 표현의 정확성과 예술성, 의복 (의복 구성의 형식, 재질감) 묘사의
정확성, 명암에 의한 양감의 표현, 레이아웃 구성과 전반적인 완성도가 평가 기준
- 타인이 전체 또는 일부분 디자인하거나 그린 과제물은 부정행위에 관한 학칙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리됨
- 선택한 에스닉 룩 테마에 대한 이해도 및 컨셉의 구체성, 주제의식의 표현, 주제에
기반한 다양한 디자인 전개, 다양한 의복 품목의 활용, 디자인의 창의성과 완성도가
평가기준
<참고문헌>
- 패션디자인활용 교재
- 선택한 에스닉 집단에 대한 인터넷 자료 및 서적
- 패션 트렌드 관련 인터넷 자료 및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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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컴퓨터
교과목명

대상학년

유비쿼터스컴퓨팅개론

1학년
<과제명>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발전 및 확장 방향 설명

1) u-Home, u-School, u-Work, u-Region, u-Nation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미래 생활 시나리오를 기술하시오.
2) 각 단계의 미래 생활 시나리오를 위해 필요한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
시오.(교재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정의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3) 결론으로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과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강 강의 동영상 참조

과제유형:

<작성 예>

공통형
1) u-Home 미래 생활 시나리오 :

시나리오
씨는 오늘 출근하는 날이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일 시간씩 근무했지만 최
근 몇 년 전부터 출근하는 날 수도 근무시간도 줄어들었다
저 멀리 씨가 현관문을 열려하자 씨의 차가 자동으로 시동이 걸린다 현관
문 센서가 씨를 인식하고 오전 시 평일 등과 같은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출근한다고 예측한 결과이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는 자율 주행으로
회사까지 데려다 주며 자동차 좌석에 설치된 여러 가지 센서가 씨의 건강 상
태를 체크한다 이렇게 매일 체크되는 건강 상태 정보는 자동으로 축적되고 매
주 주말에 씨의 주치의에게 보내진다
관련 기술
개인 인증
기술 개인 인증
기술 설명
스마트 자동차 기술 건강상태 측정을 위한 각종 센서 기술 및 자율주행 인공
지능 기술 설명
<

>

A

.

5

,

9

,

A

,

A

[

.

A

8

.

+

]

.

,

A

.

,

A

<

.

>

RFID

:

RFID

: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유비쿼터스 공간의 확장 그래프를 설명하며 각 단계별로 시나리오와
관련 기술을 자세히 기술하시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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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단계에 대한 미래 생활 시나리오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은 반페이지를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과 시나리오에 대한 자신의 의견 문제점과 장단점 은 반페이지를
넘어야 합니다
과제물 내용의 분량은 내용만으로 표지제외 페이지를 넘어야 합니다
절대로 복사 표절하지 마세요 표절률에 따라 차등 감점됩니다
.

2)

,

(

)

.

3)
4)

3

/

.

.

.

아래한글
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로 제출하는 경우
감점됩니다
아래한글 편집 기준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글자크기 포인트 출간격
여백 상하좌우
머리말
꼬리말
제본
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사용해
주세요
의 경우는 단락 → 줄간격 옵션 선택에서 고정값으로 을 선택
하면 한글에서의 의 값과 유사하게 작성해주세다
-

,

MS-word

.

PDF

,

.

-

.

(

:

:

0

11

),

mm,

:

.

(

0

:

mm)

160%),

(

:

:

15

mm,

,

(MS-word

.)

#

MS-word

10

,

#

160%

.

복사률 표절률 에 따라 감점됩니다 절대로 복사 표절하지 마시오
(

)

/

.

<참고문헌>
-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론 방송대 출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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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
(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함.
(2)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
는 참고문헌(또는 참고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함.
(3)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
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4)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
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5)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219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 컴퓨터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사진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다음 제시한 사진가 중에 한 명을 선정하고, 선정한 사진가의 사진 작업에 대해
‘무엇(What)을, 어떻게(How), 왜(Why) 촬영했는지’를 조사하시오. (15점)
2. 그리고 선정한 사진가의 작품과 관련해서 피사체, 카메라테크닉, 작가, 스토리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15점)
<사진가 리스트>
나즐로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 Nagy) / 낸 골딘(Nan Goldin) /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 / 도로시아 랭(Dorothea Lange) /
듀안 마이클(Duane Michals) / 로버트 카파(Robert Capa) /
로베르 드와노(Robert Doisneau) / 루이스 하인(Lewis W. Hine) /
마이너 화이트(Minor White) / 마틴 파(Martin Parr) / 만 레이(Man Ray) /
브라사이(Brassai) / 세바스치앙 살가두(Sebastiao Salgado) / 신디 셔먼(Cindy Sherman) /
아우구스트 잔더(August Sander) / 안드레아스 거스키(Andreas Gursky)
/ 알렉산더 로드첸코(Alexander Rodchenko) /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
앙드레 케르테츠(Andre Kertesz) / 어빙 펜(Irving Penn) / 에드워드 마이브리지(Eadweard Muybridge)
/ 에드워드 스타이켄(Edward Steichen) / 에드워드 웨스턴(Edward Weston) /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 / 유진 스미스(Eugene Smith) /
으젠 앗제(Eugene Atget) /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Julia Margaret Cameron) / 폴
스트랜드(Paul Strand) / 필립 할스먼(Philippe Halsman)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 파일로 작성할 것
- A4용지 4장 내외 (표지 제외)
- 글자크기 12P (아래한글: 줄간격 160 / MS워드: 줄간격 1줄)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목차,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으로 진행)
- 인용을 할 때 반드시 참고문헌 인용표시를 할 것
- 표절 관련 주의사항 (표절이 50% 이상일 때 점수가 나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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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과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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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
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있

과제유형:
공통형

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하
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
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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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과제명>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
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
(예: 청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
서의 직장생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개인
의 삶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2.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3. 연보 등에서 밝히기 싫은 내용은 0000로 처리해도 무방함.
4.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1-2매, 자서전
2-3매로 총 4매 작성할 것(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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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컴퓨터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운영체제

<과제명>
1. 다음에 대해 답하시오. (15점)
(1) 운영체제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2) 학생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운영체제에 대해 이름, 버전 등 찾을 수 있
는 정보는 모두 찾아 쓰시오.
※

휴대폰이 없다면 모바일 운영체제 한 가지를 조사하여 쓸 것

2. 다음에 대해 답하시오. (15점)
(1) FCFS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RR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각각 설명하시오.
(2) 두 알고리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3) 프로세스별 도착시간과 필요한 CPU 사이클이 표와 같고 RR 스케줄링 알고
리즘을 이용할 때, 시간할당량이 2인 경우와 10인 경우 각각에 대해 프로세
스가 실행되는 순서를 시간과 함께 표시하고, 평균 대기시간과 평균 반환시간
도 각각 구하시오.

착 간
0
1
3
4
7
프
A
B
C
D
E
CPU 클
7
2
4
1
2
※ 순서가 정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서술
※ 평균 대기시간과 평균 반환시간을 구하는 계산과정도 함께 기술
도 시
로세스
사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제출파일 종류: 아래한글, MS-word 파일, 또는 텍스트 추출 가능한 PDF
파일 용량: 5MB 이내
글자크기: 11pt
작성 분량: 표지 포함 5쪽 이하(A4기준)
표절 관련 주의사항: 학교에서 제공되는 표절검색 시스템에 의한 표절율이 50%
이상이면 감점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교재나 강의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
고 본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표현으로 서술할 것
- 참고문헌은 작성할 필요 없음
- 본 교과목의 질의응답 게시판 공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기 바람
※ 게시판: https://cs.knou.ac.kr/~jwkim/bbs1.asp

<과제물 제출시 주의사항>
- 빈 파일, 표지만 있는 파일, 타 과목 과제물 파일 등을 제출한 경우 0점 처리
되므로 과제물 제출 직후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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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컴퓨터
교과목명

대상학년

HTML웹프로그래밍

3

<과제명>
1. 서로 다른 3종류의 최근 웹브라우저를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 설명에 포함될 내용 → 예를 들어 사용환경, 특징, 장단점, 인터페이스
구성(화면 구성)의 특장점, HTML5 기능의 지원 정도 등 각자가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서 비교 설명해야 한다.
※ 설명은 각 기준별로 구분해서 서술한다.

2. HTML5.2(https://www.w3.org/TR/html52/)를 기준으로 전역 속성을 모두
찾아서 설명하시오.
※ 설명에 포함될 내용 → 각 속성에 대해서 기능, 사용상의 주의점(있는 경우),
사용 방법을 충분히 설명/이해할 수 있는 예제, 그리고 해당 예제를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과제유형:
공통형

※ 특정 단어로 시작하는 속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형태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한다.
※ 전역 속성은 알파벳순으로 정렬한 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제출 파일 형식: 한글, MS-Word
※ 한글 기준: 글자 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 파일 용량: 5MB 이내
- 작성 분량: 4쪽 이상~10쪽 이하 (A4 기준, 1쪽 표지는 제외)
- 시스템에 의한 표절 비율에 따라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지시사항은 본 교과목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되므로 반드시 게시판의 공지글을 확인한 후 과제물을 작성해야 함. 각
지시사항의 미준수는 감점 처리됨.
※ 과목 질의응답 게시판: https://cs.knou.ac.kr/~kylee/bbs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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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컴퓨터

대상학년

3

교과목명

그래픽커뮤니케이션

<과제명> 포토샵을 이용한 그래픽 작품 제출
* 주제: 『제25회 총장배 영상예술제』 포스터 제작
- 포토샵을 이용해서 『제25회 총장배 영상예술제』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 제출
(포스터를 보고 영상제에 관한 포스터임을 알 수 있으면 됨)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제출 내용
- ‘psd형식’의 그래픽 파일
* 유의사항
- 반드시 기본과제제출과 보조첨부파일에 동시에 올릴 것
(2가지를 함께 업로드 해야 과제 제출이 완료됨)
과제유형:
공통형

-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만든 표지(학번, 이름, 과제명)를 기본과제제출에 업로드할 것
- 포토샵의 레이어와 필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그래픽 작품을 ‘.psd형식’으로 제출
(반드시 압축파일 .zip로 변환해 보조첨부파일에 올릴 것)
- 작품을 주제에 맞추어 제출할 것 (주어진 주제와 다른 주제일 경우 큰 폭의 감점 요인)
- 최소한 5개의 레이어 이용한 파일
- 포토샵의 레이어와 필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그래픽 작품을 .psd형식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
* 사이즈: 주제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설정
- 해상도는 1024 × 768 (가로, 또는 세로 가능) 이상
- 파일 크기는 100Mb 이하
* 영상예술제 포스터 안에 들어가는 개최일시, 장소, 제출방법 등의 텍스트 내용
은 임의로 작성, 주제에 맞는 이미지로 영상예술제 행사 포스터 형식에 맞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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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컴퓨터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정보통신망

<과제 작성 유의 사항>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학번에 따라 다음에 열거되는 최신 기술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정의 및
필요성 장점과 문제점 정보통신망과의 관련성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기술 결론 등으로 서술할 것
.

(1)

; (2)

(3)

;

; (5)

(4)

.

1, 2
A

학번의 끝 번호
선택 문항 형태

3, 4
B

5, 6
C

7, 8
D

9, 0
E

선택해야 하는 문항 학번의 끝번호가 번이면 형
§ 
글 또는
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
줄간격 
글
작성 분량 매
§ 평가는 점 만점으로 하되 과제물의 내용과 형식의 질적인 수준 및 논리성에 따라
평가하고 특히 학생의 독자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표현한 경우 높은 점수로 평가함
§ 표절한 것이 확인된 과제물은 표절의 정도를 고려하여 점 이하 최저
성적 점 까지 성적 처리할 것이므로 주의하기 바람
과제유형: 지정형 (과제물 유형은 학번끝자리로 구분함
§

1,

MS-word

2

A

,

.

(11point),

(130%[

30

]; 1.0[Word]),

(A4 5

)

,

.

10

(0

)

,

.

)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A

형

A

B

D

E

형

형

C

형
형
에 관하여 조사하고
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에 관하여 조사하고
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에 관하여 조사하고 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에 관하여 조사하고
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에 관하여 조사하고
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
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 / B

형
형

형

형

(3,4) / C

Artificial

형

(5,6) / D

(7,8)

/E

(9,0)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

Edge

computing

Edge

computing

.

Internet

of

Things

(IoT)

IoT

.

Immersive

technology

Immersive

.

Block

chain

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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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technology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컴퓨터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프트웨어공학

* 주어진 요건을 참고하여 문1~문2의 답안을 작성하시오
** 아래 한글 또는 MS-word를 사용하고, 1개의 파일에 모든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문1 (20점)
교재(2장, 9장)에서 설명되지 않은 ‘SW 프로세스 모델’ 중 하나를 관련
문헌이나 인터넷 상의 자료를 찾아 조사하여 A4 용지 2쪽 (글자 크기
11pt, 줄간격 160%, 200자 원고지 13~15매 정도) 내외로 알기 쉽게
정리하라.

과제유형:

- 이해를 돕는 표나 그림을 삽입할 것
-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누고 구조적으로 작성하며, 개조식 표현을 자주
사용할 것
- 중요 부분 텍스트에 강조 표시(색상이나 볼드체 등)를 할 것
- 참고한 문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문1의 답안 마지막 부분에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인용 시 기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쓰지 말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 할 것(위키나 네이버 자료를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타인 과제물과의 표절율이 높으면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공통형

문2 (각 5점)
다음 질문 2개를 각각 8~12줄 분량으로 명확하게 답하라.
(a) 반복 진화형 모델과 점증적 모델의 차이는 무엇인가?
(b) 기능점수 방법에서 보정 계수란 무엇인가?
- 중요 부분 텍스트에 강조 표시(색상이나 볼드체 등)를 할 것
- 참고한 문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각 답안의 마지막 부분에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인용 시 기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쓰지 말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서술 할 것(참고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타인 과제물과의 표절율이 높으면 감점 또는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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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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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데이터과학과

□ □중
대상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문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중간과제물(일
1.반학우용-공통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형)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
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
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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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프랑스,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미디어영상, 컴퓨터,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①, ②, …, ⑤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15점)
(가) 정보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개인용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하라.
(라)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참고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 (15점)
(가)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나) 3차원 영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출력 방식을 한 가지 조사하여 설명하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1번, 2번 두 과제를 모두 하나의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함.
(2)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
는 참고문헌(또는 참고사이트) 목록을 작성해야 함.
(3)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
률이 60%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4) QR코드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QR코드생성’이라는 키워드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앱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QR코드를 만드는 과정도 과
제의 일부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음.
(5) 과제물은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내로 하고 한글, MS-Word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이므로 파일은 최대 5M(메가바이트)이내임.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용량이 작은 PNG,
GIF, JPG 파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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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무역,생활과학,통계‧데이터

대상학년

1

교과목명

경영학원론

<과제작성 지시사항>
과제 내용은 5~8 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한 분량, 벗어나는 경우는 감점)
<기본참고자료>
경영학원론 교재와 멀티미디어 강의
<유의사항>
1. 아래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
2. 시중 상업자료 또는 타수강생의 과제물을 표절할 경우 감점 또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할 것.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A형

지난 10여년간 경영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보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학번끝자리 변화를 4가지만 선택하고 그 변화가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2,3,4,5번) 기업의 대처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언론에 소개된 기업관련 기사 중 윤리와 관련된 것을 골라 간략히 설명하고
B형

윤리를 보는 네 가지 관점에 준하여 사례를 평가 비판해보시오.

(학번끝자리 (단, 1.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완료된
6,7,8,9,0번) 사건은 제외하시오. 2. 기사가 실린 매체, 일시를 나타내는
스캔하여 첨부하되 기사 전체를 첨부하지는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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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2학년

교과목명

여론조사의이해

<과제명>
1. (7점) 언론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
하여 논하고, 여론조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A4용지 1매 이내로 기술
하시오.
2. (8점) 2021년 4월 예정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서 공표
된 두 종류의 여론조사를 선택하여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결과 등을 비
교하여 정리하시오. 두 조사 결과에서 지지율 추정값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술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3. (7점) 전화조사, 개별면접조사, 우편조사, 온라인(on-line) 조사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4. (8점) 확률추출법과 비확률추출법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1, 줄간격: 180%(아래한글 기준), 작성 분량: A4기준(표지
포함)으로 6매 이내
- 과제물이 표절인 경우는 0점 처리함
<참고자료>
-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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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
오.(30점)

과제유형: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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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
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과제유형:
공통형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
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 235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3학년

교과목명

통계조사방법론

<과제명>
1. (9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권자의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진다.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의하시오. 이 문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개입하
여 둘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변수가 있다면 예시하시오.
(2) 위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3)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문을 제시하시오.
2. (6점) 다음 물음에 대해서 A4 용지 1매 이내로 설명하시오.
(1) 질문지 작성 원칙 중 가치중립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가치중립성이 없는 질문
을 하는 경우에 응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질문지를 작성할 때 문항배열시 고려사항을 정리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3. (6점) 최근 통계조사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웹조사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웹조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해석상 유의할 점, 이 조사방법이 유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A4 용지 1매 이내)
4. (9점) 관심 주제를 선택하여 질문지(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 포함 20문항 내외)를 작
성하시오. 질문지는 인사말을 포함해야 하며, 보기 좋게 편집하시오.
∙ 예시 주제(본인의 관심 주제로 선택해도 무방함)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조사, 선거관련 여론조사 등
- 방송대인의 학습활동 실태조사(입학동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습방법, 학습시간,
스터디 활동, 매체강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
-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가입 현황 및 의식 조사(현재 가입한 보험 종류, 선택기준,
관심 내용, 보험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등)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1, 줄간격: 180%(아래한글 기준), 작성 분량: A4기준(표지 포함)으로
6매 이내
- 과제물이 표절인 경우는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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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3

교과목명

통계패키지

<통계패키지 과제물>
1. 연습문제 1장 3번, 4번(p.29)
2. 연습문제 2장 5번, 6번 (p.88)
3. 연습문제 3장 1번 (p.127)
4. 연습문제 4장 4번 (p. 159)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를 사용하여 과제물을 작성,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파일을
제출하기 바람.
- 필요한 출력결과를 화면 캡쳐하여 과제물에 첨부하기 바람.
과제유형:
공통형

- 출력결과 해석에 필요한 설명을 반드시 더하기 바람.
- 다른 학생의 과제 표절이 확인되면 모두 0점 처리함.
- 제출된 과제를 다음과 같은 하나의 통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후 제출해도 됩니다.
SAS, SPSS, R, Python, eStat
<참고사항>
SAS : SAS University Edition 사용가능
https://www.sas.com/ko_kr/software/university-edition/download-software.html)

SPSS : 평가판 사용 가능 (사용기한 제약 있음)
R : 무료 다운

(www.r-project.org)

Python : 무료다운 (www.anaconda.com)
eStat (www.estat.me - 크롬에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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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한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생활(식품), 데이터‧통계
3

교과
목명

인터넷생활윤리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나의 디지털 생활 점검과 개선하기(30점 만점)
1.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사전): 검사 결과 제시(캡쳐하거나, 결과 내용)
2.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점검(업무와 무관한 내용과 시간대)
- 가: 사용 방식과 그로 인한 문제점 결과 설명
- 나: 문제 해결 방법 찾아보기 및 결정
3. 주체적 디지털 생활 1주일 실천(휴일 포함) 일지 작성
: 일자별로 실천 내용과 감상 등을 제시
4.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사후)
5. 분석 및 향후 계획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 한글이나 MS-Word로 작성하되, 프로그램 실행 후 편집 양식(글자모양, 줄간격 등)을
변경하지 않음(단, 글자크기는 11, 필요한 경우 ‘진하게’나 ‘밑줄’ 등 사용 가능)
- 표지 만들지 않음.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음)
-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메뉴 “과의존이란?”-메뉴 “스마트폰
과의존척도” - 검사 결과 캡쳐하여 첨부
*PC win10은 링크 참고(https://hse30.tistory.com/63#200)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모델명’과 ‘캡쳐 방법’으로 검색 가능
- 필요한 경우, 다양한 어플을 사용할 수 있음
: 스마트폰 중독 방지, 인터넷 중독 예방 등으로 검색 후 다운
- 직접 활동 과제이므로 표절 수준을 강력하게 점검하여 감점 혹은 0점 처리될 수 있음(시중
자료나 타인의 과제물을 참고할 경우 등)
* 과제물 제출 형식 예시 (분량: 3-4페이지)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인터넷생활윤리 출석대체 과제물 – 나의 디지털 생활 개선
3.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결과
4.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점검
가. 사용 방식과 문제점
나. 문제 해결방법
3. 주체적 디지털 생활 1주일 실천기(일자별)
4.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결과
5. 분석 및 향후 계획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참고문헌> 추천 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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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데이터마이닝

※ 반드시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총 4문제)
1. 데이터마이닝은 학습의 방법에 따라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각 학습
방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어떤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이 포함되는지 기술하시오. (5점)
2. R에 내장된 보스턴하우징 데이터를 변형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합하고자 한다.
새로운 목표변수 y를 medv가 21보다 큰 경우 “H”로, medv가 21보다 작거나 같은 경
우 “L”로 설정하여 모형을 적합하고 결과를 해석하라. (단, medv는 모형에서 제외) (10
점)
*힌트: R 코드 Boston$y <- ifelse(Boston$medv>21,"H","L") 를 활용하고 교재 참고
3. 아래와 같은 분할표가 주어져 있을 때, (1)에서 (5)까지 작업을 수행하시오.(총 10점,
각 문항당 2점) 단, Y는 출력변수이고 X1과 X2는 입력변수이다. (입력변수와 출력변수
모두 범주형 변수임에 유의하시오. 즉, 출력변수 Y=1일 때, X1=범주1이고 X2=범주1
인 관측치는 2개라는 의미임)
Y=1
Y=0

과제유형:
공통형

(1) 위와 같이 범주형 변수 X1과 X2로 구성된 데이터에서 이 변수들이 서로 관계가 있
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시오. (단, 문제(1)은 Y=1
인 좌측 표에 한정하여 귀무가설을 제시하고 검정통계량을 계산하시오. 통계학개론
참고)
(2) 위 분할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데이터의 형태를 재구성하시오.
X1
1
1
1
1
1

X2 Y
1 1
1 1
2 1
2 1
2 1
…
3 3 0

(3) 지니지수를 이용하여 최적의 분리점을 찾으시오.(산식을 이용하여 손으로 계산해도
좋고 R 코드를 이용하여 산출해도 좋음)
(4) 뿌리노드가 한번 분할된 분류나무를 생성하고, 두 자식노드에서 관찰치들의 집단별
빈도를 밝히시오.(산식을 이용하여 손으로 계산해도 좋고 R 코드를 이용하여 산출해
도 좋음)
(5) 위에서 생성된 분류나무의 오분류율을 계산하시오. (산식을 이용하여 손으로 계산해
도 좋고 R 코드를 이용하여 산출해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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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통계·데이터
4학년

교과목명

데이터마이닝

4. 배깅, 부스팅, 랜덤포레스트 중에서 극단값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앙상블 방법은 무
엇인지 쓰고, 그 이유를 상세히 서술하라. (5점)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PDF 파일 제출도 가능)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분량(A4기준) : 표지 제외 10매 내외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교재, 기타문헌 및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여 찾은 내용은 그대로 기술하지 말고 최대한 독창적으로 요약
하고 재 기술할 것
- 실습 문제는 R을 이용하되, ①실행코드(프로그램 실행 화면캡쳐 제출 가능)와 ②
코드 설명 및 ③결과 해석 등을 모두 제시할 것
<참고문헌>
- 데이터마이닝 (장영재, 김현중, 조형준(2016), KNO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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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신뢰성공학

<과제명> 신뢰성공학 중간과제물 문제
1. 신뢰성평가센터가 있는 연구원(예를 들어, 한국기계연구원)을 검색하여, 해당
신뢰성평가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라(10점).
2. 어느 아이템 50개에 대한 수명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히스
토그램을 이용하여 수명분포    를 추정하고, 불신뢰도    , 신뢰도    , 고장
률    를 도시하라(10점).
5.2, 5.5, 5.5, 4.1, 3.6, 4.2, 4.3, 5.0, 4.1, 4.5
4.2, 4.8, 5.0, 4.5, 5.2, 5.5, 5.2, 5.2, 4.4, 4.9
과제유형:

4.5, 5.5, 5.5, 5.1, 5.6, 5.4, 4.8, 5.3, 5.0, 4.5

공통형

5.1, 4.8, 5.0, 5.4, 5.1, 5.6, 4.5, 5.3, 4.9, 5.1
5.1. 4.9, 5.2, 4.9, 4.7, 5.6, 5.5, 4.7, 5.0, 6.0 (단위: 시간)
3. 미국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신뢰
성 및 보전성 표준인 NASA-STD-8729.1를 검색하여, NASA에서는 우주선의 신뢰
성 및 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하라(10점).
<참고문헌>
- 교재
-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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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
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문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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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통계·데이터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생산관리

<과제명>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총괄생산계획을 수립하시오.
정보는 과제 제출 정시 마감 2주 前(D-14)
유노캠퍼스 교과목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정보를 이용하여 수립한 모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어떤 방법으로 풀이했는지 풀이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 전략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결과를 제출하고 해석해야 함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hwp), MS word(.doc 또는 .docx)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분량(A4기준) 5매 이내 준수
- 답안과 함께 문제에서 요구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답안만 있고 설명이 없는 경우 해당 답안은 표절로 간주될 수 있음
과제유형:
공통형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 개인 블로그 등 출처가 부정확한 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말 것
- ㅎ캠퍼스, ㅋ캠퍼스, ㄴ캠퍼스 등 상용 자료를 이용하지 말 것
- 참고문헌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것
<참고문헌>
- 문상원·박지영 (2018). <생산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문상원 (2018). <생산관리 워크북>,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문상원·이성철·최강화 (2016). <경영의사결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문상원 (2016). <경영의사결정론 워크북>,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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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과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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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농학,관광,보건

대상학년

1학년

교과목명

숲과삶

<과제명>
현재 백두대간의 자원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래의 백두대간 자원
의 가치 증진을 위한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물은 ‘일반학우용’과 ‘재소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반드시 본인에
해당하는 과제물을 작성할 것
- 글자크기 10 point(본문), 줄간격 160%, 작성 분량 : A4 5장, 표지제외
- 논문형식(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기술할 것
- 목차,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자료를 참고‧인용할 경우 감점
- 학생간 표절 및 인터넷 자료를 비롯한 기타 문헌 표절 시 채점 불가
- 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채점 불가
문제유형: - 과제의 핵심, 과제작성지시 사항을 벗어난 내용은 감점
공통형

- 수필형, 기행문형, 일기문형 등 논문형식을 벗어난 과제물은 감점 또는 채점 불가
- 보도기사는 학술적인 자료와 다르므로 참고‧인용을 지양할 것
- 작성파일 : 아래한글, MS워드
<참고문헌>
1. 박미호 등, 2018, 숲과 삶,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한국환경생태학회·산림청, 2004,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수립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3. 국립공원관리공단, 2006, (보호지역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백두대간 실태 조사
보고서
4. 이임균·임종환, 2007,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산림정
책연구회, 제48호, pp.30-39
5. 산림청, 2001,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방안 조사 연구
6. 최길본, 2004, 백두대간 보호정책방향, 지방자치. 통권192호, pp.52-59
7. 기타 관련서적 및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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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보건환경

대상학년

1

교과목명

보건영양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A~C형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세요.<과제유형: 공통형>
- A4 용지 5장 내외 분량(표지 제외)으로 작성한다(글씨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160%).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
- 자신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인용한 부분은 본문 중(예. 해당 문장 끝의 괄호 안)에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과제물
뒷부분에도 참고문헌으로 따로 모아 정리한다.
- 인터넷 문서나 다른 학우의 과제물을 그대로 또는 일부만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최하 등급을
부여하므로 주의한다.
사례 1. 부산지역 학우의 과제물과 서울지역 학우의 과제물이 매우 유사할 경우 두 학우에게
모두 최하 등급을 부여함
사례 2. 인터넷 상으로 완성된 문서를 구입하거나 (예. 해피캠퍼스, 레포트 월드 등) 다운받아
그대로 제출하거나 일부 단어와 문장을 교체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최하 등급을
부여함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 또는 직장에서 수행하는 보건영양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조
A형

사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그 근거로 제시해
보세요. (30점)
[힌트: 참고한 문헌이나 웹사이트 등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식생활을 3일 동안 식사기록법으로 조사하고(음식

B형

사진을 첨부할 것), 결과를 분석해 보세요. (30점)
[힌트: 참고한 문헌이나 웹사이트 등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전문학술지(예. 한국영양학회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등 다수)에 발표된
보건영양 관련 논문 하나를 선택하여 읽은 후 다음을 수행하세요. 1) 논문에 나오는
용어 정리, 2) 논문의 주요 내용 요약, 3) 연구 내용에 대한 평가(본인의 의견) (30

C형

점)
[힌트: 논문이 수록된 학회지명, 호수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1), 2), 3)에 모두
같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참고한 문헌이나 웹사이트 등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
여야 합니다.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은 상담게시판의 자료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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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과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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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교육,청소년,유아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A4 용지 3쪽 이내
- 글자크기 11, 글간격 160(한글, MS워드)
- 과제물 채점시에 자동적으로 표절이 체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타인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낄 경우 성적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강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워크북>을 참
조할 것.
- 강의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교재는 보다 깊이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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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보건환경

대상학년

2

교과목명

수질관리

<과제물 범위 : 교재 1~3장, 강의 1~4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물은 아래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한다.
- 과제물의 기본 형식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과제물 서식을 따르되, 가능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한다.
- 글자 크기: 12pt, 줄간격: 160%, 작성 분량(A4 기준, 표지 포함): 4장 이내
- 표절 금지: 과제물 평가 이전에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과 외부자료 및 다른 학생 과제물 간의
상호 표절 검사를 통해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절대 표절해서는 안 됨.
- 교재 및 강의 내용 외의 문헌자료를 찾아 작성하면 평가시 추가 점수가 부여된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또는 환경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 홈피 참고)
- 환경부, 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환경부 홈피 참고)
- 기타 관련 서적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1. 우리나라의 강우특성 및 유출특성을 말하고, 국토교통부(또는 환경부) 및 각 지자
A형

체의 가장 최근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및 학생
거주지역(시군 또는 광역시단위 기준)의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현황을 비교 설명

(학번끝자리
1, 2번)

하라. (20점)
2. 지하수인 천층수와 심층수를 구분하고 특성을 비교하라. (10점)

1. 우리나라의 강우특성 및 유출특성을 말하고, 국토교통부(또는 환경부) 및 각 지자
B형
(학번끝자리

3, 4번)

체의 가장 최근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및 학생
거주지역(시군 또는 광역시단위 기준)의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현황을 비교 설명
하라. (20점)
2. 먹는 물 수질기준 중 소독 부산물에 해당되는 각 항목의 수질기준을 말하고, 이
중 최소한 4가지 이상 항목에 대해 특성 및 유해성을 설명하라.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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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강우특성 및 유출특성을 말하고, 국토교통부(또는 환경부) 및 각 지자
C형

체의 가장 최근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및 학생
거주지역(시군 또는 광역시단위 기준)의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현황을 비교 설명

(학번끝자리
5, 6번)

하라. (20점)
2.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생활환경기준)중 좋음(Good) 등급에 대한 수
질기준, 수질상태 및 생물학적 특성을 설명하라.(10점)

1. 우리나라의 강우특성 및 유출특성을 말하고, 국토교통부(또는 환경부) 및 각 지자
D형

체의 가장 최근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및 학생
거주지역(시군 또는 광역시단위 기준)의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현황을 비교 설명

(학번끝자리
7, 8번)

하라. (20점)
2. 먹는 물 수질기준 중 휘발성 유기물질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수질기준을 말하고,
이중 최소한 4가지 이상 항목에 대해 특성 및 유해성을 설명하라. (10점)

1. 우리나라의 강우특성 및 유출특성을 말하고, 국토교통부(또는 환경부) 및 각 지자
E형
(학번끝자리

체의 가장 최근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및 학생
거주지역(시군 또는 광역시단위 기준)의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현황을 비교 설명
하라. (20점)

9, 0번)

2.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 종류 및 특징에 대해 말하라.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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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보건환경
교과목명

대상학년

환경생화학

2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 (아래한글 기준 폰트:12, 줄간격:160%)
- 표지 포함 A4 7페이지
- 각 강의 내용은 별도의 페이지에 정리하고, 표지 제외 총 150줄 이상이어야 함.
- 서술식으로 정리할 것.(개조식으로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점함)
- 본인의 언어로 기술할 것. (상용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제출물뿐 아니라 교재 내용을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기술하여 표절 검사에서 다른 학생의 제출물과 일치율이
높은 제출물도 감점함.)
<참고문헌>
- 환경생화학, 방송대 출판문화원

<과제유형: 공통형> 학번 구분 없이 동일 유형임.
<과제명> ‘환경생화학’ 동영상 강의(1~6강)에서 다룬 주요 학습 내용을 각 강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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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보건환경

대상학년

3

교과목명

건강보험론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1p, 줄 간격: 130%, 작성 분량: A4기준 3-5페이지
- 과제물의 기본 형식 갖출 것
- 상업용 및 학습자 간 표절 시 성적 미부여(F처리)
<참고문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 기타 건강보험론, 의료보장론 등의 서적, 관련 공공기관의 보고서 및 싸이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
<과제유형:지정형>

A형: 학번 끝자리 수 홀수 / B형: 학번 끝자리수 짝수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A형
(학번끝자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
시오.(30점)

1,3,5,7,9번)

B형
(학번끝자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
보시오.(30점)

0,2,4,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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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보건환경
교과목명

대상학년

대기오염관리

3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 (아래한글 기준 폰트:12, 줄간격:160%)
- 표지 포함 A4 7페이지
- 각 문제는 별도의 페이지에 기술하고, 표지 제외 총 100줄 이상이어야 함.
- 1강에 대한 문제는 계산 문제로 만들 것.
- 예시와 같이 각 문제 앞부분에 동영상 강의의 차수를 표시하고, 문제의 정답 및
해설(계산 문제의 경우 풀이 과정 포함)을 제시할 것.
- 예시: 2강) 스모그에 대하여 ...
정답 및 해설) 런던형 스모그는 ...
- 객관식 또는 단답형 문제의 형태로 제출할 경우 부분 점수 없음.
- 본인의 언어로 기술할 것. (상용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제출물뿐 아니라 교재 내용을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기술하여 표절 검사에서 다른 학생의 제출물과 일치율이
높은 제출물도 감점함.)
<참고문헌>
- 대기오염관리, 방송대 출판문화원

<과제유형: 공통형> 학번 구분 없이 동일 유형임.
<과제명> ‘대기오염관리’ 동영상 강의(1~6강)에서 다룬 내용에 대하여 각 강의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서술식 문제 6개를 만들어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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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보건환경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산업안전

<과제유형: 공통형> 학번 구분 없이 동일 유형임.
<과제명> ‘산업안전’ 동영상 강의(1~4강)에서 다룬 내용에 대하여 각 강의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서술식 문제 4개를 만들어 제출하시오. (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과제물은 아래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
- 과제물의 기본형식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과제물 서식을 따르되,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
-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4장 이내
- 문제에 해당 내용을 다룬 동영상 강의의 차수를 표시할 것.
- 각 문제의 답(자세한 해설)을 제시할 것.
- 객관식 또는 단답형 문제의 형태로 제출할 경우 부분 점수 없음.
- 표절 금지: 과제물 평가 이전에 표절 여부를 조사함

<참고문헌>
- 산업안전, 방송대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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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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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보건, 문화교양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과제명>
교재 10쪽을 보면 다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교재의 내용을 참조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중의 사례를 찾아 그들을 한 데 엮어 주었던
사안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이 했던 공동 행동은 어떤 것이었고 공동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보십시
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0 또는 11 포인트, 줄간격 160, (표지를 제외하고 A4 2-3장으로
서술)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며
표절시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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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간호,보건

대상학년

4

교과목명

보건교육

<과제명>
1.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작성하시오(10점).
1) 건강신념모형의 주요 개념에 대해 기술하시오(5점).
2) 본인의 건강문제나 생활습관관련 행위 특성을 설명하고, 이 모형의 주요 요소
를 적용하여 설명하시오.(5점)
2. 건강증진이론을 적용하여 작성하시오(10점)
1) 건강증진이론의 구성요소에 대해 기술하시오(5점).
2) 본인의 건강문제나 생활습관관련 행위양상에 대해 이 모형의 주요 요소를 적용
하여 설명하시오(5점)
3. 위 두 모형의 차이를 설명하고, 적용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시오(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 파일 사용하여 작성함
- 글자크기, 줄간격, 작성 분량
아래한글: 10, 180, A4기준 5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과제유형:
공통형

MS word: 10, 1.15~1.25, A4기준 5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1. 각 문제에 배당된 점수기준을 중심으로 1번 10점, 2번 10점, 3번 10점씩 배분하여
평가함.
2. 과제작성은 서술형으로 작성함.
3. 과제주제별 관련내용에 대해 요약을 제시한 후, 본인에게 적용하여 제시함
4. 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본인
의 상황에 잘 적용되었는지 포함되어야 함.
5. 본인의 의견이 제시된 결론을 제시하여야 함.
6. 참고문헌을 제시하여야 함.
7. 표절률을 참고로 하여 감점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참고문헌>
- 김영임, 박영임, 이규영(2019). 보건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원
- 김영임(2019) 보건교육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원
- 김영임, 정혜선, 박영임(2007), 건강증진이론과 적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원
- 박영임,유대숭, 김인자, 이인숙(2006),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수문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5),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교육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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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간호학과
3학년
<과제명>

교과목명

기초간호과학

1.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정의, 증상, 예방법을 제시하고, 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위한 간호 사정, 진단, 중재, 기대효과를 기술하
시오(각 2개 이상). (15점)
2. 1)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의 발생기전 및 치료방법(약물치료 시
약리기전 제시)을 제시하고, 2) ITP 환자를 위한 간호 사정, 진단, 중재, 기
대효과를 기술하시오(각 2개 이상).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1 포인트, 줄간격: 160% (MS word: 1.0),
과제유형:
공통형

작성 분량: A4기준, 5매 이내(표지 불포함)
- 작성 형식
1. 서론: 문제의 주제어와 관련된 간략한 개요
2. 본론: 문제에 대한 답변
3. 결론: 작성 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본인의 생각
1. 참고문헌 제시: 참고한 문헌 모두 기재(교재 포함),
작성 형식은 교재 303-304쪽 참고
- 주의사항: 과제물 평가 시 채점위원이 표절률을 확인하니,
표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과제물은 2021년에 개편된 교재를 참고하여 작성할 것
<참고문헌>
- 이수진, 최명애, 안경주(2021). 기초간호과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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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간호학과
3학년

교과목명

정신건강과간호

<과제명>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사고가 우리의 정서적 반응
과 행동을 유발한다.
1) 강한 감정을 경험한 최근 사건 두가지를 기억하여 그때의 자동적 사고와
감정, 행동을 구분하여 기술하시오(20점)
자신이

과제유형:
공통형

사

례⓵

사

례⓶

경험한 사건

자동적 사고

감정

행동

2) 자신이 경험한 사례에 대하여 인지행동치료기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1)의
사례에 대해 교재 320쪽~325쪽에서 제시한 인지행동치료기법 중에서 중
복되지 않도록 각 한 개를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에
게 적용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시오(10점).
자신이
사

례⓵

사

례⓶

경험한 사건

치

인지행동 료기법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계획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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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반드시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PDF파일은 0점 처리
◯ 글자크기, 줄간격, 작성 분량 ; 한글-글자크기 11, 줄간격 200%, 워드-글
자 크기 11, 줄간격 1.5, 기타 기본서식, A4 기준 표지 포함 4매 이내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 참고문헌 목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감점, 참조한 참고문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시할 것; 참고문헌 작성
양식은 교재 정신건강과 간호(2019) 376쪽 이하 참조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제시 ; 없음, 서론, 본론, 결론 형식 불필요; 표는 과
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제시한 표 형식으로 제출하
지 않아도 무방함, 단 해당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감점
◯ 학생 간 표절 또는 상업물 표절 시 해당 학생 모두 최하 점수 부여 ; ※
문헌을 인용할 경우는 직접인용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와 실제 인
용 원문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기술할 것 즉, 본문에서는 큰 따옴표 “

과제유형:

”(출처)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보고서 마지막에도 참고문헌 목록을 제시;

공통형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고 참고만 한 경우는 참고문헌 목록에만 제시
◯ 유의사항 ;
§

접수번호만 있고 실제 업로드 파일이 없는 경우, 표지만 있는 빈 파일인
경우, 다른 교과목 과제물이 제출된 경우는 모두 0점 처리

§

보고서 내용에 타인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2page>

<참고문헌>
◯ 박영숙·장선주(2019). 정신건강과 간호.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
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knou.ac.kr/ ->전자자료->국
내전자도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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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간호,유아교육

대상학년

3

교과목명

글쓰기

<과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
될 수 있음.

- 261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간호학과

대상학년

3

교과목명

가족건강간호학

<과제명>
1. 가족건강이론을 적용하여 작성하시오(10점).
1) 가족기능 유형의 주요 개념에 대해 기술하시오(5점).
2) 본인의 가족구성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기능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5점)
2. 가족발달이론을 적용하여 작성하시오(10점)
1) 듀발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에 대해 기술하시오(5점).
2) 본인의 가족발달단계에 따른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설명하시오(5점)
3. 위 가족기능과 가족발달이론 적용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시오(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 파일 사용하여 작성함
- 글자크기, 줄간격, 작성 분량
아래한글: 10, 180, A4기준 5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공통

MS word: 10, 1.15~1.25, A4기준 5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1. 각 문제에 배당된 점수기준을 중심으로 1번 10점, 2번 10점, 3번 10점씩 배분하
여 평가함.
2. 과제작성은 서술형으로 작성함.
3. 주제별 관련내용에 대해 요약을 제시한 후, 본인에게 적용하여 제시함
4. 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본인의 상황을 잘 적용하였는지 포함되어야 함.
5. 본인의 의견이 제시된 결론을 제시하여야 함.
6. 참고문헌을 제시하여야 함.
7. 표절률을 참고로 하여 감점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참고문헌>
- 김영임, 윤순녕, 김숙영(2017). 가족건강간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원
- 김영임(2017) 가족건강간호학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원
- 유영주, 이순형, 홍숙자(1991)가족발달학, 교문사
- 최재석(1982), 현대 가족연구, 일지사
-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태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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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간호학과
3

교과목명

간호연구

<과제명, 총 6문항>
1. 양적 연구방법은 간호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양적 연구의 특성
4가지를 쓰고, 각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시오(5점).

2. 모든 연구대상자(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등)는 연구에 대해 무엇이든 알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5가지 이상 쓰시오(5점).

3. 관심있는 연구문제를 선정한 후에는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
결정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 3
가지를 쓰고, 각각을 상세히 설명하시오(5점).
과제유형:
공통형
4. 다음 변수의 척도 수준을 쓰시오(각 1점).
① 통증 강도(거의 없다, 보통이다, 심하다)
② 혈액형
③ 체온
④ 키
⑤ 체중

5. 서술통계의 정의와 2가지 큰 기능에 관해 설명하시오(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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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기입하시오(각 1점).
(순서에 맞춰 기입할 것)
Ÿ

연구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단을 (
그중에서 조사대상으로 채택된 일부를 ( ⓑ

Ÿ

ⓐ

)이라고 하며,

)이라고 한다.

변수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둘로 나뉠 수 있다. ( ⓒ

)는

다른 변수의 뜻이나 상태 또는 분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이며, ( ⓓ
Ÿ

)는 ( ⓒ

)에 의해 설명되는 변수이다.

자료의 특징을 대표하는 통계적 수치를 중심경향값이라고 한다.
최빈값은 비도수가 가장 많은 관찰값이며,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
서로 나열할 때 가운데 위치하는 관찰값이다. (

ⓔ

)은 관찰값을

합한 후에 관찰 수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과제유형:
공통형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문제의 특성상 표절 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1)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2) 짧은 문장 기술을 제외한 단답형 답안의 오타는 오답으로 채점함
3) 정답이 2개 이상인 문항은 답안 순서도 일치해야 함
<참고문헌>
- 이상미, 정성희 공저(2015). 노인간호학.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간호연구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이
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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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무역,미디어,관광,농학,생활(식품영양)
,생활(의류패션),컴퓨터,정보,간호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활과건강

4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
여 각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
이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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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간호학과

대상학년

4학년

교과목명

성인간호학

<과제유형:공통형>
<과제명>
1. 경장영맥 지원방법의 유형과 영양액 종류, 보관 및 오염 예방 방법, 주입방법 및 합병
증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2.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을 제시하고 각각의 간호중재방법을 서술하시오. (10점)
3. 홍○○ 환자는 50세 남성으로 10년 전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경구혈당강하제를 복
용하면서 정상 혈당 수준을 유지해왔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과거에 비
해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게 되면서 혈당수치가 정상범위 더
높게 나타나 인슐린 투여를 고려하게 되었다. 해당 환자의 당뇨병 자기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한 간호교육 내용을 제시하시오. 또한 생리학적 지표 평가
를 포함한 교육효과 평가방법을 기술하시오. (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본 과제의 주요 목적은 성인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간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간호
중재에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교재와 아래 제시된 참고문헌 및 본인
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교재 외에 기타 참고문헌(논문, 전
문서적, 인터넷 학술자료 등, 교과목 홈페이지 및 방송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자료 참고)
을 반드시 반영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작성순서는 전체 과제물에 대한 1) 서론(문제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개요), 2) 본론(3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 3) 결론(답변 작성 내용에 대한 요약 결론 및 본인의 생각), 4) 참고문헌
의 순입니다. 서론, 본론 및 결론은 문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 과제물은 A4용지 5매(글씨 크기 10포인트, 아래한글: 줄 간격 160%, MS word:1 기타 형식은 자유)
내외로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은 『성인간호학』 교재 참고문헌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합니다(교재 참고문헌 목록 참고). 채점위원이 과제물 평가전 표절률을 확인하니, 표절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제출하는 경우, 학생 간 동일한
과제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성인간호학 교재(2018), 병원간호사회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2019), 당뇨병 진료지침(2019) 등
- 병원간호사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국가건강정보포털 웹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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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간호,보건

대상학년

4

교과목명

보건교육

<과제명>
1.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작성하시오(10점).
1) 건강신념모형의 주요 개념에 대해 기술하시오(5점).
2) 본인의 건강문제나 생활습관관련 행위 특성을 설명하고, 이 모형의 주요 요소
를 적용하여 설명하시오.(5점)
2. 건강증진이론을 적용하여 작성하시오(10점)
1) 건강증진이론의 구성요소에 대해 기술하시오(5점).
2) 본인의 건강문제나 생활습관관련 행위양상에 대해 이 모형의 주요 요소를 적용
하여 설명하시오(5점)
3. 위 두 모형의 차이를 설명하고, 적용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시오(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또는 MS word 파일 사용하여 작성함
- 글자크기, 줄간격, 작성 분량
아래한글: 10, 180, A4기준 5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과제유형:
공통형

MS word: 10, 1.15~1.25, A4기준 5페이지 이내 표지 포함
1. 각 문제에 배당된 점수기준을 중심으로 1번 10점, 2번 10점, 3번 10점씩 배분하여
평가함.
2. 과제작성은 서술형으로 작성함.
3. 과제주제별 관련내용에 대해 요약을 제시한 후, 본인에게 적용하여 제시함
4. 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본인
의 상황에 잘 적용되었는지 포함되어야 함.
5. 본인의 의견이 제시된 결론을 제시하여야 함.
6. 참고문헌을 제시하여야 함.
7. 표절률을 참고로 하여 감점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참고문헌>
- 김영임, 박영임, 이규영(2019). 보건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원
- 김영임(2019) 보건교육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원
- 김영임, 정혜선, 박영임(2007), 건강증진이론과 적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원
- 박영임,유대숭, 김인자, 이인숙(2006),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수문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5),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교육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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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간호학과
교과목명

대상학년

전략적간호관리

4학년
<과제명>
1.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구성하게 하는 압력요인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
의 재구성과 맞물려 부상하고 있는 간호 가치와 갈등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또한 미래의 간호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논하시오. (15점).
2. 전략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전략계획의 과정 포함) 하고, 의료조직에 전략
계획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및 전략계획의 장점들을 나열하시오.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본 과제의 주요 목적은 간호관리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간호조직
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교재와 참고문헌
및 본인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과제유형:
공통형

◆ 보고서 전체 분량은 A4용지 4매 내외(글씨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
MS word : 1.15~1.25,기타 형식은 자유) 이내로 제출하십시오.
◆ 또 과제물인 만큼 교과서만 그대로 옮겨 적으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교재 외에 기타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
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채점위원이 과제물을 평가하기 전에 표절율을 확인하니 표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순서는 전체 과제물에 대한 1) 서론(문제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개요),
2) 본론 ( 문제에 대한 답변), 3) 결론(답변 작성 내용에 대한 요약 결론 및
본인의 생각), 4) 참고문헌의 순입니다.
[참고문헌]
교과서와 관련 문헌. 참고문헌 작성 방법은 APA style(교과서에 제시된 참고
문헌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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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프랑스,일본,법학,미디어,교육,유아교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세계의역사

1
<과제명>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의 역사>를 수강하면서 생각하게 된 바람직한 <세계
의 역사> 학습방향 및 학습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식: 한글(HWP) 또는 MS-Word
- 분량: A4 3매 (200자 원고지 20쪽)이상(상한선 없음)
(제목과 목차 등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
- 글씨체 : 바탕체
- 글자크기 : 11P
- 줄간격 : 160%

과제유형:
공통형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
로 풀어나가시오.
-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으니, 완벽한 문단과 문장을 구성해주기
바랍니다.
- 표절 판명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굳이 필요하면 백과사전 정도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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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교육,청소년,유아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A4 용지 3쪽 이내
- 글자크기 11, 글간격 160(한글, MS워드)
- 과제물 채점시에 자동적으로 표절이 체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타인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낄 경우 성적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강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워크북>을 참
조할 것.
- 강의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교재는 보다 깊이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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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과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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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

과제유형
:공통형

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있
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하
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
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 272 -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
오.(30점)

과제유형: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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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

대상학년

2

교과목명

다문화교육론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2번 문제 모두 작성 (총 30점)
1. 다문화교육의 원리는 무엇이며, 이는 자신이 생각해왔던 교육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혹은
유사한가? (15점)
2. 벵크스나 베넷의 교육 원리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교육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한글, MS word 파일 사용 가능
- 한글파일 기준 10~11포인트, 행간 160
- 과제물 서식을 활용하며, 각 문제당 A4 1매가 넘지 않도록(총 2매)
- 교재를 포함하여 참고문헌 제시(작성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모든 표절(상용자료 표절 및 학습자간 표절)은 추가 감점하며 80%이상은 0점 처리함

<참고문헌>
- 다문화교육론 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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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성인학습및상담론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본주의 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비교·설명하고,
각 이론이 성인학습에 공헌 또는 시사하는 바를 논하시오. (30점 만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표지 포함 A4 용지 7매 내외로 작성.
2. 글자 크기는 한글 10~11 point.
3. <목차>와 <참고문헌>을 반드시 제시할 것.
4. 보고서의 형식은 서론(도입부)-본론-결론(마무리)의 기본적인 형식을 취할 것.
5. 목차의 구성은 서론-본론-결론과 같이 개략적인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본론 부분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 등 작성자의 창의적 작업임.
6.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 출처를 본문 중에 밝히고 참고문헌에 수록할 것.
7. 과제 제출시 타 교과목의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빈 파일을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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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

대상학년

3

교과목명

노인교육론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1. 본인은 몇 살부터 ’노인‘으로 불려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장 분량, 10점)
2.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노인은 어떤 사람인가(1-5장)’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노인교육
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과 기대성과를 세 가지로 제시해 보십시오. (1장 분량, 10점)
3. 1부 <영화 속 시니어월드>에 소개된 영화 4편 중 한 편을 보고 노인교육론 학습자로서
의 감상을 기술하십시오. (1장 분량, 1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한글, MS word 파일 사용 가능
- 한글 11포인트, 행간 160, 작성 분량- A4기준, 총 3매 정도
(각 문제 당 1장 정도가 최적이며 총 분량 최대 5매 이상 초과하지 말것)
- 교재를 포함하여 참고문헌 반드시 제시(작성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모든 표절(상용자료 표절 및 학습자간 표절)은 추가 감점하며 80%이상은 0점 처리함
- 서론-본론-결론 구성없이 바로 문제에 대한 답을 할 것

<참고문헌>
- 노인교육론 1-5장
- 노인에 대한 각종 신문기사 및 보고서, 논문 참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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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3

대상학년

사회복지4

교과목명

학교사회복지론

<과제명> 코로나19와 학교사회복지
1)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을 설명하시오.
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를 한 곳 선정하여, 학교명, 주소, 학교 및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기술하시오.
3)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 학교와 학생들이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과 지원할 내용을 찾아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제안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작성분량(A4기준 5~6매, 표지 포함)
- 공통문항이며 1)~3)의 모든 내용이 과제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제유형:
공통형

- 반드시 지역명과 학교명을 명시하고, 학교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신문기사,
서적 및 논문, 인터뷰 등에 근거하여 과제를 작성하고 출처를 밝히시오.
- 표절율에 따라 감점되며, 특히 표절율 50% 이상은 0점처리합니다.

<참고문헌>
- 유해숙, 김영빈 (2015). 학교사회복지. 방송대 출판문화원.
- 학교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관련 서적 및 논문, 신문기사
- 학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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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과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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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청소년,유아교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자원봉사론

4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과제물은 전체 공통으로 한다.
- 교재나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과제물을 작성하되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시기 바람. (A4 3 ~ 5 매 정도 )

<참고문헌>
- 이해주외, 자원봉사론.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 기타 자원봉사 관련 논문이나 저널 참고.
<과제명>
1.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특징과 함께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을 기술해 보십시오.
2.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 자원활동이 더 필요한 집단과 대상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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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

대상학년

4

교과목명

교육고전의이해

<과제명>
『교육고전의 이해』교재에 소개된 고전 중 1권을 선택하여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 5매 내외)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 단순히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기 보다는 그 책을 통하여 자신의 교육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작성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조화태, 권영민. 『교육고전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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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

대상학년

4

교과목명

가족교육론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코로나19와 가족교육
1) 가족구성원인 한 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겪는 가족 문제를 조사하시오.
- 면담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연령, 성별, 직업 등)
- 대상자 가족의 유형 및 특징
- 대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가족들의 어려움과 문제
2) 1)에서 발견한 가족 문제를 예방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시오.
- 면담 대상자의 가족 문제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및 방법 선정
- 6시간 분량의 가족교육 프로그램 구성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작성분량(A4기준 5~6매, 표지 포함)
- 공통문항이며 1)~2)의 모든 내용이 과제물에 포함되어야 함
-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주변의 특정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해도 됨
- 적절한 기존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 내용을 근거를 밝혀 제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도 됨
- 참고하거나 인용한 모든 자료의 출처를 밝힐 것
- 표절율에 따라 감점처리함

<참고문헌>
- 김형태, 김영빈 (2016). 가족교육론. 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 가족교육 관련 서적 및 논문, 인터넷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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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교육,청소년,유아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A4 용지 3쪽 이내
- 글자크기 11, 글간격 160(한글, MS워드)
- 과제물 채점시에 자동적으로 표절이 체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타인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낄 경우 성적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강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워크북>을 참
조할 것.
- 강의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교재는 보다 깊이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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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청소년
1
<과제명>

교과목명

청소년리더십개발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와 일반적인 상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시오. 그리고 자신
이 살아온 경험들 속에서 ‘리더십의 근원적 상태’였던 순간을 떠올려 보고, 그때
자신은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 pdf 중 하나의 형식을 선정하여 제출합니다.
- 수업내용을 정리한 뒤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작성하되, ‘본인의 경험과 생
각’이 전체 과제물 분량의 50%를 넘어야 합니다.
- 유사도율(표절률)이 60%를 초과하면, 1%당 1점이 감점됩니다.
예를 들면, 유사도율(표절률)이 70%면, 기본적으로 10점이 감점됩니다.
- 수업내용을 정리할 때,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인용 규칙에 따라 본문에 표기하고, 참고문헌을 작
성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의 22쪽, 참
과제유형:
공통형

고문헌의 예 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론‧본론‧결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며,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 분량: 표지,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으로만 A4 3페이지 이상을 작성합니
다. 2페이지일 경우 10점, 1페이지일 경우 20점 감점됩니다.
- 편집(한글기준): 기본(A4)/ 여백: 왼쪽･오른쪽 20, 위쪽 30, 아래쪽 25, 머리
말･꼬리말 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60%.
MS-word의 경우, 한글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집용지를 설정합니다.
- 서술형(줄글)으로 작성합니다. 개조식으로 작성 시, 감점됩니다.
(개조식은 앞에 번호나 기호를 붙이면서 짧게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 상업용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면 0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 자료
를 활용하여 작성하면, 관련된 모든 학생이 0점 처리됩니다.
<참고문헌>
-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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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청소년

대상학년

1

교과목명

학교교육과청소년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및 프로그램 분석(30점)
1.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전체) 2개를 수집한 후, 다음 사항을 정리한다.
(가)학교 별 프로그램 구성을 요약한다.
(나)구성의 문제점과 그 근거를 3가지 이상 서술한다.
2. 자신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1가지를 선택한다.
(가) 해당 프로그램의 기존 자료를 검색한 후 대상과 주차별 내용을 요약 제시한다.
(나) 해당 프로그램이 청소년과 보호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3가지와 그
이유를 제시한다.
■ 과제물 작성 참고 양식(예시)
1.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분석
가. 학교명
운영 연도
프로그램 구성 요약

프로그램 문제점과 근거

-문제점 1

-근거

-문제점 2

-근거

-문제점 3

-근거

나. 학교명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계
가. 프로그램명과 대상, 주차별 구성 내용 요약
나. 매력 높일 방법 3가지와 이유
(1)
(2)
(3)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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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주의사항
- 자료 수집 시, 유선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학교나 교육청 담당자 등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 과제물의 내용은 문장이 완료되는 서술형으로 작성하고, 1개 파일로 제출.
- 1-(가)는 운영 계획서 2개에 대하여 모두 작성
: 프로그램의 주차 별 내용이 아닌 학교 전체 프로그램 구성임
- 1-(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함.
- 2의 경우, 인터넷 검색 등으로 찾은 후, 1페이지 정도로 정리함.
- 수집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전체 내용을 과제물 파일 안에 첨부하지 않음.
<자료 수집 시 참고사항>
- 자료 수집은 홈페이지(학교, 교육청 방과후 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나 검색
사이트(검색어 예: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방과후학교 계획서 등)를 통해 실시한다.
- 표지는 작성하지 않고, 학과-학번-이름-과제명을 기록한다.
- 과제물 작성 소프트웨어는 한글, MS-Word로 제한, 분량은 A4용지 4장 내외,
글자크기 10~12 권장
- 표절 정도가 과한 경우, 감점이나 0점 처리 될 수 있다.(시중에서 참고 자료를 이용할
경우, 표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참고 자료(문헌, 웹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인용표기를 하고 참고문헌에 기록한다.
<참고문헌> 없음
<참고웹페이지>
- 검색 사이트(예: 구글, 다음, 네이버 등)
- “방과후학교운영지원센터”(https://www.afterschool.go.kr 하단에 지역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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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과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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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
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이 있

과제유형:
공통형

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술하
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소
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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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과제명>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
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예: 청
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서의 직장생
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개인의 삶
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2.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
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3. 연보 등에서 밝히기 싫은 내용은 0000로 처리해도 무방함.
4.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1-2매, 자서전 2-3
매로 총 4매 작성할 것(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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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청소년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사회조사방법론

<과제명>
학번에 상관없이 다음 A, B형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시오(30점)
[ A형 ] 청소년기 성과 관련한 주제(성교육, 성매매, 연애, 성에 대한 인식 등)를 선정하여
연구계획서(서론, 문헌고찰, 연구의 기대효과, 참고문헌)를 작성하시오.
[ B형 ] 부모와 관련한 주제(가정폭력, 부모교육,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등)를 선정하여
연구계획서(서론, 문헌고찰, 연구의 기대효과, 참고문헌)를 작성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계획을 쓰는 것”임을 명심할 것.
- 서론, 문헌고찰, 연구의 기대효과, 참고문헌은 필수사항이고 나머지 연구계획서
구성요소는 선택사항임.
- 분량: 표지, 목차, 참고문헌 등을 제외하고 “서론, 문헌고찰, 연구의 기대효과”로
A4용지 4매 혹은 그 이상 작성할 것. 3매일 경우 15점 감점, 2매 이하일 경우 0점.
참고문헌은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심할 것. 표와 그림은 개당 1줄로 인정.
- 편집용지: 기본/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2pt/ 줄간격: 160%. (어길 시 감점)
- 표절 절대 금지. 표절률이 85% 이상일 경우 0점을 원칙으로 하고 표절률에 따라
부분 점수 부여. 실제는 표절이지만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썼음이

과제유형
:공통형

발각되면 표절률에 상관없이 0점 또는 대폭 감점. 아래의 사례가 적발되어 0점 또는
대폭 감점이 있었음.
① 상업 자료 전체 또는 부분 표절
② 다른 학년 또는 다른 학과 학생의 과제 전체 또는 부분 표절
③ 타 지역대학 학생의 과제 전체 또는 부분 표절
④ 단순히 여러 자료를 복사해서 편집한 경우
⑤ 기타
- 연구계획서에 대해 공부하고 과제를 시작할 것. [서론, 본론, 결론]은 연구계획서의
일반적인 형식이 아님.
- 연구제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연구주제는 연구제목이 아님.
- 문헌을 인용할 때 반드시 인용 규칙에 따라 본문에 인용을 표기하고 참고문헌을
작성할 것. 교재, 학술논문,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
- 보고서 형식 또는 개조식으로 과제물을 작성하지 말 것. (어길 시 20점 감점)
-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오타나 비문을 확인할 것.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참고자료>
- 사회조사방법론 교재 및 멀티미디어 강의
- 각종 학술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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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청소년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청소년지도방법론

<과제명>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재 제7장~제15장에 있는 지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교육시설의 실행사례를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하여 정리한 다음
청소년교육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본인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과 목차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문헌과 자료수집방법(인터넷 사이트의 주소, 직접 수집했을 경우
기관명, 수집일시 등)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여건과 공중보건 등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요약, 재조직화 등을 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과제물은 아래아 한글 또는 MS 워드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과제유형: 줄간 170, 기타사항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 편집양식으로 하되, 제목, 목차,
공통형

참고문헌, 자료수집방법을 제외한 본문의 분량을 200자 원고지 32매(기본 편집형식의
A4용지 4매) 정도로 하기 바랍니다.
-과제물 작성시, 선택한 방법에 관한 이론, 수집한 사례 정리, 교육적 관점에서 평가
등의 내용영역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됩니다.
-특히, 표절하는 경우는 기준에 따라 0점 또는 대폭 감점 처리되니 유의하고, 타인의
자료나 생각 등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인용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요약, 재조직화,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기 등을 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김영인, 김민(2017).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백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7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s://www.kywa.or.kr/main/main.jsp
-청소년수련시설포털. http://youthnet.or.kr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http://www.ncy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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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청소년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청소년인성교육

<과제명>
- 이기심으로 가득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이타성’과 ‘공감’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대인관계 발달의 덕목이다. 이타성과 공감에
대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 ‘이타성과 공감’에 대한 이론적 정의 및 심리학적 이해를 제시하기
2) 교재 p. 157∼162에 제시된 “이타성 증진을 위한 활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타성 증진 활동을 고안하여,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한 후, 그 결과물을 제시하기
3) 이러한 적용과정에서 느낀점과 배운점을 제시하기
: 위의 3단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표지 포함 A4 용지 5매 내외의 한글 또는 Word문서로 작성
※ 목차 페이지를 만들 필요는 없음
2. 글자 크기는 한글 11 point
3. 교과서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학습내용과 연결
지어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과서나 기타 이론서의 내용만
옮기고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폭 감점 처리함
4. 상업과제나 학생 간 표절 과제 제출 시 0점 처리함
<참고문헌>
- 하혜숙·황매향·여태철·강지현(2018). 청소년 인성교육. KNOU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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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과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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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청소년,유아교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자원봉사론

4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과제물은 전체 공통으로 한다.
- 교재나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과제물을 작성하되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시기 바람. (A4 3 ~ 5 매 정도 )

<참고문헌>
- 이해주외, 자원봉사론.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 기타 자원봉사 관련 논문이나 저널 참고.
<과제명>
1.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특징과 함께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을 기술해 보십시오.
2.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 자원활동이 더 필요한 집단과 대상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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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청소년

대상학년

4

교과목명

레크리에션활동지도

과제명: 유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효과
<과제 작성시 지시사항>
글자크기 11포인트 이하,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목차 제외 5장 이상)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 1.표지 및 목차 , 2.서론, 본론, 결론 3. 느낀점 및 시사점, 4.참고문헌 및 자료 제시
<참고문헌>
-지정된 참고문헌 없음
( “유머“ ”웃음치료“관련 국내 모든 참고문헌 및 논문, 기사 참조 가능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표절이 30%이상일 경우 매 10%당 2점 감점, 참고문헌외 다양한 추가자료제시
및 본인의 의견에 따라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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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프랑스,일본,법학,미디어,교육,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계의역사

1
<과제명>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의 역사>를 수강하면서 생각하게 된 바람직한 <세계
의 역사> 학습방향 및 학습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식: 한글(HWP) 또는 MS-Word
- 분량: A4 3매 (200자 원고지 20쪽)이상(상한선 없음)
(제목과 목차 등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
- 글씨체 : 바탕체
- 글자크기 : 11P
- 줄간격 : 160%

과제유형
:공통형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
로 풀어나가시오.
-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으니, 완벽한 문단과 문장을 구성해주기
바랍니다.
- 표절 판명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굳이 필요하면 백과사전 정도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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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행정,교육,청소년,유아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A4 용지 3쪽 이내
- 글자크기 11, 글간격 160(한글, MS워드)
- 과제물 채점시에 자동적으로 표절이 체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타인의 과제물을 그대로 베낄 경우 성적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강의를 충분히 들은 다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워크북>을 참
조할 것.
- 강의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교재는 보다 깊이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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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유아교육

대상학년

1 학년

교과목명

유아교육론

<과제명>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1. <학번 끝자리 1, 2>
놀이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15점), 인터넷으로 방문한 유아교육
기관에서 강조하는 놀이유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5점).
2. <학번 끝자리 3, 4>
유아의 창의성 교육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15점), 인터넷으로 방문한 유아교육기관
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질문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5점).
3 <학번 끝자리 5, 6>
한국과 외국의 유아교육기관 체제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15점), 인터넷으로
방문한 유아교육기관의 체제와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5점).
4. <학번 끝자리 7, 8>
Vygotsky의 사회문화 발달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고(15점), 인터넷으로 방문한 유아
교육기관에서 Vygotsky 발달이론의 활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5점).
과제유형:
지정형

5. <학번 끝자리 9, 0>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15점), 인터넷으로 방
문한 유아교육기관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
하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맞춰 작성할 것
- 과제물 형식(표지, 목차, 본문(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을 따를 것
- 본문(서론, 본론, 결론)의 작성 분량은 A4기준, 5-7매 내외로 할 것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것

<참고문헌>
- 교재 1, 2, 3, 4, 6장과 해당 1, 2, 3, 4, 6강 방송강의
- 2010년 이후 유아교육 관련 참고도서
(예) 전인옥·이경옥 공저(2020). 유아교육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조형숙·김현주·김명하·김명정 공저(2019). 유아교육개론. 서울: 학지사.
지옥정·김수영·정정희·고미애·조혜진(2018). 유아교육개론. 서울: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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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일본,법학,행정,경제,미디어,생활과학,
컴퓨터,보건환경,청소년,유아교육

대상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2
<과제명> 다음 중 한 문제 선택:
- 실내공간(자동차,지하철,철도 등 포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2020년 12월 서울시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기간 동안 바이러스
에 감염된 학생의 수가 다른 달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파리회의에서는 2100년까지 가능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1850년 대비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분석해보시오.
-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
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과제유형:
공통형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한국의 에너지전환에서 해상 풍력발전의 역할과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
해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여백(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3500자.(글자 수 3500자 기준, ±500자 가능)
2.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습니다.
4.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 시 감점됩니다.
6.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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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 법학, 행정, 경영, 미디어, 생활과학, 컴퓨터, 청소년, 유아

대상학년

2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과제명>
*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
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
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
(예: 청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
서의 직장생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
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한국사의 이해> 총론에 제시된 우리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개인
의 삶도 역사 흐름의 일부임을 인지할 것.
2. 시대적 배경 등 필요에 따라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조 또는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전거를 밝힐 것.
3. 연보 등에서 밝히기 싫은 내용은 0000로 처리해도 무방함.
4. 분량은 A4용지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기준 연보 1-2매, 자서전
2-3매로 총 4매 작성할 것(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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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유아, 생활(가정복지)
교과목명

상담심리학

대상학년 유아 2, 생활(가정복지) 4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 엘리스의 합리정서행동
치료이론을 비교·설명한 후,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30점 만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 표지 포함 A4 용지 7매 내외로 작성.
2. 글자 크기는 한글 10~11 point.
3. <표>를 작성할 때 ‘인간관’, ‘기본 가정’, ‘주요 개념’, ‘변화의 목표 및 원리’, ‘구체적 기법’
등 몇 가지 유목을 정하고 핵심적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
4. <목차>와 <참고문헌>을 반드시 제시할 것.
5. 보고서의 형식은 서론(도입부)-본론-결론(마무리)의 기본적인 형식을 취할 것.
6. 목차의 구성은 서론-본론-결론과 같이 개략적인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본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작성할 수도 있는 등 작성자의 창의적 작업임.
7.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 출처를 본문 중에 밝히고 참고문헌에 수록할 것.
8. 과제 제출시 타 교과목의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빈 파일을 제출할 경우 0점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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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유아교육

대상학년

3학년

교과목명

교육공학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교재 1장부터 4장까지 각각의 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고(총
4개의 주제), 각각의 주제에 관한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이후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제안하시오.
§

1장에서 선정한 주제에 관한 핵심내용 + 적용 방안

§

2장에서 선정한 주제에 관한 핵심내용 + 적용 방안

§

3장에서 선정한 주제에 관한 핵심내용 + 적용 방안

§

4장에서 선정한 주제에 관한 핵심내용 + 적용 방안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아래한글: 160%, word: 1줄)
- 작성 분량: 각 장별로 ‘핵심내용’과 ‘적용 방안’을 포함하여 A4 용지 1쪽 ~ 1.5쪽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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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유아교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유아음악교육

3
<과제명>
* 다음의 문제 1,2번을 모두 서술하시오.
1. 유아음악교육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음악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음악교육 목표를 기술하시오(15점).
2.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 이론 중 한 가지 이론을 선택하여 그의
교육철학과 주요 교수방법원리를 설명하고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음
악활동 1개의 계획안을 작성하시오(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1,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표지 포함 8매이내)
- 과제에 목차와 참고문헌 반드시 포함할 것

과제유형:
공통형

- 교재나 문헌을 인용 시 반드시 본문내용 안에 출처를 밝힌 후
인용한 후 참고문헌에 인용 출처 리스트 제시할 것
- 표절율에 따라 감점처리됨(과도한 표절율은 ‘0’점 처리)
-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참고문헌>
- 유아음악교육 교재 1-7장, 강의 1-8강 참고
- 개인이 추가 참고문헌을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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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미디어,간호,유아교육

대상학년

3

교과목명

글쓰기

<과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
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
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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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과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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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유아교육

대상학년

4

교과목명

A형
(학번 끝자리가
1~5번인 경우)

B형
(학번 끝자리가
6~0번인 경우)

교육과정

<과제명>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이를 유아교육에 적용하는 방안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0점)

<과제명>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육목표의 진술에 대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학자들의 주장을 유아교육의 각종 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0점)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가 1~5인 경우 A형, 학번끝자리가 6~0인 경우 B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표지 포함 A4 용지 6매 이상(글자크기 11, 줄간격 160)이어야 함
- 목차, 참고문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표절율 60% 이상은 감점됨(교재 표절도 표절임)
- 평가 기준은 교수 홈페이지 ‘Q & A’에 공지함
<참고문헌>
- 본교 ‘교육과정’ 교재
- ‘교육과정’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시중 서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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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유아교육
4

교과목명

교육평가

<과제명>
A형

확률적 표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것이 유아교육에서 실제로 반영

(학번 끝자리가
1~5번인 경우)

된 사례 1가지를 riss4u.net에서 찾아 그 제목을 참고문헌에 제시하고 확
률적 표집이 실시된 내용(표집대상, 표집과정(혹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0점)
<과제명>

B형

비확률적 표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것이 유아교육에서 실제로 반

(학번 끝자리가
6~0번인 경우)

영된 사례 1가지를 riss4u.net에서 찾아 그 제목을 참고문헌에 제시하고
비확률적 표집이 실시된 내용(표집대상, 표집과정(혹은 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시오. (30점)

<과제유형: 지정형>
학번끝자리가 1~5인 경우 A형, 학번끝자리가 6~0인 경우 B형
학번끝자리는 학번 12자리 중 12번째 숫자를 의미
ex) 2021○○-○○○○○●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표지 포함 A4 용지 6매 이상(글자크기 11, 줄간격 160)이어야 함
- riss4u.net에서 찾은 문헌을 포함하여 참고문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제시하지 않으면
감점함)
- 표절율 60% 이상은 감점됨(교재 표절, riss4u.net에서 찾은 문헌의 표절도 표절임)
- 평가 기준은 교수 홈페이지 ‘Q & A’에 공지함

<참고문헌>
- 본교 ‘교육평가’ 교재
- ‘교육평가’, ‘연구(방)법’ 등의 제목이 포함된 시중 서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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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유아교육

대상학년

4

교과목명

부모교육

<과제명>
1. 유아기 발달 특성을 영역별로 설명하고, 각 영역의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
을 논하시오.

(15점)

2. 민주주의 부모교육이론과 인본주의 부모교육이론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논하시오.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word로 작성

과제유형:

-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60%, 작성 분량 7매 내외(A4기준, 표지포함)

공통형

- 다른 문헌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고, 반드시 참고문헌에 제시할 것
- 결론에 종합적인 정리 및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정리할 것
-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형식으로 작성
- 표절율에 따라 감점 처리되며 과다 표절율인 경우 자동 0점 처리

<참고문헌>
- ‘부모교육’ 멀티미디어 강의 참고
- 김진경, 서주현(2020). 부모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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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교육,청소년,유아교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자원봉사론

4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과제물은 전체 공통으로 한다.
- 교재나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과제물을 작성하되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시기 바람. (A4 3 ~ 5 매 정도 )

<참고문헌>
- 이해주외, 자원봉사론.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 김동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 기타 자원봉사 관련 논문이나 저널 참고.
<과제명>
1. 외국의 자원봉사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특징과 함께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을 기술해 보십시오.
2.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 자원활동이 더 필요한 집단과 대상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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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대상학년

유아교육
4

교과목명

유아건강교육

<과제명>
아래의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작성하시오.
1) 가정 내에 영유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품을 찾아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다섯 군데 이상), 해당 부분을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 정비
하거나 지속적으로 점검할 내용이 무엇인지 각각 기술하시오. (15점)
2) 동화를 활용한 활동, 요리활동, 미각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아를 위한
식생활 교육 활동을 계획하시오(1개). (1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1번 문제
- 직접 자신이 사진을 찍고 보고서에 사진을 삽입한다. 사진 파일은 따로
저장하지 않고 보고서 내에 삽입한다.
- 사진 + 안전 상 문제점 + 개선 방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교재 154-164 페이지 참고
과제유형:
공통형

2번 문제
- 해당 활동을 계획한 이유를 기술한다. 해당 활동을 통해 유아가 배우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교육 목표를 기술한다. 대집단활동으로 계획해도
되고, 자유놀이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계획해도 된다.
- 본 교재나 타 교재, 자료집 등에 이미 수록된 계획안을 작성하면 안 되고,
자신이 직접 계획한 활동으로 작성한다.
- 교재 76-97 페이지 참고
기타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 PDF 형식으로 제출해도 되나, 아래한글 또는 MS word에서 작성한 것을
PDF로 변환한 것이어야 한다. (스캔하여 PDF로 올리는 것은 금지)
- 답안은 총 5매 이내가 되도록 작성한다.
- 교재 외에 추가로 참고해야 하는 자료는 없으나, 추가 자료를 참고할 시
표절에 유의한다(문장의 50% 이상이 같으면 표절로 간주)
- 목차는 작성하지 않는다.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표절 판정 시 0점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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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양학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과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
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
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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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고전함께읽기

1
<과제명>
1. 교재 4쪽 학이편 제1장을 보면, 공자가 말한 유명한 세 문장 구절이 있다.
①“배우고 때 없이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②“벗이 먼 데서 찾아오면 반
갑지 않은가!”, ③“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군자답지 않은
가!” 이 구절은 복잡한 이론도 아니고, 대단한 얘기도 아니며, 공자가 생각
하는 군자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린 문장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
오는 문장 하나를 주제로 정하여, 자기 삶의 경험에서, 또는 평소 생각해
왔던 소신, 신조 등을 바탕으로 왜 자신이 선택한 주제가 마음에 다가왔는
지, 또 우리 인생에서 그 주제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지 자기 글로 서
술해 보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PDF제출은 불가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 A4 2~3매(겉표지 포함하지 않음)
- 목차와 참고문헌은 표기할 필요 없음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잘 구현하면 좋은 과제물로 평가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핵심 내용을 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또 글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려한 문장으로 구성했느냐의
여부가 평가의 기준
- 분량이 기준 미달이거나 너무 많아도 감점
-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학생 간 표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명백한 표절은 ‘0점’ 처리
<참고문헌>
- 전호근, 『고전 함께 읽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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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문화교양

대상학년

1

교과목명

대중문화의이해

<과제명>
교재 13쪽에 보면 “대중문화는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이라는 표현
이 나옵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대중문화(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를
골라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30점)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0 또는 11 포인트, 줄간격 160, (표지를 제외하고 A4
2-3장으로 서술)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며
표절시 0점 처리될 수 있음
-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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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일본,경영,관광,
농학,컴퓨터,통계,교육,청소년,문화

대상학년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2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점

과제유형:
공통형

이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
술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
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
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세상읽기와 논술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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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
대상학과

프랑스,법학,행정,경영,무역,

생활과학,통계‧데이터,교육,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2
A형

세계의정치와경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
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에서 활
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
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하시
오.(30점)

과제유형: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

공통형

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

(선택형)

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
하여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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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영문,중문,프랑스,미디어,농학,유아,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동서양고전의이해

2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7. 교재(2021)에서 동양의 고전을 다룬 장을 하나 골라서 지은이 소개부터 본문 및 원문의 내용
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시오. (30점)
대상 고전: 제1장 원효 『대승기신론 소·별기』
제2장 박지원 『연암집』
제3장 최한기 『기측체의』
제4장 신채호 『조선상고사』
제5장 맹자 『맹자』
제6장 순자 『순자』
제7장 황종희 『명이대방록』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PDF제출은 불가
-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 A4 4매(겉표지 포함하지 않음)
- 전체 4매 중 요약 2매, 독후감 2매 ☞ 요약과 독후감을 명확히 구분하시오.
- 요약하면서 자기 글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책 내용의 구절을 발췌
인용할 수도 있다. 단, 책 내용의 구절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는 경우에는 ①각주로 인용한
쪽수를 표시하거나, ②인용하는 구절에 겹따옴표(“ ”)를 붙이고 구절 끝에 해당 글의 인용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 <예시> “가만히 읽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뿐 아니라 남성인 연암이 홀어미의 심정을 어찌 이토록 실감나게 그렸을까 감탄이
절로 나온다.”(34쪽)
- 요약 시 글 전체를 교재에서 큰 단락 그대로 덩어리 채 발췌하여 구성하면, 인용표기를 해도
표절이 된다. 최대한 자기방식으로 문장을 각색하기를 권유
- 독후감은 순전히 자기 생각과 느낌을 써야 한다. 책에 나온 해설문이나 타인의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글을 써야 한다.
-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핵심 내용을 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또 글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려한 문장으로 구성했느냐의 여부가 평가의 기준
- 전체 분량은 최소 3.5매 이상, 최대 6매 이하로 작성, 미달이나 초과 시 감점
-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학생 간 표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명백한 표절은 ‘0점’
처리
<참고문헌>
- 류종렬 외, 『동서양고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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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국문,중문,문화교양
교과목명
대상학년

신화의세계

3
<과제명>
교재와 강의 1, 2, 3, 4장을 공부하고, 그 중 두 강의를 골라 핵심적인 내용
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각각 1매, 총 2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는 공통과제입니다.
-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 이외의 형식 (예: PDF)은 받지 않습니다.
- 분량은 철저히 준수합니다. 글자크기 11포인트, 쪽당 35줄 전후를 기준으
로 합니다. 3줄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경우까지는 허용하되, 그 외에는 감
점이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는 표현하지 말고 교재와 강의의 핵심사항만을 요약하여 서

과제유형:
공통형

술하되, 교재나 워크북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이해
하고 소화한 바대로 서술합니다.
- 표절은 곧 과락입니다.
- 학과, 학번, 성명, 과제명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
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신화의 세계 (방송대 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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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문화교양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예술경영과예술행정

<과제명>
교재 6쪽을 보면 “문화는 사회의 재생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재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재
생산화의 사례를 찾아 보고 그 사례에서 기존의 양식이나 체계는 어
떤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식의 도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
떤 양식이나 체계가 형성되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30점)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0 또는 11 포인트, 줄간격 160, (표지를 제외하고 A4
2-3장으로 서술)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며
표절시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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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문화교양

대상학년

3

교과목명

여성의삶과문화

<과제명>
자신의 주변 여성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하나 골라서 – 유명인 제외
–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서식: 한글(HWP) 또는 MS-Word
- 분량: A4 3매(200자 원고지 20쪽) 이상(상한선 없음)
(제목과 목차 등은 분량 산정에서 제외)
- 글씨체 : 바탕체
- 글자크기 : 11P
- 줄간격 : 160%
과제유형
:공통형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시오.
- 진지하게 숙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글
로 풀어나가시오.
- 개조식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으니, 완벽한 문단과 문장을 구성해주기
바랍니다.
- 표절 판명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특별한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굳이 필요한 경우 백과사전 정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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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중문,프랑스,일본,법학,행정,
대상학과

경제,경영,생활(식품영양,가정복지),
교과목명

교육,청소년.유아교육,문화교양
대상학년

사회문제론
(舊한국사회문제)

4

A형

교재 6장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
에서 개인의 건강문제가 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인지
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강불평등의 관점에
서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30점)

B형

교재 4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최근 한국 사
회에서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이유
에 관해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30점)

C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

과제유형
:공통형
(선택형)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위 유형의 주제 중 학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 작성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PDF는 사용금지)
-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MS word의 경우 1.0)
- 작성 분량: A4기준 4매 내외
<참고문헌>
-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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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보건, 문화교양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과제명>
교재 10쪽을 보면 다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교재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중의 사례를 찾아 그들을 한 데 엮어
주었던 사안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이 했던 공동 행동은 어떤 것
이었고 공동 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30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MS word 파일 사용
- 글자크기 10 또는 11 포인트, 줄간격 160, (표지를 제외하고 A4
2-3장으로 서술)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며
표절시 0점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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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문화교양

대상학년

4

교과목명

세계의음식·음식의세계

<과제유형: 공통형>
<과제명> ※ 아래 2문제 모두에 관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1. 자신의 고향 대표 음식 3가지를 들어 어떤 음식인지 해당 음식에 관해 명칭, 유래, 주
재료 등을 설명하고, 추가로 자신이 자라온 가정에서 가장 즐겨 먹었던 대표 음식 3가지
의 소개와 대표 음식으로 선정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시오(총 15점).
2. 다음 2개 사항에 관하여 해당 자료 조사와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총 15점).
① 최근 국내 TV에서 볼 수 있는 <식품과 외식 상품 광고>를 3가지 선택하여 각 광고의
개요(어떤 상품을 누가 어떻게 진행하여 전달하는지 구성, 카피 문구, 방송 연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② 위의 광고 3가지 내용에 관하여 각각의 광고마다 식문화의 환경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과제 작성 안내 및 감점 기준>
글씨 바탕체, 10pt, 줄간격 160%, 표지 포함 5매를 기준으로 작성함.
2. 모든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체로 답안 작성.
2. 인터넷 사이트 등에 본 과제물 답안을 작성하여 유포하거나 그러한 자료를 인용 혹은
표절하는 경우, 학습자 서로 표절 등 모두 0점 처리함.
3. 참고문헌 혹은 인터넷 자료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에 대하여 과제물 마지막
부분에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누락할 경우에 감점 처리.
4. 일반 학우가 <재소자 학우용>과제를 제출하는 경우 0점 처리함.
상기 과제는 교재 1강과 2강의 내용을 학습 참조하고, TV방송 혹은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관련 광고를 찾아보고 분석하면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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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과

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생활체육

대상학년

1

교과목명

여가레크리에이션

<과제명>
나의 생애주기(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른 여
가를 분석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 여가(중년기, 노년기 등)를
계획한다.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아래한글, MS word로 작성할 것
- 글자크기(11pt), 줄간격(160%), 작성 분량(A4기준 : 4매 내외) 제시
-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
과제유형:
공통형

- 개조식 혹은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출 것
-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처리될 수 있음
-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킬 것

<참고문헌>
- 박세혁(2020). 행복을 탐구하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플러스. 대한미디어
- 노용구 외(2008). 여가학총론. 레인보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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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영문,중문,프랑스,법학,행정,경제,경영,관광,농학,

생활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교육,문화교양,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1

글쓰기

<과제유형: 공통형>

※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000~7,000자 분량(공백 포함)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1.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
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1)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이고, 전체를 5~7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최소화 하되, 참고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2. 내 인생의 물건들 :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을 5
개 이상 선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글쓰기 워크북 139~140쪽 참고)
1) 각 물건마다 제목을 붙이고(예– 나의 첫 악기, 하모니카), 각각 한 단락으로 구성할 것.
2)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소중한 이유를 서술할 것.

<과제 작성시 유의사항>
1) 교재 2부 글쓰기의 기본요건(47~147쪽)을 잘 읽고 맞춤법, 적절한 어휘 선택, 바른 문장 쓰기와
단락 구성에 유의하여 작성할 것.
2)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목차는 불필요함.
3)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 자료를 표절할 시에는 감점되거나 0점 처
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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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일반학우용)
대상학과

중문,생활체육

교과목명
대상학년

생활과건강

1
<과제명>
1. 질병예방행위는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및 그로 인한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한다.
1) 단계별 질병예방 행위 중 1차 예방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2)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차 질병예방행위를 한
가지 선택한 후, 그 예방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시오(10점).
2. 심장에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관상동맥질
환이라고 한다.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각
각의 상태 및 증상을 기술하시오(10점).
3.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다. 말기 치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5가지 기술하시오(5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과제유형:
공통형

- 아래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할 것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80% (A4용지 4매 이내, 표지 포함)
※ MS word 작성 시 줄간격: 1.5
- 서론, 본론, 결론의 양식을 갖추지 말고, 각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것
- 참고문헌은 반드시 제시할 것
- 평가 기준 또는 평가 시 중점 사항: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함. 개인별 사례를
작성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표절검사가 시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
<참고문헌>
- 정성희, 박영숙 공저(2020). 생활과건강. 방송대 출판문화원
- 기타 생활과건강 관련 서적,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자료 등
- 단, 인터넷 학술자료 이외에 개인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의 비학술적 사이
트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지 말 것(감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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