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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영어교육은 영어 교육 지식과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학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어 교육을 주도적으로 선도

하는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AI 영어교

육 연계전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어인 영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영어 교육 전문

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된 전공으로써 국제

화 시대에 인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유

능한 영어 교육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영어 통번역학, 영어영문학, 교육학의 학문적 

학제적 교육을 통해, 영어에 대한 언어 일반적인 

지식은 물론 영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활용 능력을 갖

춘 경쟁력 있는 영어 교육자 배출을 지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영어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I 영어교육 연계전공은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어인 영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지도할 영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된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통번역학, 영어영문학, 교육학의 학제적 교

육을 통해, 영어 교육자로서의 인문학적 소양뿐

만 아니라, 영어학 및 영어교육학 지식,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활용 기술을 습득하여, 

영어 교육 현장 및 산업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급속한 성

장은 세계영어(World Englishes)라는 새로운 용어

를 산출했고 영어사용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를 이용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챗봇 데이터 

및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영어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즉, AI 기술을 이해하고, 챗봇 등

을 활용하여, 국제어로서 그리고 소통의 언어로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영어 교육자 양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본 AI 영어교육 연계전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

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유능한 영어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AI 영어교육 연계전공 과정의 졸업생들은 국내 각

급 교육기관의 유능한 영어 교육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학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방송인, 문화

원, 대사관, 외국 은행, 국제 법률 사무소, 국내외 

항공사, 통역 및 번역, 은행, 국내 대기업에서 전문인

으로 활동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 ● ●  AI English Teaching

AI영어교육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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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 영어 전문가, AI를 

이용한 영어 교육 전문가, AI 통번역 구현 데이터 

구축 전문가, 영어/언어 자원 분석 전문가 등 새로운 

직종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영어학 및 통번역학 전문 능력

영어학 및 통번역학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영한/한영 번역, 

영한/한영 통역, 문화·미디어 통번역, 문학 통번역, 정치경제 통번역, 

통·번역 현장실습 등의 기초 및 실무 능력

2
창의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제고

영어학 및 영어통번역학적인 언어인문사회학 소양과 기술 혁신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언어 자원을 습득하고 이를 창의·융합적으로 배합할 

수 있는 사고능력

3
학습자 자기주도성 및 

현장실무역량 강화

전문언어 사용 영역 탐색 및 심화, 전문영역의 실무 적용 및 자기 주도

적 문제해결능력

4 글로벌 역량 강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지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및 리더쉽

5
올바른 윤리관과 세계시민적 

자질

올바른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 및 세

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영어학 및 통번역학 전문 능력 O O

2
창의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제고
O O

3
학습자 자기주도성 및 

현장실무역량 강화
O O

4 글로벌 역량 강화 O O

5
올바른 윤리관과 세계시민적 

자질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영어학 및 통번역학 전문 

능력

1-1

영어학과 영어통번역학을 중심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분석적 시각과 콘텐츠

들로 구성되는 고도의 내용 중심 학습을 통하

여 높은 수준의 인문사회학적 소양 및 비판의

식을 함양한다.

영어학과 통번역학 관련 이론

을 습득하여 컨텐츠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 

1-2

영어학에 기반한 영어학의 이론 지식을 이해하

고 영어통·번역학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

여 영어통·번역학 전문분야와 연결하여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

영어학과 통번역학 관련 이론

을 습득하여 전문 분야에서 응

용할 수 있다. 

1-3
영어·통번역학 전문분야의 이론을 이해하고 관

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영어·통

영어학과 통번역학 관련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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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번역학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 

및 기술을 숙지하고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에서 활용할 수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2-1

영어학 및 영어통번역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을 숙지하여 이를 토대로 

창의적인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영어학 및 통번역학 연구를 위

한 이론과 기술을 창의적 연구

에 적용할 수 있다.

2-2

언어인문사회학적 소양을 함양함과 동시에, 기

술 혁신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언어 자원의 

분석에 필요한 전산언어학, AI통번역학, 자연언

어처리(NLP)의 기초 교육의 이해의 폭을 넓힌

다.

전산언어학, AI통번역학, 자연

언어처리(NLP)의 기초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2-3

디지털 문해력 및 실용적인 언어자원 분석력을 

제고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창의융합형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 및 실용적 

언어자원 분석력을 기를 수 있

다.

학습자 자기 주도성 및 

현장실무역량

3-1

기존의 개별적 세부 전공영역을 통합하여 영어

학, 문학·문화학 및 통번역 전문 능력을 응용언

어학적 시각에서 재규정한다.

응용언어학적 시각에서 영어

학, 문화학, 통번역 전문능력을 

재규정 할 수 있다.

3-2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전문언어 사용 

영역-(인공지능)통번역, 영어/언어 자원 분석학

(analytics), 문화교류 등-에 특화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 학습을 심화 한다.

학생들이 전문 언어 사용 영역

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심화 학

습을 진행할 수 있다. 

3-3

영어/언어 자원을 활용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을 통하여 인공지능번역 등 기술 혁신에도 능

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영어/언어 자원을 활용한 데이

터 구축 및 분석을 할 수 있

다.

글로벌 역량

4-1

언어, 문화 및 사회 맥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일상 영어, 다양한 제도의 영어 및 학술 

영어를 해당 맥락에서 적절히 이해하고 전문적

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취적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한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영어를 적절히 구사하는 의사

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4-2

다양한 환경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의

사소통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통해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해 

기여 할 수 있다.

상황/맥락에 따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4-3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변화와 그 영향을 인지하고 이를 직능 수행 시

에 응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변화 및 영향을 인지하고 응용

할 수 있다.

올바른 윤리관과 세계 

시민적 자질

5-1
전문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

한 태도 및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적절

한 태도 및 행동을 보여주는 

전문인이 될 수 있다.

5-2
세계시민임을 자각하여 글로벌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글로벌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 

세계시민임을 자각할 수 있다.

5-3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항상 점검하고 지

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자기개발

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AI영어교육  1313

교수 소개

박  명  관

전 공 분 야 형태통사론 (Morpho-Syntax)

세부연구분야 형태론(Morphology), 통사론(Syntax), 신경언어학(Neurolinguistics)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사 및 영어학석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언어학과 언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onnecticut 언어학과 언어학박사

담 당 과 목 영어학입문
English Grammar for Specific 

Purposes
영어문장구조론

대 표 논 문

On Corrective Stripping in English

On Wh-extraction out of VP Ellipsis Bled by Subject-Auxiliary Inversion

『영어 신경통사론』

노  헌  균

전 공 분 야 현대미국소설

세부연구분야 미니멀리즘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미국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Buffalo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최근미국소설과문화 미국문화와영화 미국문학과글쓰기연습 영어권문화와청취

대 표 논 문

에이미 햄펄과 미니멀리즘

레이먼드 카버와 미니멀리즘

리처드 포드의 독립기념일

근대적 인간의 비평가와 탈근대적 동물의 시인

근대적 사랑의 세 가지 방정식: 프로이드, 라캉, 들뢰즈

20세기 초반의 미국과 21세기 초반의 미국

고 진 호

전 공 분 야 교육과정

세부연구분야 교육과정 철학, 종교교육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전공 교육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학 박사

담 당 과 목 교육과정이론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영성교육론

대 표 저 서
교육의 철학적 이해(문음사, 2005)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2007)

대 표 논 문
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2001)

게슐탈트 심리치료와 위빠사나 선의 상보성(2002)

신 정 아

전 공 분 야 영어교육, 인지과학

세부연구분야 심리언어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llinois 교육심리학과 교육심리학석사

담 당 과 목 AI 영어교육 입문 영어교육론 영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대 표 논 문

Is word-order similarity necessary for cross-linguistic structural priming?

Structural priming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Bilingual syntactic processing: Evidence from cross-linguistic structural pr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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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IT2002 영어학입문 3 3 기초 학사1~2학년 1

EIT2030 영어음성학과발음연습 3 3 기초 학사1~2학년 2

EIT2044
English Grammar 

for Specific Purposes
3 3 기초 학사1~2학년 2

EIT2045 통번역시사영어 1 3 3 기초 학사1~2학년 1

EIT2046
Fundamentals of English 

Writing 
3 3 기초 학사1~2학년 2

EIT2047 통번역시사영어 2 3 3 기초 학사1~2학년 2

EIT2048
Fundamentals of English 

Listening & Speaking1 
3 3 기초 학사1~2학년 1

EIT2049
Discussion & Presentation 

in English
3 3 기초 학사1~2학년 1

EIT2050
Fundamentals of English 

Listening & Speaking 2
3 3 기초 학사1~2학년 2

EIT2051 English and Semiotics 3 3 기초 학사1~2학년 1

EIT2053 AI 영어교육 입문 3 3 기초 학사1~2학년 1

EIT4049 해석학과번역 3 3 전문 학사3~4학년 1

EIT4066
Professional English 

Writing
3 3 전문 학사3~4학년 1

EIT4067
Academic English 

Writing and Composition
3 3 전문 학사3~4학년 2

EIT4076 AI 영어교육 Practicum 3 3 전문 학사3~4학년 2

EIT4077
빅데이터 활용 영어 

담화/대화 분석
3 3 전문 학사3~4학년 공통

EIT4085 AutoML과 기계번역 3 3 전문 학사3~4학년 2

EIT4086
영어 데이터 통계 분석 

기초
3 3 전문 학사2학년 1

ERC1036 영어교육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1

ERC2036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문 학사3~4학년 2

ENG2027 영문법과말하기연습 3 3 기초 학사1~2학년 1

ENG2030 글로벌영작문 3 3 기초 학사1~2학년 2

ENG2035 영어회화실습 3 3 기초 학사1~2학년 1

ENG2038 현대영어독해 3 3 기초 학사1~2학년 2

ENG4020 미국문학과 글쓰기 연습 3 3 전문 학사3~4학년 2

ENG4024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3 3 전문 학사3~4학년 2

ENG4048 영어권문화와청취 3 3 전문 학사3~4학년 2

EDU2002 교육철학 3 3 기초 학사1~2학년 1

EDU4032 교육통계 3 3 전문 학사3~4학년 1

 필수이수 권장과목

- AI 영어교육 입문, AI 영어교육 Practicum, 영어 데이터 통계 분석 기초, 영어교육론,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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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AI영어교육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졸업 논문/시험: 졸업논문

- 전공과목 학점상호인정 신청 시, 주전공 간 중복되는 과목은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
권장 비교과 프로그램

전공기초 전공전문

영어학

영어학입문 

AI 영어교육 입문 

English Grammar for 

Specific Purposes 

Fundamentals of 

English Writing 

Fundamentals of 

English Listening & 

Speaking 1, 2

Discussion & 

Presentation in English 

통번역 시사영어 1, 2

영어음성학과 발음연습

AI 영어교육 Practicum 

영어 데이터 통계 분석 

기초

영어교육론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Professional English 

Writing 

Academic English 

Writing and 

Composition 

논리학 

인식론 

독일관념론 

언어분석과 심리철학 

국어학의 이해 

국어음운과 표준발음 

한국어단어의이해 

국어어휘와 표현 

중세국어문법의 이해

영어교사

영어회화실습

현대영어독해

영문법과 말하기 연습

글로벌영작문

교육철학

미국문학과글쓰기연습

연극을통한영어연습

영어권문화와청취

영어교육론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교육통계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인간발달과학습

일반 관리직,

해외사업 분야

영어회화실습

현대영어독해

Discussion & 

Presentation in English 

통번역 시사영어 1, 2

Fundamentals of 

English Writing 

영어권 문화와 청취

연극을 통한 영어연습

Professional English 

Writing 

Academic English 

Writing and 

Composition 

국제무역론 

국제협상의 이론과 

실제 

무역영어 

국제무역과마케팅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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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목표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은 교과과정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세계적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정치, 사회, 경제,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적 기반을 양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 인재상

본교의 불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국제정치, 국제통상,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 및 실무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적 인재

  
본 연계전공은 국가 간은 물론 민간차원을 통한 국

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목적

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국제정치, 국제통상, 국제법, 국제경제, 국제경영 등

의 전문적 소양과 함께, 교류와 협력에 필수인 글로

벌 언어 (global language)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차

적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실무능력

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보다 나은 정

치사회발전을 실천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전문 활동

가의 양성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협력은 195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시작되었으며, 1961년 경제협

력개발기구 (OECD)가 구성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세계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

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및 국

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

다. 한국은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의 대열에 들어섰으나, GNP 대비 공적개발기금의 

비율이 0.05%에 불과하여, OECD 권고기준인 

0.7%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분단

과 전쟁의 상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선진

국의 반열에 올라선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서, 그 위상변화에 맞는 보다 폭 넓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류에 

발 맞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의 육성은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은 

그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국제교류‧협력 연계전공 이수자는 다양한 교육내용

을 통해 국제기구, NGO, 정부부처, 관련 연구기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국제기구: 국제개발협회 (IDA), 유니세프 한국위원

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Colombo Plan, 

Pacific Islands Forum, 유엔인구활동기금, 국제연

합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유네스코, 국제연합공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 ● ●  Specialization 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국제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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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개발기구 (UNID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

회 (ESCAP), 국제연합봉사단, 국제연합무역개발협

의회,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보건기구 (WHO), 

아프리카통일기구 (OAU), 국제연합대학교 (UNU), 

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ADB),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부흥개

발은행 (IBRD), 국제금융연합회 (IIF) 등. 

NGO: 국제협력단(KOICA) 세계청년봉사단, 환경

운동연합, 경불련(사) 이웃을돕는사람들, 국제개발

협회, 국제농업개발원,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아

동돕기연합,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인터네셔

날, 대륙복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

한적십자사, 동북아평화연대, 룸비니 국제문화교류

협회, 월드비전  등.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Global competitiveness Global competitiveness

2
Innov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nov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3 경제자료분석능력
(지식과기술 측면) 다양한경제이론을 바탕으로금융시장, 노동시장 등의

경제자료를분석하는 능력

4 경제환경이해를 통한자기개발
(태도측면) 대내외경제환경및 법경제환경이해를통해 급변하는사회에

맞춰자기개발을 실천할수있는 능력

5 공공부문적응능력함양

행정의개념과 주요이론을학습하여현대사회에서 행정의역할을이해하고

공공부문에서의직무수행시 필요한적응능력을습득하여 공공부문

관리자로서의자질을 함양한다.

6 공동체 의사결정주도및 협업능력
정치현안에대한 타인의의견을경청한 후다양한의견을 합리적으로정리

및수렴해 정책대안을결정할수 있는능력

7

국제거래간에발생 할수있는

리스크를효과적으로해설 할수

있는능력육성

국제무역거래에서 야기되는리스크들을평가 분석하고이들에대한

효과적인리스크 관리방안을살펴보고 무역리스크관리 방안중에서널리

활용하는보험, 해상보험, 무역보험등을 통해리스크대처 관리능력을

육성

8
국제경영환경에 적응가능한

전문능력배양

국가간경제관계의 기본원리를체계적으로연구하고 GATT와WTO의기능

및규범, 주요교역대상국인미국, 일본, EU등의통상기구, 제도와

관계법규를고찰

9
국제무역과경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위한기초역량 배양

개별경제주체들의 형태를중심으로시장가격원리를 고찰하고시장균형이

형성되는과정을 배우고각종거시경제변수들의 결정과변화가국민경제에

미치는영향과 경제안정화를위한거시경제정책들을 분석

10 논리적 커뮤니케이션능력 정치현안에대한 자신의의견을타인에게 논리적으로설명할수 있는능력

11 리더십향상 및사회공동체배려

사회공동체의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해필요한 복지및비영리단체의 역할

및관리에 대한이론과지식을 학습하여사회구성원으로서의리더십을

함양한다.

12 문제해결방안제시

사회문제의원인을 파악하기위해필요한 분석과상황판단능력을 주요

행정이론, 사례 및데이터분석을 통해습득하여공공부문을 둘러싼복잡한

사회문제를해결할 수있는문제해결 능력을배양한다.

13
사회변동에대한 융복합적

이해능력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세계화와지방분권등 현대사회의

거시변동을융복합적으로 이해하고체계적으로분석할 수있는능력

14
생애단계별문제의인식 및

해결능력

거시사회변동이 초래하는생애과정단계별 변화와문제를인식하고,

효과적인대안을 제시․추진할 수있는능력

15 세계 주요지역에서진행되는 기업또는 정부의양자간 및다자간국제협상의 이론과원칙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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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경제자료분석  능력 　 O 　 　 O

2 경제환경 이해를 통한 자기개발 O 　 O 　 　

3 공공부문 적응능력 함양 O 　 O 　 　

4
공동체 의사결정 주도 및 

협업능력
　 　 　 O O

5

국제거래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설 할 수 

있는 능력 육성

O 　 O 　 　

6
국제경영환경에 적응 가능한 

전문능력 배양
　 　 　 O O

7
국제무역과 경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역량 배양
O O 　 　 　

8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O 　

9 리더십 향상 및 사회공동체 배려 　 　 　 O 　

10 문제해결방안 제시 O 　 　 O 　

11
세계 주요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제협상을 체계적으로 연구
　 　 　 O O

12 소통협력역량 　 　 　 O 　

13 전문 법률지식 역량 강화 O 　 O 　 　

14 정책결정과정 습득 및 비전 제시 　 O O 　 　

15 정책대안 제시 능력 O 　 　 O 　

16 정치현상 분석 및 예측 능력 O 　 O 　 　

17 창조적/진취적 역량 강화 O O 　 　 　

18 Global competitiveness 　 　 　 O O

19
Innov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 　 O 　 　

20 사회변동에 대한 융복합적  
이해능력 O O 　 　 　

21 생애단계별 문제의 인식 및  
해결능력 O 　 　 O 　

❏  학습성과   

국제협상을체계적으로연구 협상방법을체계적으로 연구하고국제협상의사례를 구체적으로분석

16 소통협력역량
상대방의언어와 감정을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감정을언어나

비언어적수단을 활용하여적절하게표현할 수있는능력

17 전문법률지식역량 강화 전문적인법률지식을 함양한인재로배양하는 능력

18 정책결정과정습득 및비전제시
정책과정에대한 이론과사례를학습하여 정책결정과정에대한원리를

이해하고성공적인 정책결정, 집행 및평가방법에관한 능력을습득한다.

19 정책대안제시능력 국내외정치현안을 정확히이해하고, 이에 대한정책대안을제시하는 능력

20 정치현상분석 및예측능력
정치학지식을 바탕으로국내외정치현상 발생원인을이해하고, 향후

전망을할 수있는능력

21 창조적/진취적역량강화
새롭게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국제적인 법률문제에있어

창의/진취적으로해결할수 있는능력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Global competitiveness 1-1 Global competitiveness
Students wi l l be able to

present and deliver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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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effectively in English.

Innovative thin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
2-1

Innov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Students are able to evaluate

al ternat i ve solut ions by

applying discipline-specific

theories and models and

understand the ramifications

of those solutions.

경제자료분석 능력 3-1

(지식과기술 측면) 다양한경제이론을

바탕으로금융시장, 노동시장등의경제자료를

분석하는능력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해석할수있다.

경제환경 이해를통한

자기개발
4-1

(태도측면) 대내외경제환경및 법경제환경

이해를통해 급변하는사회에맞춰 자기개발을

실천할수 있는능력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필요한 자질을 선별하여 고

양할수있다

공공부문 적응능력함양 5-1

행정의개념과 주요이론을학습하여

현대사회에서행정의 역할을이해하고

공공부문에서의직무수행시 필요한

적응능력을습득하여 공공부문관리자로서의

자질을함양한다.

행정의 개념, 배경 및 주요 이론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해

알수있다.

공동체의사결정주도 및

협업능력
6-1

정치현안에대한 타인의의견을경청한 후

다양한의견을 합리적으로정리및 수렴해

정책대안을결정할 수있는능력

공동체내 의견불일치가발생한

경우 의견조율을 주도할 수 있

다.

국제거래간에발생할 수

있는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설할수

있는 능력육성

7-1

국제무역거래에서 야기되는리스크들을평가

분석하고이들에 대한효과적인리스크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무역리스크관리방안중에서

널리활용하는 보험, 해상보험, 무역보험 등을

통해리스크 대처관리능력을 육성

무역과 통상에 관한 이론과 사

례를 학습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있다.

국제경영환경에적응

가능한전문능력배양
8-1

국가간경제관계의 기본원리를체계적으로

연구하고GATT와 WTO의 기능및규범, 주요

교역대상국인미국, 일본, EU등의통상기구,

제도와관계법규를 고찰

국내는물론 상대국과도상생할

수 있는 자비로운 열린사고를

학습할수있다.

국제무역과경영을

체계적으로분석하기

위한 기초역량배양

9-1

개별경제주체들의 형태를중심으로

시장가격원리를고찰하고 시장균형이

형성되는과정을 배우고각종

거시경제변수들의결정과 변화가국민경제에

미치는영향과 경제안정화를위한

거시경제정책들을분석

세계경제이해에 활용 할 수 있

는지식을함양할 수있다.

논리적커뮤니케이션

능력

10

-1

정치현안에대한 자신의의견을타인에게

논리적으로설명할 수있는능력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 논거를

통해명료하게제시할 수있다.

리더십향상 및

사회공동체배려

11

-1

사회공동체의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해필요한

복지및 비영리단체의역할및 관리에대한

이론과지식을 학습하여사회구성원으로서의

리더십을함양한다.

복지행정의 주요이론과 사회정

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

회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을 함양

할수있다.

문제해결방안 제시
12

-1

사회문제의원인을 파악하기위해필요한

분석과상황판단 능력을주요행정이론, 사례

및데이터 분석을통해습득하여 공공부문을

둘러싼복잡한 사회문제를해결할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사회현상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실험설계방법과 데이

터 분석을 통해 행정문제해결방

안을제시할수 있다.

사회변동에대한

융복합적 이해능력

13

-1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세계화와

지방분권등 현대사회의거시변동을

융복합적으로이해하고 체계적으로분석할수

있는능력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 및 가족

구조의변화를 이해하고설명할

수있다

생애단계별문제의 인식

및해결능력

14

-1

거시사회변동이 초래하는생애과정단계별

변화와문제를 인식하고, 효과적인대안을

제시․추진할수있는 능력

현대사회의 가족변동을 이해하

고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석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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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박 명 호

전 공 분 야 비교정치/정치과정

세부연구분야 정당, 선거, 의회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위스콘신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시건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비교정치 정치과정의이해 현대한국정치실습 정치학개론

대 표 저 서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 “탄핵역풍과 수도권 신도시의 총선” (2004)

『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 “인물론 대 정당론: 경기도” (2006)

『비교정치- -“선거와 정당체계” (2008)

대 표 논 문

‘Sub-National Sources of Multipartism in Parliamentary Elections’, Party Politics (2003)

“지방의회 구성과 입법-현황과 과제”, 『21세기정치학회보』 (2013)

“정당법 10년 성과와 과제”, 『의정연구』 (2015)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세계주요 지역에서

진행되는국제협상을

체계적으로연구

15

-1

기업또는 정부의양자간 및다자간

국제협상의이론과 원칙있는협상방법을

체계적으로연구하고 국제협상의사례를

구체적으로분석

무역현장의 활용을 넘어 진취적

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융복합

적 무역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있다.

소통협력역량
16

-1

상대방의언어와 감정을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감정을 언어나비언어적수단을

활용하여적절하게 표현할수있는 능력

상대방의 언어와 감정을 이해하

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갈등

을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

력

전문법률지식 역량강화
17

-1

전문적인법률지식을 함양한인재로배양하는

능력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에서 시행하는 연구에 참여할

수있다.

정책결정과정 습득및

비전 제시

18

-1

정책과정에대한 이론과사례를학습하여

정책결정과정에대한 원리를이해하고

성공적인정책 결정, 집행및 평가방법에관한

능력을습득한다.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에 대

한 이론과 현실을 연계시키는

토대를형성할수 있다.

정책대안 제시능력
19

-1

국내외정치현안을 정확히이해하고, 이에

대한정책대안을 제시하는능력

정치현상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정책대안들을 모색

할수있다.

정치현상 분석및예측

능력

20

-1

정치학지식을 바탕으로국내외정치현상 발생

원인을이해하고, 향후전망을할 수있는능력

정치현상 분석 시 주요 행위자

의 이해관계, 상호작용을 파악

할수있다.

창조적/진취적역량 강화
21

-1

새롭게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

국제적인법률문제에 있어창의/진취적으로

해결할수 있는능력

국제적인 법률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세계로 뻗어가는글로벌

리더로성장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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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OL2014 국제정치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1

정치행정

사회복지

분야(택 4)

POL4044 탈공산권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1

POL4045 유럽정치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OL4080 외교정책과국제정치 3 3 전문 학사3~4년 1

POL2029 국제정치이론 3 3 기초 학사1~2년 2

POL4084 게임이론을통한정치분석 3 3 전문 학사3~4년 2

POL4060
현대한국정치실습

(캡스톤디자인)
3 1 4 전문 학사3~4년 1

PUB4005 복지행정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UB2010 국정관리와행정 3 3 기초 학사1~2년 2

SOC4017 출생과가족변동 3 3 전문 학사3~4년 1

SOC4025 일상생활의 정치사회학 3 1 2 전문 학사3~4년 2

INT2006 국제무역론 3 3 기초 학사1~2년 2

경제통상법 

분야(택 2)

INT2005 국제통상론 3 3 기초 학사1~2년 2

INT4044 핀테크와글로벌금융환경 3 2 1 전문 학사3~4년 2

INT4001 국제금융론 3 3 전문 학사3~4년 1

ECO4005 국제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1

INT4041 국제지역경제론 3 3 전문 학사3~4년 2

LAW4080 국제법총론 3 3 전문 학사3~4년 1

LAW4082 국제법각론 3 3 전문 학사3~4년 2

PRI5081 중국어(초급)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외국어 

분야(택 4)

PRI5082 중국어(중급)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PRI5083 일본어(초급)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PRI5084 일본어(중급)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PRI5091 스페인어(초급)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PRI5092 스페인어(중급) 3 3 기초 학사1~2년 2

PRI5073
Current Issues and 

Discussion 
3 3 기초 학사1~2년 1

PRI5076 Business Writing 3 3 기초 학사1~2년 1

 필수이수 권장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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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연계전공 (국제교류협력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1.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전문 교과목(3.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취득 

2.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의 세부 취득기준은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서 정한 이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공교과 최소 

36학점 중 정치행정사회복지분야에서 4과목 (12학점), 경제통상법분야 2과목 (6학점), 외국어 분야에서 4과목 (12학점)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6학점의 경우 위 분야의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 명시되어 있다면 

교양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외국어 (학문기초) 영역은 12학점 이상 취득하되,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 과목 중 한 언어 관련 학점이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학문기초의 언어관련 강좌는 외국어 영역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또한 본교의 해당학과(영어영문학부, 중어중

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전공 교과를 이수하였을 경우, 언어관련 학점으로 인정한다. 2013년 1학기 이전에 취득한 타 언어의 

학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 학점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하다.

 

4.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여 수강한 학점의 경우, 해당국의 언어를 습득한 것으로 간주, 학생이 취득한 학점을 외국어 (학문기초)영역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위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한 경우 연계전공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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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목표

  과학수사 연계전공은 과학수사 교육에 대한 융복

합 기초지식을 제공하여 과학수사 실무능력 함양을 

통해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수사기관의 전문 인

력 수요증가에 따른 취업경로 확보 및 취업률 제고

를 목표로 한다.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는 범죄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과

학수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사회과학분야만

의 이론과 연구만으로는 진화하는 범죄기법을 수사하

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학수사 연계전

공에서는 과학수사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전공 교육을 제공한다.

(1) 범죄학,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등의 전공 교육

을 통해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조사, 증거확보, 수

사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2) 증거채취 및 증거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검사에 필요한 능력 향상과 각종 화학 

물질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이론을 체계적으

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3)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첨단과학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능

력을 향상시킨다.

(4) 모바일,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 기기 등을 이

용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능력 확보 및 증거의 과학

적 분석을 위한 능력 향상이 필요하여 멀티미디

어 관련 공학이론 및 시스템 분석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5) 범죄현장 재연 및 범인 행동성 연구 등에 관한 

능력 향상을 위해 연극 및 무대연출과 범죄자의 

행동에 따른 심리 분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 마

약범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사이버범죄 등에 관한 

연구와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범죄피해자 원

호지원 등이 범죄 관련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범죄현장, 그리고 용의자는 모두 범

죄증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증거를 분석하

는 과학수사는 사건 해결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범죄수법이 지능화·고도화 되어가고 있

어 범죄수사기관에서는 과학수사 분야의 인력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수사에 대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실무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

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수사는 범죄학, 법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 공

학 등의 학문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응용되는 지식

의 총체이다. 과학수사 연계전공은 다학제적인 교육

을 통해 경찰청·해양경찰청의 과학수사요원, 국가

정보원,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민간분야의 다양한 감식부서 등 과학수사를 실

시하는 다양한 사회 안전 관련 분야로의 진출이 가

능하다. 특히 경찰공무원 과학수사 전공자 특별채용 

지원이 가능하며, 동 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후 

학계에 진출하여 전국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

로도 임용이 가능하다.

 ● ● ●  Forensic Science

과학수사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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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범죄수사 능력
법률적 사실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유형별 수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2 범죄원인 분석 능력
전통적 범죄와 구분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범죄수사 능력 O O

2 범죄원인 분석 능력 O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범죄수사 능력

1-1
범죄발생의 사회동태적, 개인특질적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범죄발생의 사회동태적, 개인
특질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

1-2
법의학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초동수사를 

실천할 수 있다.

법의학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초동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었다.

1-3
범죄의 기회이론에 입각하여 상황적 범죄예방

을 실천할 수 있다.

범죄의 기회이론에 입각하여 
상황적 범죄예방 능력을 
향상시켰다.

범죄원인 분석 능력

2-1
범죄발생에서 피해자의 기여와 보호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범죄발생에서 피해자의 기여와 
보호방안을 일반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2-2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바
탕으로 범죄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2-3
개인의 공격성 매커니즘과 범죄잠재성을 

측정할 수 있다.

개인의 공격성 매커니즘과 
범죄잠재성을 도출할 수 있다.

교수 소개

이 창 배

전 공 분 야 범죄학, 형사사법학

세부연구분야 소년범죄, 특별예방, SPO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사

석사학위과정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 및 범죄학 형사사법학 및 범죄학석사

박사학위과정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 형사사법학 박사

담 당 과 목 범죄데이터분석고급 경찰윤리 형사사법연구방법론 범죄데이터분석기초

대 표 저 서

범죄학: 이론과 유형, 교우, 2020

경찰학, 박영사, 2014

형사사법연구방법론, 그린, 2013

대 표 논 문

Responsibility and Recidivism: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South Korean juvenile cas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 2019

접합분석을 적용한 폭력범죄발생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

Specific deterrence, community context, and drunk driving: An event history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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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 식

전 공 분 야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세부연구분야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관리,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멀티미디어 운영시스템

대 표 저 서

XML 워크샵

MATLAB을 이용한 수치해석

C언어로 설명한 알고리즘

대 표 논 문

“Adaptive network-based fuzzy inference model on CPS for large scale intelligent and cooperative
surveillance,” Computing, Volume 95 Issue 10-11, pp.977-992, Oct. 2013

“Adaptive resource management scheme for monitoring of CPS, ”Journal of Supercomputing, Vol.
66, Issue 1, pp.57-69, ISSN 0920-8542, Oct. 2013

“MSNS: mobile sensor network simulator for area coverage and obstacle avoidance based on
GML,” EURASIP Journal on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JWCN) Vol. 95, No 1,
pp.1-15, 08 Mar. 2012

정 현

전 공 분 야 무기화학, 나노화학, 재료화학

세부연구분야 나노자성체, 나노약물전달시스템, 나노 다공성 금속산화물 등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나노화학 화학과컴퓨터 환경화학과 나노바이오

대 표 저 서 Nanomaterials for Life Science Vol. 7 : Biomimetic and Bioinspired Nanomaterials
Chapter 6. “2-Dimensional Inorganic Nanoparticles with Drug Delivery and Targeting Functions”

대 표 논 문

Exfoliation and Reassembling Route to Mesoporous Titania Nanohybrids.

Laponite-based nanohybrid for enhanced solubility and controlled release of itraconazole.

Enhanced lithium storage capacity and cyclic perfomance of nanostructured Tio₂-MoO₃hybrid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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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JC2003 범죄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1

CRS2009 공식범죄통계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2

POS2004 범죄수사론 3 3 기초 학사1~2년 1

CRS2008 범죄심리학 3 3 기초 학사1~2년 2

CRS2010 사회심리학 3 3 기초 학사1~2년 2

POS4007 수사심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2

INS4019 침해사고대응관리 3 3 전문 학사3~4년 2

POS4008 폭력범죄론 3 3 전문 학사3~4년 2

CRS4011 형사사법연구방법론 3 3 전문 학사3~4년 1

FSM2001 과학수사학 3 3 기초 학사1~2년 1

FSM2002 범죄증거분석학 3 3 기초 학사1~2년 2

FSM2003 포렌식수사론 3 3 기초 학사1~2년 2

MME4089 멀티미디어네트워크 3 3 전문 학사3~4년 2

MME2044 멀티미디어알고리즘 3 3 기초 학사1~2년 2

MME4081 멀티미디어영상처리 3 3 전문 학사3~4년 2

MME4098 멀티미디어운영체제 3 3 전문 학사3~4년 1

PHY4014 고체물리학1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PHY4039 물리연구프로젝트 2 4 전문 학사3~4년 1

PHY4031 물리학과첨단기술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SEM2006 반도체물리학 3 3 기초 학사1~2년 영어 2

SEM4070 반도체박막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1

SEM4074 센서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1

PSS2001 현대물리학1 3 3 기초 학사1~2년 1

CEN2018 공업물리화학 3 3 기초 학사1~2년 1

CEN4075 단위조작 3 3 　 전문 학사3~4년 1

CEN4039 반응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1

CEN4074 열및물질전달 3 3 전문 학사3~4년 2

CEN2026 재료공학 3 3 기초 학사1~2년 1

CHE4058 기기분석 3 3 전문 학사3~4년 2

CHE2001 분석화학1 3 3 기초 학사1~2년 1

CHE2009 분석화학2 3 3 기초 학사1~2년 2

CHE4046 생화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PRI4003 일반화학및실험1 4 3 2 　 1

PRI4014 일반화학및실험2 4 3 2 　 2

CHE4051 화학생물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CHE4052 화학생물학실험 3 6 전문 학사1~2년 2

 필수이수 권장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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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연계전공 (과학수사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1) 전공과목 개설 총괄표에 개설된 과목 중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공전문 교과목(3,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취득

(3) 1개 학부(과)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4) 이수과목 평점 2.0/4.5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5) 위 조건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한 경우, 연계전공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교과목 해설

졸업 기준

FSM2002 범죄증거분석학 Criminal Evidence Analytics
현대사회의 범죄는 신속화·광역화·흉포화 되고 있어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
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 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이 강의에서는 과학수사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살펴보고, 형사사
법에서의 과학수사의 역할 및 한계를 검토한 후 과학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해 논의해본다.

Forensic science's ultimate goal is to solve the case by collecting and analyzing 
criminal evidences. As victims, crime scenes, and suspects are all connected to 
criminal evidences, analyzing crime evidence is absolutely significant factor. This 
lecture will introduce types of criminal evidences, methodologies applied to grasp 
crime scene, cautions on handling evidences, and general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evidence analysis.

FSM2001 과학수사학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현대사회의 범죄는 신속화·광역화·흉포화 되고 있어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증거의 확보
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
라 수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 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
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이 강의에서는 과학수사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살펴보
고, 형사사법에서의 과학수사의 역할 및 한계를 검토한 후 과학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본다.

In modern society, securing clear evidences through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is crucial as crimes are rapidly spreading, broadening, and 
developing ferocious. Moreover, science development accompanied crime's 
diversification and intellectualization to require investigation methodologies to be 
more scientific. In other words, in developed society,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is considered as common method of investigation. In this lecture, 
you will have a chance to go over fundamental technologies dealt in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review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s role and limit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discuss desirable direction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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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2003 포렌식수사론 Introduction to Forensic Investigation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시켜 컴퓨터 관련 범죄 및 
일반범죄에서 중요한 증거 및 단서가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기기에 보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수사기관 요원의 증거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전문적인 
포렌식 수사 및 기술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강의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보존, 조사, 
분석 및 설명에 필요한 기초 지식 및 정보 기술을 소개한다.

Rapid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ccelerated 
information's digitization. Accordingly, crucial evidences and clues are often stored 
in computer or other digital devices in computer-related and other common
crimes. Therefore, professional forensic investig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 required to support information investigative agency's evidence collection and
analyses. This lecture will introduce basic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necessary in collecting, preserving, investigating, analyzing, and explaining digital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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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목표

  지역산업의 역사성을 계승·발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전인교육(全人敎育)

 

❏ 인재상

  학제·기술·산업 간 차이를 화쟁사상으로 융합·

발전시키는 인재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GCS)는 예술

(디자인)과 경영(광고/홍보/브랜드 매니지먼트), 

그리고 공학(프린팅 & 패키징) 등의 다양한 분야

가 연계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전공으로써, 

4차산업 혁명기에 필요로 되는 인재가 가져야 할 

능력인, (예술적) 감성과 이성(사회과학에 바탕한 

개념적 사고와 공학에 기반한 합리적 사고)의 통

합·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목표로 함.

    최근 관련 학문들은, 아트 차원의 그래픽디자인

에 패키징을 포함하는 공학적 설계(design)디자

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고, 기술 차원의 패키징

을 브랜딩과 마케팅에 접목하고, 인쇄기술을 그래

픽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접근하여 기술과 디자

인 그리고 마케팅을 아우르는 토탈 매니지먼트 교

육 방향으로 발전 중임

    시장 측면에서는, FMCG(Fast Moving Consu

mer Goods, 식품과 슈퍼마켓 일상용품) 유통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 혹은 새로운 

마케팅 기법들의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포장이 브랜드 정체성과 마케팅의 절대적인 요

소로 부각되면서 그래픽디자인과 패키징 즉 아트

(arts)와 기술적 의사결정이 BM(Brand manage

ment) 혹은 PM(Product management)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변화되어 요구됨. 소비자포장에 대

한 새로운 이해와 가치정립을 위하여 기술, 디자

인, 그리고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 간의 학제간 융

합을 실현해야 함

    따라서, 핵심적 브랜드 요소인 인쇄, 패키징 그

리고 그래픽 디자인을 소매유통, 마케팅, 브랜딩

과 연계하여 브랜드 자본화(Brand capital)와 디

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을 실현하는 학

제(interdisciplinary, 學際)간 연계·융합교육을 

통하여, 격변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창

의적 인재 양성 필요

    자동차 부품 제조·유통 전문 대기업/중견기업 

패키징팀, 식품 및 일상용품(슈퍼마켓 상품) 제조

업체 패키징팀, 디자인팀, BM(Brand manageme

nt) 혹은 PM(Product Management) 팀, 디자인 

전문회사, 인쇄업체, 패키징 제조업체 등

 ● ● ●  Graphic Communication Science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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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합리적, 효율적 문제해결능력

(지식과 기술 측면) 디자인/경영/공학의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그래픽 커

뮤니케이션 현안을 이해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

는 능력

2 디자인/경영/공학 자료분석
(지식과 기술 측면) 디자인/경영/공학 이론 및 실습을 바탕으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3 정보기술 활용능력
(지식과 기술 측면)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의 도구(tool)을 바탕으로 한 

정보기술활용

4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가치관
(태도 측면)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이해를 통한 직업윤리 의식을 기르고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의 가치관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

5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이해를

통한 자기개발

(태도 측면)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이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자기개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합리적, 효율적 문제해결능력 O O

2 디자인/경영/공학 자료분석 O O

3 정보기술 활용능력 O O

4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가치관 O O

5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이해를 

통한 자기개발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합리적, 효율적

문제 해결능력

1-1
디자인/경영/공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래픽 커뮤니케이션 현안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현안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

/경영/공학에 대한 이해가 있

다. 

1-2

디자인/경영/공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래픽 커뮤니케이션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경영/공학에 대한 이해

가 있다. 

디자인/경영/공학

자료 분석능력

2-1
디자인 이론/실습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해석/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를 해석/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 이론/실습을 학

습/수행하였다. 

2-2
경영 이론/실습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해석/분

석할 수 있다.

데이터를 해석/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 이론/실습을 학습

/수행하였다. 

2-3
공학 이론/실습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해석/분

석할 수 있다.

데이터를 해석/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공학 이론/실습을 학습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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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정 구 혁

전 공 분 야 경영학(조직인사)

세부연구분야 혁신실행, 조직창의성, 기업문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HR Analytics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esources & Industrial
Relations, Carlson School of

Management
Master of Arts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인사조직전공) 경영학박사

담 당 과 목 조직행위론 리더십 연구조사방법론

대 표 저 서

김정식 & 정구혁. (2020). 쓰러지지 않는기업의조직 탄력성. mPound. ISBN: 978-1533604538.

Organizational innovation at LG CNS. In A Series of Business Cases by SNU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Vol 13: pp. 39-55). Seoul, South Korea: WooDeumJi. ISBN: 978-89-91292-55-0.

Swing a golf club or an organization? A case of external corporate venture. Journal of Management Case
Research (Vol 48 & 49: pp. 39-49).

대 표 논 문

Tired of innovations Learned helplessness and fatigue in the context of continuous streams of innovation
implement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8: 1130-1148.

Innovation implementation as a dynamic equilibrium: Emergent processes and divergent outcomes. Group
and Organization Management, 43: 999-1036.

How do employees adapt to organizational change driven by cross-border M&As? A case in China. Journal
of World Business, 49: 78-86.

정보기술

활용능력

3-1
그래픽 도구를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픽 도구 사용법을 

알고 있다.

3-2
수리, 계량적 방법을 이해하여 경영학적 이해

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경영학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리, 계량적 방법에 대

한 이해가 있다.

3-3
계량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공학적 정보를 분석

할 수 있다.

공학적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계량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있다.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가치관

4-1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

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있다.

4-2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산업 발전 과정을 효율성

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산업 발

전 과정을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수준

의 역량이 있다.

4-3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회윤리적 책임

감을 함양할 수 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회윤리적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이해를 통한

자기개발

5-1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개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개진 능

력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있다.

5-2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질을 선별하여 고양할 수 있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질

을 선별하여 고양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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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이수기준 (202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GCS2001 컬러매니지먼트 3 3 기초 학사1~2년 2

GCS2004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

스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GCS4001 식품포장 3 3 전문 학사3~4년 1

GCS4002 식품포장특론 3 3 전문 학사3~4년 2

GCS4004 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GCS4005 4차산업과상업인쇄 3 3 전문 학사3~4년 1

GCS4006 4차산업과패키징 3 3 전문 학사3~4년 2

ADV2017
광고와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ASI2002 컴퓨터그래픽SW입문 3 1 2 기초 학사1~2년 2

CEN4046 콜로이드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1

CEN4077 고분자소재 및 응용 3 3 전문 학사3~4년 1

CTE2004 그래픽디자인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1

DBA2001 경영학원론 3 3 기초 학사1년 공통

DBA2013 운영관리 3 3 기초 학사2년 공통

DBA2017 마케팅원론(NCS) 3 3 기초 학사2년 공통

MEC4060 기계설계 3 3 전문 학사3~4년 1

MEC4089 디지털제조 3 3 전문 학사3~4년 2

MGT4049 경영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필수이수 권장과목

-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입문, 컬러매니지먼트, 4차산업과상업인쇄, 4차산업과패키징, 캡스톤디자인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전공전문

디지털

프린팅전문가

양성 트랙

* GCS연계전공 개설 기초 과목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입문

-컬러매니지먼트

-4차산업과상업인쇄

-4차산업과 패키징

* GCS연계전공 개설 전문 과목

-캡스톤디자인

* 공학계열 전문 과목

-식품포장 또는

-식품포장특론 중 택 1

* 하기 11개 과목 중 택 6

-그래픽디자인입문

-광고와브랜드커뮤니케이션전

략입문

-경영학원론

-운영관리

-마케팅원론(NCS)

-경영전략

-기계설계

-디지털제조

-콜로이드 공학

-고분자소재 및 응용

-컴퓨터그래픽SW입문

※ 위 트랙이수기준은 졸업요건과 관련 없으며 원활한 전공 교과목 이수를 위한 단순 참고사항임

※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 연계전공에는 선·후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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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연계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 연계전공 최저이수학점: 36학점

- 공학계열(기계로봇에너지, 화학생물, 식품생명)에서 개설된 6과목 중 최소 1과목(3학점) 이상 이수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전공필수과목은 없으나,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 연계전공에서 개설된 5개 과목(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입문, 컬

러매니지먼트, 4차산업과상업인쇄, 4차산업과패키징, 캡스톤디자인)에 대하여 수강/이수를 권장함

교과목 해설

졸업 기준

GCS2004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
입문

Introduction to Graphic Communication 
Science

어떤 종류의 인쇄 제품이라도 기획, 인쇄 원고 디자인, 프리프레스, 프레스(인쇄), 포스트
프레스(후가공) 공정에 의해 완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프리프레스 공정은 데이터 입고부
터 인쇄 원고의 편집 및 수정, 교정, 제판, 컬러 관리까지의 공정이고, 프레스는 인쇄 기계
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또한 포스트프레스는 인쇄 제품의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가공 
처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작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Any type of printed product can be produced by the planning, printing original 
making, prepress, press, postpress process. Here, the prepress process is a 
process from receiving data to editing and correcting a printing original, proofing, 
plate making and color management, and press is a process of producing products 
by printing machine. Postpress is also process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rinted products. This lesson will study a basic theory of these production 
processes.

GCS2001 컬러매니지먼트 Color Management

컬러 켈리브레이션을 이해, 컬러 켈리브레이션의 적용과 방법 대해서 이해, 컬러관리의 입
출력장치의 최적화에 대해서 이해, 품질과의 방법과 데이터 보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정
관리를 이해한다.

The aims of this course are understandings of (1) color calibration, (2) the 
application and methods of color calibration, (3) the optimization of color 
management input and output devices, (4) the methods and data preservation of 
quality, and (5) proc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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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4001 식품포장 Food Storage

식품 포장의 기능, 식품 포장재/포장용기, 포장 식품의 품질변화/유효기간 설정, 식품의 포
장공정, 식품 포장설계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Functions of food packaging, food packaging materials/containers, quality changes 
of packaged foods, determination of shelf life of packaged foods, food packaging 
processes, food packaging design, etc.

GCS4002 식품포장특론 Advanced Food Packaging 

식품 포장재의 물질전달/표면화학, 항균성/항산화성 포장, 가식성 포장, 생분해성 포장, 변
형기체 포장, 마이크로웨이브 가열용 포장, 지능형 포장-지시계/센서/RFID-USN 포장유통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Mass transfer/surface chemistry of packaging materials, antimicrobial/antioxidative 
packaging, edible coating, biodegradable packaging,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icrowavable packaging, intelligent packaging-indicators/sensors/RFID-USN based 
distribution system, etc.

GCS4004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학생
들이 직접 수행한다. 팀 단위로 이루어지며 창의력, 팀워크, 리더십 양성 등을 목표로 한
다.

The capstone design is aimed at improving problem-solving skills by experiencing 
the entire printing or packaging process from planning to producing. In addition, 
team-based learning will help students learn how to develop creativity, make a 
team, and foster effective leadership.

GCS4005 4차산업과상업인쇄 Industry 4.0 and Commercial Print

상업인쇄는 인쇄산업에서 산업의 역사, 비지니스 모델,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범용
하고 중심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산업 환경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고있는 4차산업은 상업 
인쇄의 자동화, 연결성, 융합이 극대화되는 차세대 산업 혁신으로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
다. 이 강의의 목표는 상업인쇄 산업에서의 4차산업 혁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실제적인 이해력과 적응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상업인쇄 와 4차산업 혁신간에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을 배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상업인쇄의 기본 지식(기술, 비지니스 모델, 어플리케이션 등), 상업인
쇄 어플리케이션과 브랜드 캠패인, 상업인쇄의 4차산업 혁신(디지털 인쇄, Web to Print, 
Smart factory) 등을 학습한다.

Commercial printing is the most common and centralized in the printing industry in 
terms of the history of industry, business models, and technology, In addition, 
Industry 4.0, which is leading to a major change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is 
also making a transformation into a next-generation industrial innovation that 
maximizes automation, connectivity, and convergence of commercial printing. The 
goal of the lecture is to cultivate practical understanding and adaptability through 
learning about various cases in which Industry 4.0 innovation in the commercial 
printing industry is applied in the actual field. Based on this, it’s necessary to 
cultivate an integrated and strategic perspective between commercial printing and 
Industry 4.0 innovation. For this purpose, basic knowledge of commercial printing 
(technology, business model, application, etc), commercial printing applications and 
brand campaigns, and Industry 4.0 innovation in commercial printing (digital 
printing, web to print, smart factory) will be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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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4006 4차산업과패키징 Industry 4.0 and Packaging

패키징학은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편리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유도하는 학문분야이다. 구체적으로, 유통합리화를 위한 포장물류 개선, 
포장 폐기물 환경문제 고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포장형태 개발 등 패키징 산업과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다.

Packaging is a discipline that keeps products safe, provides convenience and at 
the same time induces consumption by satisfying consumers' purchasing needs. 
Specifically, students learn the overall contents of the packaging industry and 
technology, such as improvement of packaging logistics for rationalization of 
distributio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issues of packaging waste, and 
development of packaging forms for activating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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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목표

   본 전공에서는 인간과 제품, 제품과 환경, 제

품 간의 설계상 관련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조형능력과 합리적인 제조능력을 겸비한 디자인

공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

  

❏ 학과(전공) 소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왔고 미래에는 융합적인 사고를 접목한 디

자인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디자인공학 연

계전공이 시작되었다. 본 전공에서는 공과대학 

과목들 외에도 미술, 영화영상, 경영, 광고홍보 

등 폭넓은 학문 분야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학생

들이 사회에서 복합적인 환경 하에 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

반이 제공된다. 본 과정 전공자는 기초과목, 전

문과목에서 각각 18학점씩 이수하여 총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최근의 제품설계에는 미적 외형과 인간의 감

성을 고려한 공학적인 설계가 적극적으로 반영

되고 있다. 미적 디자인과 공학이 결합해 매우 

정밀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디자인하는 동안 제품은 효

과적인 디자인 통합을 위하여 제품 엔지니어링 

과정에 전달되어야 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

업디자인과 기계적디자인의 통합은 의도한 디자

인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다. 

  미래의 제품 디자인 기술을 국가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 분야로서 산업화, 정보화

된 다양한 제품개발 환경 속에서 미적 외형뿐만 

아니라, 실용산업제품 디자인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 진로 및 취업분야

   디자인 전문업체, 공학 분야 연구소, 제품개

발 관련업체, 기업 내 제품개발 및 기획 관련 분

야, CAD분야, 그래픽디자인 분야, 대학원 진학 

등.

 ● ● ●  Design Engineering

디자인공학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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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융합지식
공학, 미술, 영화영상, 경영, 광고홍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

하는 능력

2 창의적 디자인 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디자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융합지식 O O O O

2 창의적 디자인 O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융합지식 1-1
공학, 미술, 영화영상, 경영, 광고홍보 등에서 

배운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각각 최소 18학점의 기초 과목 

및 전문 과목 수강

창의적 디자인 2-1
융합 지식을 디자인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졸업 논문 혹은 졸업 디자인 

포트폴리오 작성

교수 소개

장 준 호

전 공 분 야 산업공학

세부연구분야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공학학사

석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산업제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정보시스템분석설계 인간공학

대 표 논 문

Chang, J., Moon., S. K., Jung, K., Kim, W., Parkinson, M. B., Freivalds, A., Simpson, T. W., 
and Baik, S. P. (2018). Glasses-type wearable computer display: Usability considerations examined 
with a 3D glasses case study. Ergonomics, 61(5), 670-681.

Chang, J. and Jung, K. (2017). Development of a press and drag method for hyperlink selection 
on smartphones. Applied Ergonomics, 65, 269-276.

Chang, J., Freivalds, A., Sharkey, N. A., Kong, Y-K., Kim, H. M., Sung, K., Kim, D-M, and Jung, 
K. (2017). Investigation of index finger triggering force using a cadaver experiment: effects of 
trigger grip span, contact location, and internal tendon force. Applied Ergonomics, 65, 1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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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ARD2003 건축그래픽스 3 0 6 기초 학사1~2년 2

ARD2010 표현기법 3 0 6 기초 학사1~2년 1

ARD2014 건축설계기초A 3 0 6 기초 학사1~2년 1

ACS2001 공간과디자인 3 3 0 기초 학사1~2년 2

ADV2002 크리에이티브입문 3 3 0 기초 학사1~2년 1

ADV2005 뉴미디어와광고 3 3 0 기초 학사1~2년 2

ADV2010 광고아이디어발상법 3 3 0 기초 학사1~2년 2

ADV2017
광고와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입문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CTE2003 디지털음향편집입문 3 1 2 기초 학사1~2년 2

CTE2004 그래픽디자인입문 3 1 2 기초 학사1~2년 1

CTE2007 디지털콘텐츠제작입문 3 3 0 기초 학사1~2년 1

CTE2008 뉴미디어시각효과입문 3 1 2 기초 학사1~2년 2

DBA2017 마케팅원론(NCS) 3 3 0 기초 학사1~2년 2

FIL2095 애니메이션실습 3 1 2 기초 학사1~2년 2

IDP2002 드로잉1 2 1 2 기초 학사1~2년 1

IDP2003 드로잉2 2 1 2 기초 학사1~2년 2

IDP2011 조형론 2 2 0 기초 학사1~2년 공통

ISE2004 인간공학 3 3 0 기초 학사1~2년 1

ISE2009 CAD및실습 3 3 0 기초 학사1~2년 1

MEC2036 어드벤처디자인 3 3 0 기초 학사1~2년 1

ARD4036 건축과컴퓨터 3 2 2 전문 학사3~4년 2

CTE4001 디지털영상편집입문 3 1 2 전문 학사3~4년 1

CTE4007 비주얼스토리텔링 3 1 2 전문 학사3~4년 2

CTE4008 디지털영상촬영 3 1 2 전문 학사3~4년 1

CTE4009 창의적정보시각화 3 1 2 전문 학사3~4년 2

CTE4010 MCN콘텐츠개발의실제 3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75 CG애니메이션심화 3 1 2 전문 학사3~4년 1

ISE4005 첨단제조공학 3 3 0 전문 학사3~4년 2

ISE4022 제품개발 3 3 0 전문 학사3~4년 영어 2

ISE4036 헬스케어공학 3 3 0 전문 학사3~4년 2

MGT4068 신상품개발및가격전략 3 3 0 전문 학사3~4년 1

MGT4074 소비자행동론(NCS) 3 3 0 전문 학사3~4년 공통

MGT4075 마케팅리서치(NCS) 3 3 0 전문 학사3~4년 공통

MME4079 컴퓨터그래픽스 3 3 0 전문 학사3~4년 2

PAI4015 미디어연구1 2 0 3 전문 학사3~4년 2

PAI4017 혼합매체1 2 0 3 전문 학사3~4년 1

SCU4043 컴퓨터그래픽2D3D1 2 0 4 전문 학사3~4년 1

SCU4044 컴퓨터그래픽2D3D2 2 0 3 전문 학사3~4년 2

 필수이수 권장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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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연계전공 (디자인공학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졸업 논문/시험: 졸업논문 혹은 졸업디자인포트폴리오

  ○ 졸업논문

    - 졸업 논문과 졸업 디자인 포트폴리오 작성 중 택1하여 제출

    - 졸업 논문과 졸업 디자인 포트폴리오 작성 계획 및 주제는 반드시 주임교수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

졸업 기준



1340  2022 Course Catalog

교육목표 및 인재상 

  IP 전공기술, 기술경영, 인문/문화/예술 등의 다학

제간 융합,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산업 현장의 실

무전문가를 통한 대학-현장간 융합을 통해서 IP 기

술과 융합 기획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전공지식

을 습득함으로써 융합적 소양을 지닌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함.

• IP, 이·공학을 전공한 전문 특허 엔지니어 등 IP 

기초관련 지식 및 습득 

• IP 필수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IP 인재 육성

• 창의적인 IP 아이디어 기획 및 융합 능력이 출중한 

지식재산 리더 인력 양성

  

•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SanHose)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지

식재산권 분쟁은 이듬해 세계 9개국13곳의 법원

으로 확대, 본격화됨에 따라 특허는 물론 외관 디

자인이나 사용자 환경, 아이콘의 모양 등의 지식재

산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

는 것을 국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

지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이와 같이 과거에는 연구개발에 따른 부산물 또는 

기술보호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자산 정도

로 인식되었던 지식재산이 이제는 비즈니스를 위

한 필수조건이면서도 라이선스, 매각, 소송, 벤처

투자 등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

고 있음에도 ’10년도 이후 국내 특허, 상표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및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 GDP 및 R&D 

투자 대비 한국인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로 양

적인 특허생산성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다학제간 융합, 대학-공공기관 간 융합을 통해 습득

한 지식을 토대로 단순 한정된 인재보다는 미래 IP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은 진로를 다양화 할 수 있음. 

• 한국발명진흥회 등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취업

• 국내 및 외국기업의 지식재산(IP)전담 부서  취업

  (예: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약 1,600명 ,삼성전자 

IP담당 인력 700명외 기타 대기업 전공자 관련직 

취업)  

• 국내 및 외국에서 IP 관련 기업 창업 및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 ● ●  Intellectual Property (IP)

융합지식재산

학과(전공) 소개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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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창의적인 아이디어개발 및 

융합능력
창의적인 IP 아이디어 개발 및 융합 능력 함양

2 IP 및 R&D 능력 IP 및 R&D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전공 지식 습득

3 자기 개발 IP, 기술경영, 인문/문화/예술 등 다학제간의 창의적 융합사고 능력

4 인성과 직무 인성과 소통능력, 기업가 정신의 함양

5 글로벌 지식재산 지식재산 글로벌화 대비 전문능력 함양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창의적인 아이디어개발 및 

융합능력
O O

2 IP 및 R&D 능력 O

3 자기 개발 O

4 인성과 직무 O O

5 글로벌 지식재산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창의적인 

아이디어개발 및 

융합능력

1-1
지식재산전문가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 개발할 수 있다.

다른 영역이나 분야의 지식을 연결

하고 융합하여, 지식재산전문가로

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1-2

다른 영역이나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융합하

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IP 및 R&D 능력

2-1
지식재산 및 R&D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

고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 및 R&D에 대한 기초 개

념을 설명할 수 있다.

2-2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재산권에 대한 

비즈니스 통찰력과 함께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 집행할 수 있다.

지식재산 및 재산권에 대한 기관전

략과 동향을 파악하고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기 개발

3-1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융합적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지식재산 시장 전반의 동향과 산업

의 변화를 파악하고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3-2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신분야 영역에 대

한 창의력,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을 창출, 보호, 활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분

야 영역을 파악하고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지식재산의 창

출과 보호 및 활용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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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임  중  연

전 공 분 야  설계 & 재료

세부연구분야  설계 & 재료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트랙별 설계프로젝트 재료학 기술창조와특허

대 표 저 서
 2002. 03 / 공학경제 / 교우사

 1998. 02 / Manufacturing engineering / 반도출판사

대 표 논 문

 "Finite Element Analysis of Schwarz P Surface Pore Geometries for Tissue-Engineered Scaffolds" / 
MATHEMATICAL PROBLEMS IN ENGINEERING / Vol.2012 / 

 "Finite element analysis of bone-implant biomechanics: refinement through featuring various 
osseointegration conditions" /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Vol.41, No.9, 
pp.1090-1096

 썩백 방지 익스펠러를 구비한 치과용 핸드피스 (No. 10-1126639) 2012.03.07

 소형 공압 의료 장치 및 그 어댑터 (No. 10-1081769) 2011.11.03

오  승  택

전 공 분 야  지적재산권

세부연구분야  지적재산권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산업재산권법과 법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과 법학 박사

담 당 과 목 기술창조와 특허

대 표 저 서 특허법(1판~6판) / 박문각

인성과 직무

4-1
지식재산전문가에게 필요한 인성과 가치관을 

성찰하고 바르게 확립할 수 있다.

지식재산전문가에게 필요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설명할 수 있다.

4-2

스스로의 성찰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전

문가로서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실천할 수 있

다.

지식재산 및 재산권 권리 보호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인식을 바탕으

로 기업에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

석하고 올바른 실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글로벌 지식재산

5-1

급격히 글로벌화 되고 있는 지식기반 시장 환

경하에 다양한 국내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지

식재산 관련 전문 서비스 역량을 갖출 수 있

다.

지식기반 시장의 글로벌 환경 동향

과 변화를 파악하고 국내외 기관에

게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과 서비스

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5-2
국제환경에서 신기술의 IP 선점 및 해외 분쟁

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글로벌 기업간 IP 분쟁 사례를 통

해 지식재산관련 이슈와 문제를 파

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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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태

전 공 분 야  법학

세부연구분야  지식재산권 실무/법규, 국제상거래 계약/법규

학사학위과정 경북대학교 법학과전공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 - -

박사학위과정 West Virginia University 법학과전공 법학전문박사

담 당 과 목 기술창조와 특허

대 표 저 서
국제상거래계약 실무, 세창출판사, (2016)

미얀마 투자 법규ㆍ세무 가이드, 세창출판사 (2016)

임  대  운

전 공 분 야  통신

세부연구분야  무선통신, 정보이론, 암호학

학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통신이론및실험 고급디지털통신

대 표 논 문

 "On the phase sequence set of SLM OFDM scheme for a crest factor reduction ," IEEE 
Transactions on Signal Processing, vol. 54, no. 5, pp. 1931-1935, May 2006.

 "A new SLM OFDM with low complexity for PAPR reduction ," IEEE Signal Processing Letters, vol. 
12, no. 2, pp. 93-96, February 2005.

 "Near optimal PRT set selection algorithm for tone reservation in OFDM systems ," IEEE 
Transactions on Broadcasting, vol. 54, no. 3, pp. 454-460, September 2008. 

윤  병  운

전 공 분 야  산업공학

세부연구분야  기술 경영, 지식 경영, 신기술 개발, 제품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기술경영 서비스공학 기술전략과 창업

대 표 저 서
 테크놀로지 인텔리젼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서비스 공학, 생능출판사 (2010)

대 표 논 문

 Byungun Yoon, Rob Phaal and David Probert, ‘Morphology analysis for technology roadmapping: 
application of text mining’, R&D Management(SSCI), Vol. 38, No. 1, pp. 51-68, 2008.

 Byungun Yoon, “On the development of a technology intelligence tool for identifying technology 
opportunity”,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SCIE), Vol. 35, No. 1-2, pp. 124-135, 2008.

 Byungun Yoon and YongtaePark,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ecasting Algorithm: Hybrid 
Approach for Morphology Analysis and Conjoint Analysis of Patent Information",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SCI), Vol.54, No.2, pp.588-599, 2007.

이  승  준

전 공 분 야  나노/마이크로 미케닉스

세부연구분야  나노/마이크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응용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창의적공학설계및실습 동역학 신소재특론

대 표 논 문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of the traction-separation responses at the interface between 
PVDF binder and graphite in the electrode of Li-ion batteries",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Vol.161, No.9, 2014, A1218-A1223.

 "Controlling the number of graphene sheets exfoliated from graphite by designed normal loading 
and frictional motion",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116, 2014, 024313.

 "The switching of rotaxane-based motors", Nanotechnology, Vol.22, 2011, 2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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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융합지식재산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12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졸업 時까지 지식재산 교육과정 교과목을 최종 이수하고, 全 학년 평점 2.0/4.5 이상 취득

- 졸업논문 제출

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EGC7026 기술창조와 특허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일반교양

MGT4049 경영전략 3 3 0 전문 학사3-4년 공통 경영학과

DBA2006 경영정보론 3 3 0 기초 학사2년 공통 경영대

LAW4052 저작권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학기 법학과

LAW4105 인터넷법(캡스톤디자인) 3 3 0 전문 학사3년 2학기 법학과

LAW2032 과학기술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학기 법학과

LAW4038 산업재산권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학기 법학과

ISE4022 제품개발 3 3 0 전문 학사3-4년 2학기
산업시스템

공학과

ISE4023 기술경영 3 3 0 전문 학사3-4년 2학기
산업시스템

공학과

ISE4029 서비스공학 3 3 0 전문 학사4년 1학기
산업시스템

공학과

DEV1080 스타트업과 크라우딩펀딩 3 2 2 자기계발 학사1~4년 1학기
창업원 

창업교육센터

DEV1081 소셜벤처 프로젝트 3 2 2 자기계발 학사1~4년 2학기
창업원 

창업교육센터

 필수이수 권장과목

-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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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목표

   식품영양학은국민영양과건강에직결되는식

생활에대한포괄적인연구와대책개발을위하여

식품과학, 영양학, 급식관리학등식생활전반에걸

친기초과학과응용과학을교육하는학문분야이다.

식품영양학의원리와실제를터득하여다변화되어

가는사회요구에부응할수있는전문지도자를배

출하는데그목표가있다.

  
   식품영양학은 인간의 식생활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

하고 교육하는 응용학문이다. 교육의 방향은 국

민영양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생활에 대한 포괄

적인 연구와 대책개발을 위하여 식품학 영역, 영

양학 영역, 급식 경영학 등 분야를 특성화, 세분

화시키는 동시에 또한 통합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서 식생활 전반에 걸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데 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식품영양학

에서는 21세기에 맞추어 인류의 큰 관심거리인 

건강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통식품의 약리적 효과나 다이어트 식품으로부

터 인체의 유용한 기능성 식품들을 연구하고 있

으며, 전통음식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를 통

해 전통음식을 더 발전시키고 세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연

구나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 식품의 올바른 가공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전문인을 요하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식품영양관

련 학과에서는 대학원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학부에서는 여러 분야를 넓게 두루 접

하고,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

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영양학은 인류와 함께 하는 학문이다. 따

라서 당뇨병, 고혈압 등 식이와 연관이 많은 질

병에 대한 식이요법이나 식품영양학에 관한 지

식, 올바른 식습관 모형 등을 지역주민에게 제시

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

끼지 않을 것이다.

   병원에서 영양상담과 급식관리를 책임지는 

영양사와 기업체,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등의 

영양사로 진출할 수 있으며, 미국 영양사 자격증

(C.N.S.D.)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다. 식품회

사, 식품의약관련 산업체, 식품･영양관련 연구기

관, 병원 및 보건관련 연구기관 등에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 급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급식위탁전문

업체, 패스트푸드 업체, 외식업체 등에서 전문급

식관리자 및 전문경영인으로 종사할 수 있다.

 ● ● ●  Food and Nutrition

식품영양학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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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영양학의 원리, 

기전이해 및 응용능력

영양학 분야의 다양한 현상,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활용을 위한 계획, 

적용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함양

2
식품학의 원리, 

기전이해 및 응용능력

식품학 분야의 다양한 현상, 원리, 효능평가를 바탕으로 응용,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영양학의 원리, 

기전이해 및 응용능력
O O

2
식품학의 원리, 

기전이해 및 응용능력
O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영양학의 원리, 

기전이해 및

응용능력

1-1
영양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식생활관리에 활용 및 응용할 수 있다.

영양학에 대하여 이해하고 화학적 식생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기른

다.

1-2

인체 내 영양의 대사과정을 이해하고 대

사이상 시 적절한 영양관리를 할 수 있

다.

인체 내 영양의 대사과정에 대한 기본 개

념과 원리를 알고, 대사이상 시 적절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1-3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에 적절한 교수법을 

익히고 영양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을 이해하고 영양교

육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 할 수 있다. 

식품학의 원리, 

기전이해 및

응용능력

2-1
식품의 물리, 화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합

리적이며 안전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

도록 식품의 물리, 화학적 특징을 습득한

다. 

2-2

과학적 조리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통해 

실기능력배양, 메뉴개발 및 식품신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과학적 조리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기능

력배양, 메뉴개발 및 식품신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기른다.

2-3

식품관리 및 가공에 관한 이론과 실무지

식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

다.

식품관리 및 가공에 관한 이론과 실무지

식을 이해하고 산업혁장에 적용할 수 있

는 실천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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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이 심 열

전 공 분 야 식품영양학

세부연구분야 응용영양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U.C Berkeley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기초영양학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식사요법 생애주기영양

대 표 저 서

식생활과 영양(2018), 파워북

식생활 관리, 신광출판사

식이요법, 고문사

대 표 논 문

한국 성인의 신체활동 유형에 따른 식생활 및 건강행태-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2021)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밀키트 이용 현황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2021)

Effect of nutrition education in reducing sodium intake and increasing potassium intake in 
hypertensive adults(2020)

한국 성인 여성의 n-3계, n-6계 지방산 섭취와 우울증상: 2014~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2020)

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ME2006  생화학 3 3 0 기초 학사1~2년 2 의생명공학과

BIO2010  생화학 3 3 0 기초 학사1~2년 1 생명과학과

FIS4020  식품마케팅론 3 3 0 전문 학사3~4년 1 식품산업관리학과

FIS4043  식품안전관리론 3 3 0 전문 학사3~4년 2 식품산업관리학과

FOO2011  식품미생물학 3 3 0 기초 학사1~2년 2 식품생명공학과

FOO4001  식품화학 3 3 0 전문 학사3~4년 1 식품생명공학과

FOO4003  식품가공학Ⅰ 3 3 0 전문 학사3~4년 1 식품생명공학과

FOO4016  식품저장학 3 3 0 전문 학사3~4년 2 식품생명공학과

FOO4032  식품안전성학 3 3 0 전문 학사3~4년 2 식품생명공학과

GCR7001  세계음식의문화적이해 3 3 0 기초 전체 공통 가정교육과

HOM2002  기초영양학 3 3 0 기초 학사1~2년 1 가정교육과

HOM2006  한국조리 2 1 2 기초 학사1~2년 1 가정교육과

HOM2014  조리과학 3 3 0 기초 학사1~2년 2 가정교육과

HOM4004  외국조리 2 1 2 전문 학사3~4년 2 가정교육과

HOM4040  식사요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가정교육과

HOM4042  생애주기영양 2 2 0 전문 학사3~4년 2 가정교육과

HOM4043  식생활관리 3 3 0 전문 학사3~4년 2 가정교육과

HOM4046  영양교육 3 3 0 전문 학사2~3년 1 가정교육과

HOM4051  영양사현장실습 2 0 2 전문 학사3~4년 계절 가정교육과

PMY2014  생리학 3 3 0 기초 학사1~2년 2 약학과

 필수이수 권장과목

- 기초영양학, 조리과학, 식사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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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이수기준 (202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연계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전공전문과목에서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이수해야 함

- 졸업 논문/시험: 졸업시험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세부전공목표
이수 권장 교과목

전공기초 ➡ 전공전문

전문급식관리자 

트랙

기초영양학

한국조리

조리과학

➡

식품가공학Ⅰ

식품저장학

식품안전성학

외국조리

식사요법

식생활관리

영양교육

전문경영인 트랙

생화학

기초영양학

조리과학

식품마케팅론

식품안전관리론

식품저장학

식품안전성학

생애주기영양

영양교육

복수전공트랙

생리학

식품미생물학

기초영양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Ⅰ

식품안전관리론

식사요법

생애주기영양

식생활관리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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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양사관련 교과목 최소이수과목 및 학점 현황 (영양사관련 18과목 52학점)

구분 과목명 유사인정과목명
최소이수

과목 학점

계 23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 18 52

기초

생리학 영양생리학, 인체생리학

2 6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보건학, 환경위생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6 19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및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조리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 식품재료학

5 14

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식품미생물학 발효(미생물)학, 발효식품학

식품가공및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
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다량조리

4 11

급식경영학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전략

식생활관리학 식생활(과) 문화, 식문화사, 식생활계획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법규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영양사 실무 1 2

비고: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과목명에 "∼ 및 실험", "∼ 및 실습", "∼실험", "∼실습", "∼학", 

      "∼연습", "∼Ⅰ과 Ⅱ", "∼관리", "∼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함.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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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목표

• 인문, 예술적 성찰을 통한 내면의 인격도야

• 미래 지식사회 첨단 분야의 융복합적 창의교육

• 학교와 사회의 경계가 없는 문제해결식 교육

 

❏ 인재상

• 내면의 인격자 : 학문을 통해 높고 깊은 인격

의 완성을 도모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다. 기

능인이 아닌 인간주의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인

문, 예술적 성찰학습이 요구된다. 

• 예술적 사고의 창의적 인재 : 예술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융합기획자가 된다.

• 사회기여자 : 타자와 공동체사회에 대한 이해

를 통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봉사하

고 기여 한다. 

  
• 독보적인 예술대 첨단 프로그램을 갖춘 전공으

로 예술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구현한다.

• 미래의 첨단 기술을 융복합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학과 간 연계전공으로서 전공학점 취득이 가능

하다.

•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경험을 창

조하는 쪽으로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 소셜네트워크, 스마트환경, 사물인터

넷(IoT) 등을 예술과 기술의 접목으로 수업에 

도입함. 첨단기술과 전통 예술인 문학, 미술, 연

극, 영화가 융합, 확장되도록 함.   

• 변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

간의 보편적 감성과 가치관을 배양하기 위한 고

전 독서를 동시에 병행시키는 지혜도 필요함. 

•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예술작업과 외적 경험, 

네트워크 공간속의 수평적 학습을 융합시킴. 

• 장르구분 없는 현대예술, 융복합적인 미디어, 

방송, 통신 등 진출

• 예술/공학/인문학을 결합한 형태의 기업적 수

요

• 예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산업의 크리

에이티브 분야(광고, 디자인, 서비스 계통)

• 예술, 오락, 산업의 경계 없는 게임, 인터랙티

브아트, 이머젼아트(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뉴

미디어아트컨텐츠 제작, 유통, 마케팅, 소비의 제 

분야 종사자

• 인터넷 기반 프로슈머적 창작자들 - 1인 미디

어, 1인 콘텐츠 제작가능자 선호

 ● ● ●  Mixed-Media

예술융복합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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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업계현황

대형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사, 광고기획사, 광고대행사, 각종 공연기획사, 방송국, 외주 방송제작

사 등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영상촬영, 편집 / 그래픽 디자인 / 애니메이션 / 3D영상·애니메이션 제작 / 영상미디어작품 기획· 설

치 가능한 자 선호함.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지식능력
작품 중심의 지식을 다양한 일상적 이미지문화 예술 환경 조성 지식으

로 함양 

2 지역헌신성
예술융복합적 지식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특성 개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3 기획력 성과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능력 함양

4 창의력 기존의 관념과 질서를 넘어선 글로벌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창의성 함양

5 리더쉽
이미지문화 중심의 다양한 공동체를 주도하는 차세대 인재로서의 능력 

함양

6 융합능력 다양한 예술 분야 간의 융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지식능력 O O

2 지역헌신성 O O

3 기획력 O O

4 창의력 O O

5 리더쉽 O O

6 융합능력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지식능력

1-1
예술분야의 과거와 현재 통해 미래를 예측, 설

계할 수 있다. 

예술분야의 과거와 현재를 통

해 미래를 예측, 설계 해볼 수 

있다.

1-2
예술의 본질과 미학을 통해 철학적 인식을 할 

수 있다.

예술의 본질과 미학을 통한 철

학적 인식이 가능하다.

지역헌신성 2-1
융복합예술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개인, 기구 

등을 기록하여 관심을 고조시킨다.

융복합예술을 통해 지역공동체

와 개인, 기구 등을 기록하여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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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2-2
인근 지역의 정책적 사업에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키운다.

인근 지역의 정책적 사업에 참

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2-3
예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지역에 교육 

기부활동 능력을 배양한다.

예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체

와 지역에 교육 기부활동을 할 

수 있다.

기획력

3-1
영상제작의 기초훈련과 기획을 통해 개인 미디

어 활동 능력을 키운다.

영상제작의 기초훈련과 기획을 

통해 개인 미디어 활동이 가능

하다.

3-2
개인 창작 수업을 통해 개인작업의 시연 능력

을 향상시킨다.

개인 창작 수업을 통해 개인작

업의 시연이 가능하다.

창의력

4-1
기술과 기법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킨

다.

기술과 기법의 활용을 통한 창

의적 사고가 가능하다.

4-2
개인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

킨다.

개인 창작 활동을 통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다.

리더쉽

5-1
다양한 역할을 통해 협업의 기술을 향상시킨

다.

다양한 역할수행을 통해 다수

와의 협업이 가능하다.

5-2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추진할 수 있다.

융합능력 6-1
작품 제작을 통해 예술 간 융합 능력을 키운

다.

예술 간 융합을 반영한 작품 

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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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문 원 립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

세부연구분야 다큐, 실험영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BS

석사학위과정 템플대학교 방송영화과 MFA

담 당 과 목 극영화제작캡스톤디자인 편집심화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대 표 저 서 디지털비디오의 이해, 한나래 2005

대 표 논 문

“Documentary and its realism”, Studies in Documentary Film, 2018

“VR과 영화”, 씨네포럼, 2015

<비>, 부산국제영화제, 2008

이 주 원

전 공 분 야 동양회화

세부연구분야 한국화 ‧ 미술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미술학과(전공) 미술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미술학과(전공) 미술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전공)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기초한국화 현대회화

개 인 전

2020 제18회 개인전 (금호미술관, 서울) 

2019 제17회 개인전 (갤러리밈, 서울)

2017 제16회 개인전 (인사아트스페이스, 서울) 외 다수

단 체 전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 불각의 균형 (성산아트홀, 창원)

2018 멘토-멘티전 (한원미술관, 서울)

2018 전등사 그 이후전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외 다수

대 표 논 문

「전통회화 속 시간관의 개념을 적용한 미술교육 방안」, 조형교육, 한국조형교육학외, 2017

「전통회화 속 ‘사의성’에 대한 미술교육적 활용 연구 – 장자의 ‘물아일체’와 들뢰즈의 ‘되기’개념들을 중
심으로-」, 조형교육, 한국조형교육학회, 2016

「묵과 오채론에 기초한 수묵화의 현대적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4

주 도 양

전 공 분 야 서양화

세부연구분야 서양화, 사진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미술학 서양화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미술학 서양화전공 석사

담 당 과 목 사진 영상연구 영상연구2 미디어연구

대 표 저 서
『곤충의 눈-시선의 기원』, 주도양 지음, 사비나미술관, 2016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작업에 집중 하는 법』, 주도양 지음, Alchimie, 2015

개 인 전

2021년 <종이 위의 빛>, 갤러리인사아트, 서울

2021년 <제1회 내친구프젝트 2021>, 아람미술관 갤러리누리, 고양

2021년 <실재의 흔적-빛과 손으로 옮겨 지은 풍경>, 한전아트 갤러리, 서울 외 다수

단 체 전

2021년 <AHAF 아시아호텔아트페어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 부산

2020년 <뜻밖의 발견-세렌디피티>, 사비나미술관, 서울

2020년 <서울 인마이 마인드>, 금산갤러리, 서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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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예술융복합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졸업작품 제출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 존재하므로 예술융복합 연계전공 졸업내규 별도 확인 필요

- 위 조건을 충족하고, 졸업작품을 제출하여 통과한 경우 연계전공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함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

강의

개설

학기
비고

MIX4001 인터랙티브미디어제작 3 1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필수이수 권장

MIX4003 키네틱아트 3 1 2 전문 학사3~4년 2
필수이수 권장, 

P/F

KCC2009 소설창작입문1 3 0 3 기초 학사1년 1

KCC2003 소설창작입문2 3 0 3 기초 학사1년 2

KCC2008 시창작입문1 3 0 3 기초 학사1년 1

KCC2002 시창작입문2 3 0 3 기초 학사1년 2

CRE4087 장르소설입문 3 0 3 전문 학사2~3년 1

CRE4075 영상콘텐츠입문 3 1 2 전문 학사2~3년 2

ASI2004 360VR콘텐츠제작실습 3 0 3 기초 학사1~2년 1

ASI4012 첨단기술활용공연제작실습2 3 0 3 전문 학사3~4년 2

ASI4003 첨단기술활용영상제작실습 3 0 3 전문 학사3~4년 2

IDP2016 현대미술론 2 2 0 기초 학사1~2년 2

PAI4015 미디어연구1 2 0 3 전문 학사3~4년 2

PAI4011 영상연구 3 3 0 전문 학사3~4년 1

FIL4084 실험영화캡스톤디자인 3 0 3 전문 학사3~4년 2

FIL2095 애니메이션실습 3 1 2 기초 학사2년 2

FIL2083 영상미학분석 3 1 2 기초 학사1년 2

FIL2101 영화제작워크숍1 3 0 3 기초 학사2년 1

FIL4093 융복합매체캡스톤디자인 3 0 3 전문 학사3년 2 P/F

FIL4083 지역과영상교육 3 1 2 전문 학사3~4년 2 P/F

FIL4092 창작조사방법론 2 1 2 전문 학사3년 1 P/F

FIL4080 프로덕션디자인 3 1 2 전문 학사3~4년 2

ACS2001 공간과디자인 3 3 0 기초 학사1~2년 2 P/F

ACS2006 사운드입문 3 0 3 기초 학사2년 1 P/F

ACS2002 사진 3 3 0 기초 학사1~2년 1 P/F

ACS2005 영상제작과정의이해 3 1 2 기초 학사1년 공통 P/F

SCU4030 설치와매체(캡스톤디자인) 2 0 4 전문 학사3~4년 2

SCU4043 컴퓨터그래픽2D3D1 2 0 4 전문 학사3~4년 1

 필수이수 권장과목

- 인터랙티브미디어제작, 키네틱아트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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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MIX4003 키네틱아트 Kinetic Art

이 과목은 키네틱 아트의 이론과 실기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키네틱 아트 접근과 
방법을 공부할 것이다. 이 과목의 핵심은 시각예술상의 키네틱 아트에 있을 것이다. 

The course explores the Kinetic Art through theory and practice. Students will 
study various Kinetic approaches and methods. The main emphasis of the course 
will be on the Kinetic Art of visual fields. 

MIX4001 인터랙티브미디어제작 Interactive Media Production

이 과목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제작의 이론과 실기를 수행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인터랙티브 
접근과 방법을 공부할 것이다. 이 과목의 핵심은 시각예술상의 인터랙티브 제작에 있을 것
이다. 

The course explores the interactive media production through theory and practice. 
Students will study various interactive approaches and methods. The main 
emphasis of the course will be on the interactive productions of visu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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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목표

 • 문화기획 연계전공의 교육목표는 문화산업, 

문화정책 및 시민문화활동에 있어서 문화콘텐츠

의 생산과 창출을 리드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Cultural planner)’의 양성이다. 이 목표를 위해,

1. ‘문화가치(Cultural values)’를 철학적으로 근

거 짓고 체험적으로 지각하여 타자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소통하는 문화적 소통능력을 구

사하는 문화철학적 실천가를 교육과정의 모

상(母像)으로 한다.

2. ‘문화정보(Cultural informations)’의 개념과 

체계화에 대한 능숙한 구사와 아울러 문화현

상 전반에 대한 철학적 근거 정립 및 창의적 

기획이 가능한 기본적 문화인식 및 문화표현

의 능력들을 배양한다.

3. 글로벌한 차원에서 ‘문화정보’를 수집하고 인

간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문화적 

표현체’로 형상화하여 글로벌 의사소통을 ‘문

화콘텐츠(Cultural contents)’로 결정화시켜 

유통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문화 경영자를 

지향한다.

4.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사회에 이어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조건에 부합하는 문화수요 및 

문화체험의 충족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기획 

능력을 강화한다. 

 

❏ 인재상

 - 범인류적 호응을 받고 있는 K-컬쳐에 대한 

글로벌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를 ‘유의미한 

문화콘텐츠‘로 형상화할 기획능력을 구사할 

유능한 문화기획자(Cultural planner)로서 다음 

영역에서 활약할 인재

⦁문화산업기획 : 문화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화수요에 기업정신으로 대응할 마인드를 

가진 이.

⦁문화정책기획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정책 분야에서 제기되는 요구에 

문화적으로 대응할 문화행정능력을 구사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재정의 

조달에 전문적 안목을 가진 이.

⦁문화체험기획 : 시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화향유에의 요구에 대한 문화가치체험의 

소통, 기획, 안내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 

  
문화기획 연계전공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현

재 문화 양상과 지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앞으

로 기획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예측하고 수립하는 분

야이다. 문화는 예술과 건축, 생활, 패션,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인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으로서 문화기획은 다방면에 걸쳐 일어나는 문

화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것을 

실제로 창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인적 자원의 충원, 

재정 조달 등 다각도에 걸친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의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도록 하는 고도의 정신적 작

업이다. 

 ● ● ●  Cultural Planning

문화기획

학과(전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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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한국 사회는 문화욕구의 대중적 폭발

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국립박물관 개장 이

후 엄청난 관광 인파가 몰려 왔으며, 각종 참

사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대부분 성황리에 개

최되고, 거의 모든 국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 이와 동시에 시민적 문화욕구의 질적 수준이 

급격하게 제고되고 있다.

 - 한류 열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기대 이상으로 급

증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안목을 가진 유능

한 문화기획자는 태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3. 그러면서 문화기획 영역에 있어 전문적 세분

화와 특성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 기획, 홍보, 영업, 생산 업무의 분화와 

아울러 문화산업과 문화정책 안에서의 아이템 

분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다수의 전문 인력

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기획능력은 모든 문

화적 실천의 기본 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편적 안목을 가진 유능한 문화기획자로

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1. 이 과정 이수 후 가장 권장할 만한 직업은 문

화기획자로서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문화산업기획: 문화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화수요에 기업적으로 대응

  2) 문화정책기획: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및 기

타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요구에 부응

  3) 문화체험기획: 시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화

향수에의 요구에 대한 문화가치 체험의 공급

2. 문화기획 못지않은 분야로는 ‘문화경영’이 있

다. 문화생산자와 문화향유자를 모두 겨냥한 

이 분야의 직업들은 문화 수요의 다변화에 따

라 기업과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각종 수요

가 발생하면서 전문성이 급격히 제고되고 있

다. 특히 관광분야를 필두로 한 문화가치 체

험에 대한 수요의 폭발은 이제 양적인 국면을 

지나 질적으로 고급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3. 문화의 산업화 및 정치화라는 추세를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문화 재정의 조달에 전문적 안목을 가진 

‘문화정책 전문가’이며 그 수요가 급증할 전망

이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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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비판적 사고능력
특정한 판단이나 진술이 기초하고 있는 증거, 개념, 방법, 기준, 맥락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추론하고, 해명할 수 있는 능력

2 가치 포착 능력
특정한 현상을 인간들의 평가와 연관하여 그 가치를 측정하고 근거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3 문화지각능력
문화적 사실 안에 담긴 표현체의 구조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타자에게 공감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4 창의적 사고능력
현존하는 존재물들에 대하여 그것이 의미있게 존립할 수 있는 상(像)을 

정리하여 실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대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

5 의사소통능력
타자와 의미 있는 상호관계를 설정하여 활동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능

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비판적 사고능력 O O

2 가치 포착 능력 O O O O

3 문화지각능력 O O O O O

4 창의적 사고능력 O O O

5 의사소통능력 O O O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비판적 사고능력 1-1 텍스트에 대한 이해

1) 텍스트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텍스트의 관건개념을 쟁점과 연관하

여 포착할 수 있다.

3) 텍스트의 주장을 명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그 주장의 근거를 논증적으로 재구

성할 수 있다.

5) 그 논증의 타당성과 건정성 및 합리

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가치포착능력

2-1 가치직관능력
특정 현상이나 행위의 유의미성을 자

신있게 직관할 수 있다.

2-2 가치평가능력

특정 현상이나 행위의 가치를 다면적

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종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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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홍 윤 기    

전 공 분 야  서양철학

세부연구분야  사회철학/역사철학/문화철학/철학방법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베를린 자유 대학(교) 철학과(전공)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문화정보경영개론 법과 사회철학 문화와 역사철학 윤리학

대 표 저 서

 《철학의 변혁을 향하여; 아펠 철학의 쟁점》, 1998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울리히 벡)》

 《이론과 실천(하버마스)》

대 표 논 문

 <사회질서와 사회능력>, 哲學 제57집

 <정보화사회의 생활세계>, 哲學硏究, 제43집

 <철학의 위기와 한국사회>, 大同哲學 1호

문화지각능력

3-1 문화적 표현체의 감각구성 분석 능력

문화적 표현체 또는 작품을 촉지할 수 

있는(tangible) 감각복합체를 지각할 수 

있는 요소 차원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

를 해명할 수 있다.

3-2 문화적 표현제의 상호소통적 의미 파악

문화적 표현체를 ‘나-너-작품’의 삼각

관계 안에서 소통되는 공통의미

(Common sense)로 집약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능력

4-1 목적정립능력

현재 ‘나’에게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것

을 포착하여 목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

록 목적을 정립할 수 있다.

4-2 미적 상상력

현존하는 대상물의 존재가능성을 더 

풍부하게 실현할 수 있는 충족된 상태

를 선취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

5-1 표현의 이해가능성

나와 담화하는 상대방과 내가 알아들

을 수 있는 언어표현체로 담화할 수 

있다.

5-2 명제의 진리성
화자인 ‘나’가 담화에서 기술하는 객관

적 사태가 참임을 보증할 수 있다.

5-3
화자의 

주관적 진실성

말하는 ‘나’가 주관적으로 진실성을 담

보할 수 있다.

5-4
청자로부터의 해명 요청에 대한 정확한 응

대

‘나’와 담화하는 상대방이 ‘나’의 태도 

또는 명제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

을 때 그 타당성을 논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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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흔 우

전 공 분 야 동양철학

세부연구분야  중국근현대철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전공)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철학과(전공) 철학 박사

담 당 과 목 동양근현대철학사 한국철학사 퇴계와 율곡의 철학 성리학과 양명학

대 표 저 서

 《논쟁으로 보는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강좌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역사 속의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9

대 표 논 문

 모종삼의 칸트철학과 유학 비교, 칸트연구 제24집, 2009

 인성과 불성의 비교, 인도철학 제25집, 2008

 <초순의 심성론과 중국근대기철학>, 동양철학 11집, 1999

여 준 상

전 공 분 야 Marketing

세부연구분야 Consumer Psychology, Behavioral Decision, Brand   Management

학사학위과정 Korea University Department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과정 Korea University Department Marketing

박사학위과정 Korea University Department Marketing

담 당 과 목 Consumer Behavior  Brand   
Management Marketing Principle Marketing Research

대 표 저 서
Contrarian Marketing, One and One Books, Seoul,   Korea, 2004.

The 33 Immutable Laws of Marketing in Korea, The Nan Publisher, Seoul, Korea, 2003.

대 표 논 문

"The Effect of Geographic Indication in Advertising Background Pictures on Product Evaluation: The 
Moderating Role of Familiarit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October,2015 (SSCI)

"Corporate Brand Trus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Perception of CSR, 
Corporate Hypocrisy, and Corporate   Reputation," Sustainability, March, 2015 (SSCI)

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

구분
이수대상

원어

강의

개설

학기
주관학과(전공) 비고

CTM2005 문화정보경영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1 문화기획연계전공

18학점

PHI4027 문화와역사의철학 3 3 기초 학사1~2년 2 철학과

CTM2002 문화가치의체험과창작 3 1 2 기초 학사1~2년 2 문화기획연계전공

CTM2001 문화기획의이론과실습 3 2 1 기초 학사1~2년 1 문화기획연계전공

DBA2017 마케팅원론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경영대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2 사회학전공

문화

홍보

분야

ADV2006 홍보학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광고홍보학과

택1

18학점

ADV4003 홍보전략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광고홍보학과

ADV2003 광고심리와소비자행동 3 3 전문 학사3~4년 2 광고홍보학과

문화
경영
분야

MGT4049 경영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경영학과
택1

DBA2006 경영정보론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경영대

문화

철학

분야

PHI4069 미디어와예술철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철학과

택1PHI4046 법과사회의철학 3 3 전문 학사3~4년 1 철학과

PHI2007 한국철학사 3 3 전문 학사3~4년 2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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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

구분
이수대상

원어

강의

개설

학기
주관학과(전공) 비고

문화

실천

영역

분야

EGC3050 글로벌시대의대중문화론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일반교양

택2

KOP4001 동양미술사 3 3 전문 학사3~4년 1 미술학부

ARD4031 한국건축사 3 3 전문 학사3~4년 1 건축학전공

ARD4034 동양건축사 3 3 전문 학사3~4년 2 건축학전공

ARD2019 서양건축사 3 3 전문 학사3~4년 2 건축학전공

ARD4038 건축과도시문화 3 2 1 전문 학사3~4년 2 건축학과

PAI4001 미술비평론 3 3 전문 학사3~4년 2 서양화전공

BIS2036 불교문화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1 불교학부

IDP2014 한국미술사 2 2 전문 학사3~4년 2 미술학부

GEO2038 문화지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2 지리교육과

COS4020 문화와커뮤니케이션 3 3 전문 학사3~4년 2
미디어커뮤니케이

션학전공

JAP4021 일본사회・문화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1 일본학과

HOM4044 서양복식문화사 3 3 전문 학사3~4년 2 가정교육과

HOM2023 패션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1 가정교육과

BUA4053
문화재보존론과실습

(캡스톤디자인)
2 1 2 전문 학사3~4년 1 미술학부

FIL2096 한국영화사 3 1 2 전문 학사3~4년 1 영화영상학

FIL2098 세계영화사1 3 1 2 전문 학사3~4년 1 영화영상학

FIL2100 세계영화사2 3 1 2 전문 학사3~4년 2 영화영상학

FIL4058 영화기획 3 1 2 전문 학사3~4년 1 영화영상학

문화

기획

실천

분야

CTM4001 문화기획서작성 3 1 2 전문 학사3~4년 1 문화기획연계전공

택1현장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글로벌현장실습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개방형 강좌
멘토 프로그램 1 1 전문 학사3~4년 임의

선택주니어 세미나 1 1 전문 학사3~4년

 필수이수 권장과목

※ 위의 개설 강좌들 중 ‘전공 구분’에서 ‘기초’로 분류된 6개 강좌들은 필수이수권장 과목임.

졸업 기준



1362  2022 Course Catalog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연계전공 (문화기획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전공전문 교과목(3.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취득 

- 문화홍보, 문화경영, 문화철학, 문화기획실천 등 4분야 각 3학점, 문화실천영역분야 6학점 취득

- 졸업논문: 논문

※ 논문대체요건: 

  - 문화기획의이론과실습, 문화가치의체험과창작, 문화기획서작성 과목 중 1과목 이상 C이상 학점 취득 & 문화정보경영개

론, 문화와역사의철학, 문화가치의체험과창작, 문화기획의이론과실습 과목 중 수강과목 C이상 학점 취득 & 기제출 과제

(문화기획서) 졸업논문으로 간주 

- 학교 국제화 사업 및 국내 타학교 학점교류제에 의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른다.

 1) 위의 제도에 해당하는 이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전공주임교수(PD)에게 해당 과목의 주교재 1부

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정 받도록 한다.

 2) 타교 및 외국에서의 학기가 종료된 후 수강과목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에서 작성한 시험지, 강의보고서, 리포트 등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원본과 아울러 그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에 해당 강좌의 주교재와 강의계획서를 제

출하지 않은 이는 사후 학점 인정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4) 위의 요건에 대한 보완 내지 경감은 신청자의 소명에 따라 전공주임교수(PD)가 결정한다.

- 국내외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와 MOU를 체결한 현장실습기관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며, 실습 전 그 내용

이 문화기획 및 문화정보경영과 관련된 것인지 전공주임교수(PD)에게 확인받은 후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한다.

- 본 연계전공에서 개설한 강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강좌의 학점은 그 취득학점 이 C0 이상인 것으로서, 위의 학

점교류 자료들에 준하는 해당 강좌의 성취물에 대한 자료들을 바탕하여 그 취지부합성과 성취성 여부를 전공주임교수

(PD)가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교과목 해설

CTM2001 문화기획의이론과실습 Theory and Practice of Cultural Planning

문화 기획은 문화정보경영의 완성이자 그 실질적 출발점이다. 문화 기획은 문화 향유자에
게 공급하는 문화정책, 문화상품, 문화재화의 내용, 실행조직, 운영, 홍보, 예산, 재정조달
들을 총체적으로 구상하고 그 실현 방책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문화 기획은 단순히 아이디
어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망라하여 사실상 그 실현 
과정과 도달점을 모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화기획은 그 기획 아이템에 
따라 구성내용과 형식이 달라진다. 본 과정에서는 문화 아이템 가운데 중급규모
(medium-size)에 해당되는 공연 기획을 중심으로 크게는 영화, 작게는 이벤트, 축제, 회의 
등의 각종 문화 활동 아이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Cultural Project is not only the completion, but also the practical starting-point, of 
the management of cultural informations. It refers to the whole working process 
which  supplies the cultural appreciators with cultural policy, cultural product, its 
content of cultural property, and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cluding 
advertisement, financing etc, the planning of which makes it possible for all 
specific aspects above mentioned to be realized in its full embodiment. In this 
context, cultural project should not be seen just as the description of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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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2002 문화가치의체험과창작 Creating and Experiencing of Cultural Value

문화 콘텐츠의 기획과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문화 가치의 식별력과 창조력을 학습, 
개발하기 위한 강좌이다. 문화 정보와 재화를 식별하고 새로운 것을 기획하기 위해 일차적
으로 문화 가치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검토하고, 이차적으로 감성적으로 수준있는 문화 가
치를 지닌 창조적 구현물을 식별해내는 작업을 통해 감각을 기를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학습된 문화 감각을 토대로 스스로 문화 가치를 창작한다.

The major featur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strength of creativity and 
discernment in terms of cultural value,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capacity for making project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s. Through taking this 
course, it aims, firstly, at examining the meaning of cultural value philosophically 
for making new cultural content and managing information. Secondly, at fostering 
the acute sense of recognizing creative cultural embodiment with exalted degree. 
And ultimatel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make it possible for the 
students to create their own cultural value based on the more developed cultural 
sense through this training.  

idea, but also the whole process presenting all aspects necessary for the 
accomplishment of certain purpose to be given. This course will mainly deal with 
performance project of medium-size among other cultural items ranging from 
movie at its maximum to the event, festival and conference at minimum by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of cultural activities. 

CTM2005 문화정보경영개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of Cultural Information

이 수업은 ‘문화기획 연계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그 도입 및 총괄 과정에 해당된다. 
문화정보는 문화가치의 향유와 표출에 관련된 개인의 문화적 욕구, 문화시장의 수요, 문화 
생산자의 창작과정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각종 문화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들을 의미한다. 문화정보 경영은 이런 문화정보들을 개인, 시장,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과 정치조직들의 의도에 맞게 기획하고, 실현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경영 활동을 
포괄한다. 문화정보경영은 국가 및 사회생활 전 분야에 편재해 있는 문화정보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발상들과 
재정적 비용들을 산출하고 창출하고 실천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본 수업은 ‘문화정보’의 
파악, 조직, 기획에 따른 문화활동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정보화 시대의 조건을 철저하게 
활용하여 각종 문화콘텐츠를 기획, 제작, 유통시키는 능동적 방안을 이론과 실습 양 
측면에서 탐구한다. 

This class is the leading course of the Connected Major of Cultural Information 
Management which plays the introductory and comprehending role among the other 
subjects concerned. Cultural informations are the concrete ones having something 
to do with personal desires, demands from the cultural market, creative process of 
cultural producers, and the various kinds of cultural policies of the state, the 
communals and the civil society in pursuit of enjoying and expressing cultural 
values. The cultural informations management comprises a series of managerial 
activities to plam, set in practice and evaluate such cultural informations as to 
correspond to the intention of persons, markets, public organizations and political 
organs. The core of the cultural informations management is to collect and 
systemize cultural informations found in all sectors of state and social processes, 
and to calculate, create, and realize all ideas and costs put into the production of 
cultural values. This course investigates active programs in theory and practice for 
planning, manufacturing and circulating various cultural contents by using the 
conditions of the age of informatization with respect to the creation of cultural 
activities concerning the comprehension, organization and planning of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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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과 주관 강의는 해당 학과 교과목 해설에서 참조 

CTM4001 문화기획서작성 Cultural Plan Writing

문화기획은 그 어떤 학문적 지식보다는 문화활동을 실현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계전공은 논문이나 작품이 아니라 기획서 그 
자체를 작성하기 위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총체적으로 발상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기본 
능력의 함양으로 매듭짓는다. 기획서는 단지 아이디어의 기술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행사의 
선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독창성’(originality)뿐만 아니라 향유대상에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및 ‘수익성’(profitability) 까지 담보해야 한다. 따라서 기획서의 
심사에는 기획전문가가 반드시 임석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것이다.

The Cultural Information Management  is the course that creates the 
pre-conditions making possible cultural activities realized. Thus, this course aims 
fundamentally at traing the ability to draw up a project instead of writing a thesis 
or making a piece of work of art. Project to be set up should be required not 
simply originality but also accessibility and profitability of its content in order to 
preoccupy event rather than use technique of certain idea. Therefore, the project 
will be judged on its possibility of realization, along with professional project 
manager.

in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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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1. 최근 새로운 통합학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학 연구의 흐름과 방향을 습득하여 문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

한다.

2. 새로운 문화학 연구자들을 배출하여 오늘날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적 상생과 창조

의 기틀을 마련한다.

3. 새로운 문화학 연구자들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등으로 진출하여 지속가능한 학문 후속 세

대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문화학은 최근 인문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분야

에서 단일 학문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시작된 학문 분야이다. 기존 학문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조화롭고 창조적인 세

계관의 형성과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토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문화

학 연계전공은 기존 단일 학문 간의 상호소통을 생

산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학문 후속세대의 지속적인 사

회 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

다. 

최근 문화학 연구는 기존 학문에 대한 새로운 

활력뿐만 아니라 단일 학문이 지니고 있는 한계

를 극복하여 조화롭고 창조적인 세계관의 형성

과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학에 대한 전

문적인 연구나 학문적 토대없이 다양하게 존재

하는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의 기획과 소비는 창

조적인 세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문화학 연계전공의 개설은 기존의 

단일 학문체계를 생산적으로 상호소통 할 수 있

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문 

후속세대와 사회적 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

기 때문에 대학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

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적 토대가 된다.

문화학 연계 전공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은 정부

와 지역단체의 문화재 관리 분야, 끊임없이 증가하

고 있는 문화산업의 기획이나 생산분야, 국제적인 

문화연대나 문화교류를 주도하는 문화활동가, 그리

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비평가나 문화생산가

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에서 더 심오한 문화연구를 수행하여 새로

운 문화연구의 주도자들로 진출할 수 있다.

 ● ● ●  Cultural Studies

문화학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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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진출 시에는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현 시

대와 사회에 유의미한 기여가 가능하다.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역단체의 문화 관리 분야, 국

제적인 문화연대나 문화교류를 주도하는 문화활

동가

•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비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기획자나 문화비평

가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문화학 이론 및 실용 방법의 

이해

문화학이론 습득 및 융합적 사고, 실용이론과 문제해결능력, 공동체 의

식과 의사소통능력 배양

2 문화전문가 실무 능력 교육활용과 윤리의식, 실전활용 및 직업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문화학 이론 및 실용 방법의 

이해
○ ○

2 문화전문가 실무 능력 ○ ○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문화학 이론 및 

실용 방법의 이해

1-1

 문화학 관련 이론들을 습득하고 본 전공이

나 다른 학문의 영역에 비추어 융합적 사고

를 할 수 있다.

문화현상을 문화이론에 근거하여 분석

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1-2

습득한 문화학이론을 활용해 현 시대에 일

어나고 있는 문화현상을 실용적으로 파악하

고 특정 문화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동시대 문화현상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과 대

안을 도출할 수 있다. 

1-3

문화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

는 다양한 현상과 인간관계를 공부하는 것

이므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문화현상

을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

환하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문화전문가 실무 

능력

2-1

문화학이론과 분석방법론을 후속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고취시

킬 수 있다.

문화학이론과 분석방법론을 전반적으

로 이해하고, 문화현상에 관련시켜 설

명할 수 있다. 

2-2

학습한 문화학 공부를 바탕으로 사회에 진

출했을 시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현 시대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 실생활 속 문화상품의 생산과 소

비, 문화콘텐츠의 세계적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유용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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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노 현 균

전 공 분 야 현대미국소설

세부연구분야 미니멀리즘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미국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주립대(버팔로)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동시대 미국문학 미국문화와영화
미국문학과글쓰기연

습
영어권문화와청취

대 표 논 문

에이미 햄펄과 미니멀리즘

레이먼드 카버와 미니멀리즘

리처드 포드의 독립기념일

양 홍 석

전 공 분 야 미국사

세부연구분야 미국 정치사·기업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서양최근세사 서양사연습

대 표 저 서

미국기업성공신화의 역사, 동과서, 2001

마국의 팽창, 동과서, 2003

고귀한 야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대 표 논 문

｢역사가와 이론(Ⅰ)｣, 미국사연구 41, 2015

｢“거대함”에 대한 미국인의 편집증｣, 동국사학 57, 2014

｢잭슨데모크라시 여전히 유효한가?｣, 서양사학연구 27, 2012

김 일 환

전 공 분 야 고전문학

세부연구분야 고전산문(실기문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 박사

담 당 과 목 고전문학입문
고전과콘텐츠
(캡스톤디자인)

고전문학과현대매체 

대 표 저 서 조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공저) 

대 표 논 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기-三學士傳과 三學士碑를 중심으로 

對淸使行의 永安橋 인식 

이민구의 강화도 탈출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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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문화학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전공전문 교과목(3.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취득 

- 기초 18학점, 전문 18학점 중 12학점 이상 반드시 문화학 연계전공이 개설(주관)한 교과목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 졸업논문

    - 문화학 연계전공에서는 졸업을 위하여 졸업논문을 요한다. 

    - 논문의 제출 대상은 4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등록 학생으로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졸업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PD교수와 면담하여 논문 주제와 지도교수를 정하고, 논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졸업 기준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

강의

개설

학기
주관학과(전공) 비고

CTS2003 대중문화론 3 3 기초 학사1~2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2004 문화상품과소비문화 3 3 기초 학사1~2년 2 문화학연계전공

CTS2006 지능정보사회의문화와심리 3 3 기초 학사1~2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2007 현대사회와다문화론 3 3 기초 학사1~2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E2007 디지털콘텐츠제작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PHI4027 문화와역사의철학 3 3 기초 학사1~2년 2 철학과

HIS4029 한국문화예술사 3 3 기초 학사1~2년 2 사학과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2 사회학전공

COS4020 문화와커뮤니케이션 3 3 기초 학사1~2년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CTS4001 문화연구와창조적상상력 3 3 전문 학사3~4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4002 영상예술과예술비평 3 3 전문 학사3~4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4003 문화연구와문화산업 3 3 전문 학사3~4년 2 문화학연계전공

CTS4008 현대사회의다문화소통과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2 문화학연계전공

CTS4009 문화에대한비평적글쓰기 3 1 2 전문 학사3~4년 1 문화학연계전공 신설

KOR4100 서사문화실습(캡스톤디자인) 3 2 1 전문 학사2~3년 1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90 문화연구입문 3 3 전문 학사2~3년 2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074 한국현대문화론 3 3 전문 학사3~4년 2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신설

JAP4021 일본사회・문화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1 일본학과

ENG4031 텍스트와비평 3 3 전문 학사3~4년 1 영어문학전공

ENG4040 영미문화연구 3 3 전문 학사3~4년 2 영어문학전공

CHI4023 중국인의사상과지혜 3 3 전문 학사3~4년 2 중어중문학과

 필수이수 권장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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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CTS2003 대중문화론 On Popular Cultures

문화는 사람들이 의미를 만들고 다양한 의미들과 대면하는 상호작용이 경쟁하는 삶의 장
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문화론은 일상적 삶에서 마주치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긴장으로 인식되는 이데올로기를 탐구하고, 근대 교육체계 속에서 문학에 대한 두 가지 전
망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대중문화론>을 공부한다.

Culture can be viewed as a contested field of interaction within which people 
make and encounter meanings. This subject will examine what is often seen as a 
tension popular and so-called 'high' culture via work on everyday life, and also 
through discussion of two  perspectives on the place of literature studies in the 
education system.

CTS2006 지능정보사회의문화와심리 Culture and Psychology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를 표방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발돋움
하고 있다. 사회구조와 제반 시스템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새로
운 사회로의 변화는 달라진 생활양식과 문화를 생성해내고 있다. 다양한 기술혁신이 만들어낸 지능정
보사회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또한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
가에 대한 전반의 공부를 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목적이다. 수강생들은 본 교과목을 통해 현 시대의 
문화 변혁과 생성의 구도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Our society is making its new pathway to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frastructure and system of the society has been made of the 
cutting edge and smart system, and this sort of changes for the whole new society is 
producing different life styles and culture.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here. Firstly, 
how to study and analyse the new culture which has been mad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of various technological revolution. Secondly, the way in which we can 
get ready for the new culture of the society. Students will learn more practical and valuable 
knowledge by this course because they can study the chief mechanism of changes and 
invention of the culture in present.

CTS2004 문화상품과소비문화 Cultural Products and Cosumption Culture

<문화상품과 소비문화>의 과목은 문화상품의 전유를 통한 ‘소비자-자아’의 생산성이나 창
조성을 공부한다. 산업상품과 문화상품의 차이를 통하여 소비문화에서 소비자의 역할이 무
엇인가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This subject focuses on creativities of the cultural products and the 'consumer-selves': that 
is, our role as purchasers of commodities and services, audiences for films and TV, and 
readers of visual and written texts such as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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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4002 영상예술과예술비평 Cinema Art and Artistic Criticism

기존의 문학비평이 과학적 글쓰기나 철학적 글쓰기를 대변한다면, 영상예술을 통한 영화비
평은 예술적 글쓰기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상예술과 예술비평>은 영화예술의 역
사적 변화과정과 영화에 대한 예술적 글쓰기를 탐구한다.

In the Cultural Studies, we can divided writings into three dimensions, Philosophy, 
Science and Art. This subject will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s in cinema as an 
art and search for the critical writings on cinema as not the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writings but the artistic ones.

CTS4003 문화연구와문화산업 Cultural Studies and Cultural Industry

<문화연구와 문화산업>은 둘의 관계가 그 사회에서 작동하는 정체성과 의미를 생산하고 
상호 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의 삶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
에 대한 문화적 형식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This subject wil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tudies and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industries are one of the ways in which we can construct 
self-definitions identities out of the 'raw material' at our disposal. In this sense, 
we can study on cultural forms within which we can choose to narrate ourselves 
and our lives in order to produce and communicate a sense of identity and 
meaning.

CTS4001 문화연구와창조적상상력 Cultural Studies and Creative Imagination

문화적 형식과 실천은 사회적 산물인 동시에 각각의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창조적 상상력
은 또한 그 사회의 문화적 형식과 실천을 생산한다. <문화연구와 창조적 상상력>은 흔히 
‘문화적 생산능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탐구한다.

Although the cultural forms and practices produced in any society are shaped by 
the structures of that society, they are also shaped by the subjectivities of 
individual women and men in our role as a social actors. We will study on the 
ability to act independently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cultural agency.

CTS4008 현대사회의다문화소통과이해 Multicultural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s in modern society

본 교과목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기초이론과 과정을 이해하고, 이와 함께 일상생활, 학교, 

CTS2007 현대사회와다문화론 Modern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본 교과목은 이주의 초국가적 이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형되고 있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가족, 공동체, 민족, 국민국가, 절대주권, 시민권, 거주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기존의 개
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조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This subject studies the progress of Korea which is becom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with the transnational understandings of immigration, and to research the 
ways in which how to live with immigrant people who come from various 
countries and have multiple backgrounds. Students will be able to analyze several 
important changes such as the basic concepts of family, community, nation, 
absolute sovereignty, citizenship, the right of residence, cultural rights. Students 
will also research the way how to harmonize and accept those changes in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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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과 주관 강의는 해당 학과 교과목 해설에서 참조 

지역사회행사 등 다양한 생활환경 및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화
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화 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subject studies about the fundamental theories and progress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for solving and minimizing possible multicultural 
struggles in our everyday lives, schools, communities and various circumstances. 
This will empower students abilities which are cultural understandings and 
practical methods of mediations in the cultural struggles.

CTS4009 문화에대한비평적글쓰기 Critical writings on culture

이 강의는 동시대의 문화 이슈를 문화 이론에 근거한 자신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를 논리적인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학에 관심을 갖고 있으
며, 독자적인 관점에서 동시대의 문화 현상을 비평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학년과 전공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This lecture aims to analyze contemporary cultural issues from one's point of view 
based on cultural theory, and to equip them with the ability to write logically.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cultural studies and want to critique contemporary 
cultural phenomena from an independent point of view can take this course 
regardless of their academic year or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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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문화공학 연계전공은 ‘시놉시스’에서 ‘디지털시화

(詩畵)’ 등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문화 및 공학의 이론을 학제적으로 습득

하며,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을 통해 문화콘

텐츠 창작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창의적인 디지

털 콘텐츠로 표현된 문화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

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문화공학 연계전공은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영상콘텐츠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에

서 요구하는 영상콘텐츠의 분명한 니즈를 파악해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고 현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경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걸맞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해낼 수 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수백 년 동안은 영화나 

게임 등의 디지털로 표현된 문화콘텐츠가 전 세

계를 주도하는 주요산업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문

화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1

차적인 디지털콘텐츠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이러한 1차적인 디지털콘텐츠 변환분야의 

전문인력이 태부족이다. 그 영향은 영화나 게임 

등의 최종 문화상품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 

하여 아시아권에서만 한류(韓流)로 통할 뿐 전세

계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역량이 부족

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세계적인 문화소재의 

발굴 부재 및 소재의 1차적인 가공능력 미비에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

화에 대한 강점을 가진 동국대학교에서 문화의 

1차적인 디지털콘텐츠 전환에 필요한 교육과정

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

정에서 양성된 인력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분야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 및 취업분야

1. 문화 소재의 발굴

- 출판사, 영화사, 게임제작사, 웹콘텐츠 등 제

작 업체의 기획 분야

2. 발굴된 소재의 1차적인 콘텐츠화

- 웹콘텐츠 및 CD-ROM 타이틀 제작 및 서비

스 분야. 백화점, 서비스 업체 등의 홍보분야

3. 디지털시화(詩畵) 제작

- 문화 산업체의 최종 콘텐츠 제작분야

4. CD-ROM 타이틀제작

- 유아용 콘텐츠제작업체의 최종 콘텐츠 제작분

야

5. 웹콘텐츠 제작

- 초등용 콘텐츠 제작업체의 최종 콘텐츠 제작

분야

 ● ● ●  Culture Engineering

문화공학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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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디지털 문화콘텐츠 실무 이론의 

학제적 습득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생산, 디지털 문화콘텐츠 제작 방법

2 디지털 문화콘텐츠 실무 능력
창의적 문화콘텐츠 제작,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화콘텐츠 제작, 디

지털 시대 윤리의식 확립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디지털 문화콘텐츠 실무 이론의 

학제적 습득
○ ○

2 디지털 문화콘텐츠 실무 능력 ○ ○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디지털 

문화콘텐츠 실무 

이론의 학제적 

습득

1-1

디지털화 가능한 유의미하고 다양한 문화 

현상과 고전 텍스트 등을 발굴해내어, 효과

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 현상과 고전 텍스트에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1-2

사회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분

명한 니즈를 파악해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

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제작에 임할 수 있

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요

구에 부합하는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파악하고 제작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콘텐츠 실무 

능력

2-1

단순 외주 제작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

고 창작해낼 수 있다.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

작할 수 있다.

2-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접

하는 문화 생태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현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경향을 빠르게 파악하

고 이에 걸 맞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낼 

수 있다.

현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경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걸 맞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해 낼 수 있다.

2-3

디지털 시대 윤리의식을 확립하여, 유익하

고 유의미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선도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선도할 수 있다. 



1374  2022 Course Catalog

교수 소개

박 명 호

전 공 분 야 비교정치/정치과정

세부연구분야 정당,선거,의회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밀워키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비교정치 정치과정의이해 현대한국정치실습 정치학개론 

대 표 저 서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 “탄핵역풍과 수도권 신도시의 총선” (2004) 

『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 “인물론 대 정당론: 경기도” (2006) 

『비교정치』 -“선거와 정당체계” (2008)

대 표 논 문

‘Sub-National Sources of Multipartism in Parliamentary Elections’, Party Politics (2003) 

“지방의회 구성과 입법-현황과 과제”, 『21세기정치학회보』 (2013)

“정당법 10년 성과와 과제”, 『의정연구』 (2015) 

박 상 훈

전 공 분 야 컴퓨터공학

세부연구분야 컴퓨터그래픽스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그래픽스응용 가상현실 멀티미디어운영시스템

대 표 논 문

Mobile collaborative medical display system,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Vol.89, No. 3, pp. 248-260, Feb. 2008.

3D RGB image compression for interactive application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Vol. 20,
No. 1, pp. 10-38, Jan. 2001.

Compression-based 3D texture mapping for real-time rendering, Graphical Models, Vol. 62, No. 6, 
pp. 291-410, Nov. 2000.

김 정 호

전 공 분 야 애니메이션

세부연구분야 애니메이션 연출 및 제작, 게임 제작

학사학위과정 California Institude of the Art Experimental Animation 예술학사(BFA)

석사학위과정 California Institude of the Art Experimental Animation 예술학석사(MFA)

담 당 과 목 3D 그래픽 입문 3D 그래픽 디자인 영상콘텐츠스튜디오 입체영상스튜디오

대 표 저 서
Short Film “IN and Out”

Short Film “Venice beech”

대 표 논 문

스톱모션 필름 프로덕션에서의 삼차원 컴퓨터그래픽 활용 사례 연구- 단편애니메이션<Venice Beech>를 

중심으로

HDRI 기반의 사실적 덴더링에 관한 연구

3D 컴퓨터그래픽을 도입한 클에이 애니메이션 제작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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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문화공학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전공전문 교과목(3.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기초 및 전문 교육과목에서 세부 취득기준은 개설 교과목의 이수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졸업논문

    - 문화공학 연계전공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졸업 기준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

강의

개설

학기
주관학과(전공) 비고

CTE2003 디지털음향편집입문 3 1 2 기초 학사1~2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E2004 그래픽디자인입문 3 1 2 기초 학사1~2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E2006 영상제작입문 3 1 2 기초 학사1~2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E2007 디지털콘텐츠제작입문 3 3 기초 학사1~2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E2008 뉴미디어시각효과입문 3 1 2 기초 학사1~2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S2003 대중문화론 3 3 기초 학사1~2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2006 지능정보사회의문화와심리 3 3 기초 학사1~2년 1 문화학연계전공

PHI4027 문화와역사의철학 3 3 기초 학사1~2년 2 철학과

SOC2009 문화사회학 3 3 기초 학사1~2년 2 사회학전공

IDP2018 공간과디자인 3 3 기초 학사1~2년 2 미술학부

COS2005 방송학개론 3 3 기초 학사1~2년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COS2013 방송제작입문 3 1 3 기초 학사1~2년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COS4018 미디어산업론 3 3 전문 학사3~4년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CTE4001 디지털영상편집입문 3 1 2 전문 학사3~4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E4007 비주얼스토리텔링 3 1 2 전문 학사3~4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E4008 디지털영상촬영 3 1 2 전문 학사3~4년 1 문화공학연계전공

CTE4009 창의적정보시각화 3 1 2 전문 학사3~4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E4010 MCN콘텐츠개발의실제 3 1 2 전문 학사3~4년 2 문화공학연계전공

CTS4001 문화연구와창조적상상력 3 3 전문 학사3~4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4002 영상예술과예술비평 3 3 전문 학사3~4년 1 문화학연계전공

CTS4003 문화연구와문화산업 3 3 전문 학사3~4년 2 문화학연계전공

KOR4090 문화연구입문 3 3 전문 학사2~3년 2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KOR4100 서사문화실습(캡스톤디자인) 3 2 1 전문 학사2~3년 1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필수이수 권장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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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CTE2003 디지털음향편집입문 Introduction to Digital Sound Editing

디지털 미디어 매체에서의 사운드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또한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매체를 위한 사운드를 디자인하고, 음향효과의 제작 및 편집을 통하여 동영상에 사운드를 

삽입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recording sounds and analyzing existing noise to 

understand its material with  industry standard software, like Sonar. Editing and 

creating a form of a file with basic MIDI music are also covered.

CTE2006 영상제작입문 Introduction to TV & Film Production

영상제작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과 기획단계 부터 포스트프로덕션까지 영상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의 

학습을 통해 영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작의 능력을 키운다.

The class focuses on the fundamental procedures of TV & Film Production including basic 

theories, visual storytelling and post production. Students will develope the narrative 

structure and film making skills for their creative work.

CTE2008 뉴미디어시각효과입문 Introduction to NewMedia VFX

뉴미디어 시각효과는 실사로만 해결 할 수 없는 장면을 특수한 효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
의적인 영상을 재현하게 된다. 다양한 미디어인 영화나 TV, 광고, 뮤직비디오, 애니메이
션, 미디어 아트, MCN 등 에서 사용되는 시각효과의 창의적 구현을 위한 방법과 기술에 
대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다.

New-media VFX designate the technology and operation for an effect used to 
produce scenes that cannot be achieved by normal techniques. It can be used for 
many purposes such as film, TV, CF, MV, animation, media art, MCN and etc. Our 
goal is acquiring the knowledge and enhancing practical ideas through study of the 
visual special effects for various New Media contents. 

CTE2004 그래픽디자인입문 Introduction to Graphi Design

그래픽디자인을 이해하기에 앞서 디자인 기본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사진에 대한 기초상

식과 사진촬영기법, 구도 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간단한 작업을 하여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제작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2-D computer graphics. Students learn various kinds of effects to 

present images using Photoshop and draw simple pictures with Illustrator. With these results 

basic tasks will be given to understand Graphic.

CTE2007 디지털콘텐츠제작입문 Introduction to Digital Contents Production

디지털콘텐츠를 정의하고 특성, 구성요소 및 원리를 이해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의 발전
과정, 제작과정, 미디어 편집에 관한 기초지식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에 대해 학습함
으로써 디지털콘텐츠 기획 및 제작 능력을 배양한다.

The class gives an overview of the basic concept, the elements and the structure 
of Digital Contents, while at the same time acquaints the students with the 
fundamental procedures of Digital Contents Produc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 
process, the production process and post produc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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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과 주관 강의는 해당 학과 교과목 해설에서 참조 

CTE4001 디지털영상편집입문 Introduction to Image/Video Editing

연출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촬영한 비디오 클립을 편집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
정을 학습한다. 디지털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클립 편집, 전환효과 적용, 타
이틀 화면, 사운드작업 등 실제 작업 기법을 가르치고 실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확인한다.

Students develop an understanding of images and video while exploring the 
creation of a basic video through the use of industry standard editing software, 
AfterEffects.

CTE4007 비주얼스토리텔링 Visualstorytelling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토리텔링의 체계적 학습을 통해 영상적 사고의 습관화와 영
상언어에 대한 자질을 개발하고, TV드라마, 광고, 영화 등의 작품 분석을 통한 영상작품의 
비평, 분석능력, 제작능력을 향상시킨다.

The class gives an overview of Visual storytelling as an artistic and social force, 
while at the same time acquaints the students with the aesthetic elements of the 
terminology governing film production, and the lines of critical inquiry that have 
been developed for the medium such as films, commercials and TV dramas. 
regardless of their academic year or major.

CTE4008 디지털영상촬영 Digital Image/Video filming

디지털 영상제작 환경에 맞는 촬영과 편집의 개념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이를 토대로 개인
별, 조별 실습을 통해 3~4분 정도의 영상물을 실제로 제작하여 제작 능력을 배양한다.

The objective of the class is to equip students, by raising their awareness of the 
elements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Cinematography. Students work in small 
groups or individually to make a 3-4 minute length short project.

CTE4009 창의적정보시각화 Creative Information Visualization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데이터)에 내재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효과적인 정보 분석과 전달을 위해 데
이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정보시각화의 기본 이론과 응용을 학습한다.

It is very important to precisely understand and transfer the meaning involved in 
the huge and complex information (data) generated from variable fields. In this 
class, we study the fundamental theories and practices on information visualization 
that create images from the data for effective analysis and communication.

CTE4010 MCN콘텐츠개발의실제 MCN Contents Development and Practice

기존의 TV, 영화 등 레거시미디어(Legacy media)는 빠른 속도로 OTT, 모바일 기반의 넥
스트미디어(Next media)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core)에는  MCN콘텐츠가 있
다. 본 과목에서는 MCN 콘텐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웹드라마, 1인 크
리에이터 콘텐츠, V-커머스 등 다양한 MCN콘텐츠의 사례를 연구하고, 웹드라마를 중심으
로 한 실제 MCN콘텐츠 기획개발 과정을 실습해본다. 

Legacy media such as existing TV and movies are rapidly changing to OTT and 
mobile-based Next media. And there is MCN content at the cor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CN content, we will study cases 
of various MCN content such as web drama, one-person creator content, and 
V-commerce and so on. Also we will practice actual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focusing on web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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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1)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식을 이해하고 창의적

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적 인재

(2) 최신의 융복합 분야 문제를 정의하고 체계화

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

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

(3) 지식사회/국제사회에 필요로 하는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사회적 책임의식을 겸비

한 전인적 인재

  
2014년 개설된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과정은 

IT비전공자들을 위한 융합교육과정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공학적 현실문제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

합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에는 인문/사회/예술/경영 등 다양한 전

공을 공부하는 450여명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

으며, 11명의 교수와 관련된 산업체 기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1개의 전용 실습실을 갖추

고 있고 모든 교과목에 교육조교와 실습조교를 

지정하여 비전공자들에게 융합교육에 필요한 IT 

전공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든 기술 분야로의 

적용범위가 점점 확대되며, 이제 IT는 인류사회

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과거 컴퓨터에 국한

하여 적용 활용되었던 IT기술이 최근에는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며,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재난, 

복지, 안전 등 국가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

향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IT 기술은 계속적

인 융복합화, 지능화,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모든 

사물(things)을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제어하

는 미래 사회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IT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발전 초기단계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며 양적으로도 부족한 것으

로 판단되고 있다. 향후 소프트웨어 기술 특히 

컴퓨터 이외의 타 분야에서 IT 접목 소프트웨어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이수자 들은 융합소프

트웨어 신규 제품 및 비즈니스의 기획, 분석, 설

계 및 개발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융합소프트

웨어 전문 인력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제반 지식

과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되어 IT 분야의 기업 또

 ● ● ●  Software Convergence
        Interdisciplinary Major

융합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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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정부 기관 등에 진출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IT, 국방 IT, 자동차 

IT, 에너지 IT, 의학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IT융합 분야를 다루는 산업체, 공공 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므로 폭넓게 진로

를 설계할 수 있다.

• 국내 및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취업  

• 국내 및 외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창업 

및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SW기초지식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식을 응용

할 수 있다. 

2 코딩 3학기 이내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3 도구활용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신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활용할 수 있다.

4 문제체계화
현실세계의 문제를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로 재정의하고 

제한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5 설계구현

문제가 요구하는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고,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보고로 구성된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융합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다.

6 협업 및 의사소통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SW기초지식 O

2 코딩 O

3 도구활용 O

4 문제체계화 O

5 설계구현 O

6 협업 및 의사소통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SW기초지식 1-1

(SW기초지식)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 분야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

력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

식을 응용할 수 있다. 

코딩 2-1
(코딩능력)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

딩할 수 있는 능력

3학기 이내에 최소한 하나 이

상의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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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도구활용

3-1

(도구활용 능력)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에 필요

한 최신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

를 조사하고 활용할 수 있다.

3-2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에 필요

한 알고리즘, 오픈소스, 개발환

경 등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

할 수 있다.

문제체계화 4-1

(문제 체계화 능력)문제를 정의하고 소프트웨

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할 수 있는 능

력

현실세계의 문제를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로 

재정의하고 제한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설계구현 5-1

(SW시스템 설계 능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해

내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

력

문제가 요구하는 현실적 제한

조건을 반영하고, 요구분석, 설

계, 구현, 테스트, 보고로 구성

된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다.

협업 및 의사소통

6-1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팀의 구성원으로서 본

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

고, 다양한 환경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

해하고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6-2

다학제적 환경에서 다른 분야

의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소통

하고 보고서를 통해 설명하고 

발표할 수 있다.

김 동 호

전 공 분 야 분산시스템, 보안

세부연구분야 모바일 컴퓨팅, 네트워크 보안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네트워크 및 

보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실습

대 표 논 문

Experience with DETER: A Testbed for Security Research, T. Benzel, R. Braden, D. Kim, C. 
Neuman, A. Joseph, K. Sklower, R. Ostrenga, and S. Schwab. In Proceedings of Tridentco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stbeds and Research Infra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Networks 
& Communities), March 2006.

Tatyana Ryutov, Clifford Neuman, Dongho Kim, and Li Zhou, Integrated Access Control and 
Intrusion Detection for Web Servers, Special Section on Security i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for the IEEE Transactions on Parallel and Distributed Systems., Vol. 14, No 9, pp. 841-850, 
Septem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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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종 석

전 공 분 야 컴퓨터 네트워크

세부연구분야 컴퓨터 네트워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대 표 논 문

Ayaz ullah and Jong-Suk Ahn, “Performance Evaluation of X-MAC/BEB Protocol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18 No.5, October 2016

Yalda Edalt, Jong-Suk Ahn and Kaia Obraczak, “Smart Experts for Network State Estimation”, IEEE 
transactions on Network and Service Management, Vol. 13 Issue 3, September 2016

Ga-young Kim and Jong-Suk Ahn, “On-Demand Synchronous X-MAC Protocol”, The 13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July 2016

이 강 우

전 공 분 야  시뮬레이션, 임베디드 시스템 

세부연구분야  임베디드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기공학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임베디드소프트웨어입문 사물인터넷 운영체제 

대 표 논 문

 Seung-Youn Lee, Youn-Soon Shin, Kang-Woo Lee, Jong-Suk Ahn, “Performance Analysis of 
Extended Non-Overlapping Binary Exponential Backoff Algorithm over IEEE 802.15.4”, 
Telecommunication Systems, August 2014

 엄진영, 안종석, 이강우, “IEEE 802.15.4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은닉 노드 인식 그룹핑 알고리즘”, 한국통
신학회 논문지 Vol.36 No.8 pp. 702-711, 2011

 Youn-Soon Shin, Kang-Woo Lee and Jong-Suk Ahn,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Differentiating 
IEEE 802.15.4 Networks to Support Health-Care System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13 pp. 132-141, 2011

김 지 희

전 공 분 야 인공지능

세부연구분야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지식추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인공지능 전공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omputer Science Department 인공지능, 머신러닝

담 당 과 목 인공지능입문 머신러닝딥러닝 딥러닝 자연어처리개론

대 표 저 서

Jihie Kim, Jeffrey Nichols, Pedro A. Szekely (Eds.): Proceedings of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User Interfaces. ACM, 2013, 

Rohit Kumar, Jihie Kim(Eds.):, IAIED (International AI in Education Society) Special Issue. Intelligent 
Support for Learning in Groups, Springer, 2014. 

Heriberto Cuayahuitl, Donghyeon Lee, Seonghan Ryu, Yongjin Cho, Sungja Choi, Satish Reddy 
Indurthi, Seunghak Yu, Hyungtak Choi, Inchul Hwang, Jihie Kim:
Ensemble-base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chatbots. Neurocomputing 366: 118-130, 2019.

대 표 논 문

Seohyun Back, Seunghak Yu, Sathish Reddy Indurthi, Jihie Kim, Jaegul Choo, MemoReader: 
Large-Scale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Neural Memory Controller. 2018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2131-2140, 2018.

Jihie Kim and Jeon-Hyung Kang, Toward Identifying Unresolved Discussions in Student Online 
Forums, Applied Intelligence, vol. 40(4), pp. 601-612, 2014.

Jihie Kim and Erin Shaw, Scaffolding Student Online Discussions Using Past Discussions: PedaBot 
Studies, Artificial Intelligence Review, 41(1), pp 97-112, 2014.

Jihie Kim, Yolanda Gil, Marc Spraragen, Principles for Interactive Acquisition and Validation of 
Workflows, Journal of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rtificial Intelligence (JETAI), 22(2): 103-13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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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 일

전 공 분 야 인공지능, 알고리즘

세부연구분야 머신러닝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경영학과 공학석사

담 당 과 목 인공지능입문 머신러닝및딥러닝 컴퓨터기초수학

대 표 저 서

자바 딥러닝의 핵심(에이콘출판, 2017)

지능형 웹 알고리즘(위키북스, 2017)

사이버 물리 시스템(아이콘출판, 2018)

신 연 순

전 공 분 야  컴퓨터구조, 임베디드시스템

세부연구분야  임베디드시스템, 센서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산통계학부 (전산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사물인터넷기초 사물인터넷프로젝트 융합캡스톤디자인 어드벤처디자인

대 표 논 문

Minjeong Kim, Younsoon Shin, “Development of a Web Browser-based Character in Video Metadata 
Generation Too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9, No. 11, pp. 
143-153, 2021

Seung-Youn Lee, Youn-Soon Shin, Kang-Woo Lee, Jong-Suk Ahn, “Performance Analysis of 
Extended Non-Overlapping Binary Exponential Backoff Algorithm over IEEE 802.15.4”, 
Telecommunication Systems, August 2014

Youn-Soon Shin, Kang-Woo Lee and Jong-Suk Ahn,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Differentiating 
IEEE 802.15.4 Networks to Support Health-Care System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13 pp. 132-141, 2011

박 성 식

전 공 분 야 로보틱스

세부연구분야 생체신호, 로보틱스, 기계학습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POSTECH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
언스

신호처리와머신러닝 컴퓨터비젼 인공지능기초수학

대 표 논 문

S. Park, W. K. Chung and K. Kim, Training-Free Bayesian Self-Adaptive Classification for sEMG 
Pattern Recognition Including Motion Transition,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67(7), 
1775-1786 (2019)

S. Park, D. Lee, W. K. Chung and K. Kim, Hierarchical Motion Segmentation through sEMG for 
Continuous Lower Limb Motions,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4(4), 4402-4409 (2019)

S. Park, W. Lee, W. K. Chung and K. Kim, Programming by Demonstration using the 
Teleimpedance Control Scheme: Verification by an sEMG-Controlled Ball-Trapping Robot,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Informatics 15(2), 998-1006 (2018)

한 웅 진

전 공 분 야   디지털 영상처리

세부연구분야 영상 압축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 석사

담 당 과 목 융합프로그래밍1(Java) 융합프로그래밍2(Java) 데이터랭글링

대 표 논 문

에지 패턴 학습에 의한 비선형 변환 벡터 양자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5)

모바일폰을 위한 H.264 영상코덱칩 기술 (중기청 2005)

영상감시시스템용 SOC 및 시스템 (중기청 기술혁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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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혜 령

전 공 분 야 기계학습, 지능형 네트워크

학사학위과정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파이썬프로그래밍

대 표 논 문
Hyeryung Jang, Osvaldo Simeone, Brian Gardner, and Andre Gruning, "An Introduction to 
Probabilistic Spiking Neural Networks: Probabilistic Models, Learning Rules, and Applications", IEEE 
Signal Processing Magazne, November 2019

이 우 진

전 공 분 야 데이터사이언스, 빅데이터, 머신러닝

세부연구분야 전이학습, 인공지능 안정성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공학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R프로그래
밍

대 표 논 문

Patent analysis to identify shale gas development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Energy policy, 
74, 111-115.

Compact class-conditional domain invariant learning for multi-class domain adaptation. Pattern 
Recognition, 112, 107763.

Understanding catastrophic overfitting in single-step adversarial training, AAAI 2021 

박 필 원

전 공 분 야 컴퓨터네트워크

학사학위과정 충남대학교 컴퓨터학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시스템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대 표 논 문 OpenFlow-based Mobility Management scheme in Software Defined Networking (박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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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CS2011 컴퓨터시스템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권장

SCS2013 파이썬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4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권장

SCS2015 융합프로그래밍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권장

SCS2016 융합프로그래밍2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권장

SCS2018 인공지능수학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9 오픈소스소프트웨어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공통

SCS4019 데이터베이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31 융합캡스톤디자인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권장

SCS4032 컴퓨터네트워크및보안 3 3 전문 학사3~4년 1

SCS4033 인공지능입문 3 3 전문 학사3~4년 1

SCS4034 사물인터넷프로젝트 3 2 2 전문 학사3~4년 2

SCS4035 사물인터넷기초 3 2 2 전문 학사3~4년 1

SCS4037 머신러닝및딥러닝 3 2 2 전문 학사3~4년 2

SCS4042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45 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젝트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권장

SCS4046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47 웹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1

SCS4048 모바일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2

SCS4049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50 웹서버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2

DSC4001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파이썬

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1

 필수이수 권장과목

- [융합프로그래밍1, 융합프로그래밍2, 컴퓨터시스템,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젝트, 융합캡스톤디자인]
상기 필수 이수 권장 과목들은 모두 융합캡스톤디자인의 선수과목임
따라서 아래 필수 이수 권장 과목들을 이수 하지 않는 경우 융합캡스톤디자인을 수강 할 수 없음
융합캡스톤디자인의 최종 보고서가 학위 논문을 대체함. 



융합소프트웨어  1385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

권장 

비교과 

프로그램전공기초 ➡ 전공전문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데이터분석 모형을 설계 ➡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시각화 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

데이터사이언스개론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입문

IoT 트랙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식을 

학습 

➡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구현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

사물인터넷기초

컴퓨터네트워크및보안

사물인터넷프로젝트

소프트

웨어

트랙

➡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

컴퓨터네트워크및보안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데이터베이스

AI트랙
인공지능의 활용분야를 

연구
➡ 학습알고리즘설계능력을 

습득 할 수 있는 과정

데이터사이언스개론

인공지능입문

머신러닝및딥러닝

앱·웹

개발자

트랙

➡
웹 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 하는 과정

모바일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웹서버실습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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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연계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졸업논문

    - 융합캡스톤디자인의 최종 보고서가 학위 논문을 대체함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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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교과목

■ 최대 인정 학점 : ( - ) 학점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타학과교과목명 인정교과목명 학점

학문기초 PRI4035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융합프로그래밍1 3

멀티미디어공학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습 융합프로그래밍1 3

전자전기공학 ENE2004 C언어및프로그래밍도구 융합프로그래밍1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4 기초프로그래밍 융합프로그래밍1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7 자료구조와실습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7 자료구조와실습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2042 멀티미디어자료구조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4 컴퓨터알고리즘및실습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29 컴퓨터알고리즘과실습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데이터베이스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28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데이터베이스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4057 데이터베이스체제 데이터베이스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7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데이터베이스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4059 운영체제 컴퓨터시스템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3 운영체제 컴퓨터시스템 3

공과대학 DES4011 창업캡스톤디자인 기술창조와특허 3

일반교양 DEV0020 기업가정신과 청년기업가 기술창조와특허 3

컴퓨터공학 CSE4043 컴퓨터네트워킹 컴퓨터네트워크및보안 3

컴퓨터공학 CSE4070 임베디드소프트웨어입문 사물인터넷기초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96 멀티미디어빅데이터개론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

컴퓨터공학 CSE4036 인공지능 인공지능입문 3

컴퓨터공학 CSE2026 이산구조 인공지능수학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93 컴퓨터그래픽스 스마트멀티미디어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93 가상현실 가상및증강현실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92 멀티미디어정보가시화 스마트멀티미디어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43 머신러닝 머신러닝및딥러닝 3

정보통신공학과 INC4096 머신러닝 머신러닝및딥러닝 3

경영정보학과 MIS2011 비즈니스프로그래밍 융합프로그래밍1 3

경영정보학과 MIS2012 모바일시스템개발 모바일프로그래밍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2012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파이썬프로그래밍 3

통계학과 STA2014 프로그래밍및실습2 파이썬프로그래밍 3

일반교양 EGC5015 인문사회계열을위한Phthon과AI기초 파이썬프로그래밍 3

일반교양 EGC4040 인공지능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파이썬프로그래밍 3

일반교양 PRI4024 공학선형대수학 인공지능수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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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CS2011 컴퓨터시스템 Computer Systems

 컴퓨터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성능, 프로세서 설계, 메모리 및 입출
력장치, 성능 향상에 사용되는 고급 기술까지 최신 컴퓨터 구성과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이닝, 캐시 메
모리, RAID, 병렬처리를 소개함으로써 컴퓨터의 설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This course provides a programmer's view of how computer systems execute 
programs, st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e. It enables students to become more 
effective programmers, especially in dealing with issues of performance, portability 
and robustness. The topics covered in this course include basic principles of 
computers and computer systems such as performance, processor design, memory, 
input and output devices and virtual memory. For advanced topics, pipelining, cache 
memory,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and parallel processing are also 
covered.

SCS2013 파이썬프로그래밍 Python Programming

이 강좌는 파이썬을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가르친다.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구조,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
함한 기본 프로그래밍 개념을 소개한다. 리스트, 딕셔너리 및 튜플과 같은 Python 내장 데
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점점 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students to computer programming with Python 
language. It covers basic concepts including data structure, network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database, and etc. Students learn to perform complex data 
analysis using internal data structures such as lists, dictionary, and tuple.

SCS2014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Data Structure & Algorithm 1

이 강좌는 융합 프로그래밍을 수강한 후에 배우는 과목으로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열, 연결리스트, 스택, 큐 등 선형 자료구조를 익히며, 분할정복 알고리즘
을 이용한 탐색, 정렬 알고리즘의 핵심을 배운다.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바 또는 C언
어 프로그래밍 실습에서 각종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구현 및 사용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This course is for the students who took the Convergence Programing. The 
students learn linear data structures such as arrays, linked lists, stacks, queues and 
etc. along with core searching and sorting algorithms using divide & conquer 
method to solve given problems efficiently. To better understand the learned 
material, students implement and use the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for 
programming practices using Java or C that solve given problems.

SCS2015 융합프로그래밍1 Convergence Programming 1

 이 강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언어들인 
Java 또는 C 언어를 강의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자료형, 조건문, 반복문은 공통으로 
다루고, Java에서는 클래스, 객체 그리고 상속 등을 다루며, C 언어에서는 포인터 등을 다
룬다. 다양한 융합 또는 응용 분야의 소프트웨어 구현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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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teaches Java or C languages that are the most widely used computer 
languages for computer programs. It covers data types, conditional statements, 
loops, classes, objects, inheritance, and etc. The students will develop the ability 
to solve given problems through practices to acquire software implementation 
ability in various convergence application areas.

SCS2016 융합프로그래밍2 Convergence Programming 2

이 강좌는 융합프로그래밍1을 수강한 후에 배우는 과목으로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능숙하
게 사용하고 고급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 획득을 목표로 한다. 
먼저, 자바 또는 C언어로 디버깅, 쓰레드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공부한 후 표준라이
브러리, 오픈소스, 응용API등을 활용하여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을 풍부한 예제로 실습한다.

This course is for the students who took the Convergence Programing1. This 
course is designed for undergraduate students to obtain the expertise in computer 
programming. Students learn various programming skills such as debugging, thread 
and etc. using Java or C. The students will also practice how to use standard 
libraries, open sources, and application API through many practical programming 
examples.

선수과목 필수 : 융합프로그래밍1

SCS2018 인공지능수학 Mathematic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 및 데이터사이언스를 포함한 컴퓨터과학 분야 전공을 위해 필요한 수학적 기본개
념과 기초 이론들을 소개하는 과목으로서, 선형대수학, 미적분학 및 확률통계학에 대해서 
필수적 개념들과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lass introduces the mathematical concepts and theories necessary for 
computer science including machine learning and data science. The students learn 
the basic concepts and problem solving techniques from linear algebra, calculus and 
probability & statistics.

SCS2019 오픈소스소프트웨어실습 Convergence Software Project

GitHub, AWS, Docker 등의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도구에 대해 학습하
고, 실습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쌓는다.

Learn various open-source software development environments and tools including 
GitHub, AWS, and Docker. Obtain experience in open-source software projects 
through hands-on practice.

SCS4019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정보의 집합이다.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개념을 
비롯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본구조, 모델링 방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념, 스
키마 작성법, 정규화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이론을 올바
르게 정립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Database is a collection of stored information or operational data of organizations 
that is integrated so that it can easily be accessed, managed, and shared. This 
course covers a basic concept of database and 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and how to design and implement database schema with a well-known 
DBMS. Key topics include relational database components, structural query 
language, normalization, entity-relationship modeling, and implementing databas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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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4031 융합캡스톤디자인 Convergence Capstone Design

융합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생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학생은 팀의 일원으로서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설계하
며,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들은 팀 단위의 프로젝트
를 수행함으로써, 실생활에서 문제를 찾고, 다른 팀원들과 협업하며, 주어진 알고리즘을 코
딩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This course lets the students  experience  the  whole  process  to  build  software  
necessary
 for  our daily life. As a team, students search a real-life complex problem, design 
a solution, implement a program,  test it and finally evaluate it. Through this 
team-based project, students will acquire the ability to find real-life problems, 
collaborate with other teammates, and code given algorithms.

SCS4032 컴퓨터네트워크및보안 Computer Network and Security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 한 후,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
(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의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컴퓨터 보안을 학습한다. 
암호학(cryptography), 접근 제어(access control), 프로토콜(protocol), 소프트웨어
(software)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이론과 사례 연구를 살펴본다.

After acquiring computer networks related knowledge, this course covers theories 
and case studies of cryptography, access control, protocols, and software of 
information security which pursues to achiev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of computer systems.  Various algorithms used in computer systems for 
information security along with case studies will be introduced.

SCS4033 인공지능입문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현재 인공지능(AI)은 세상에서 가장 핫한 주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미래는 인공지능의 세계라는 말까지 나온다. 과
연 우리는 진정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머신러닝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 보자.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회귀, 분류 같은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과 인공신경망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여 
기본 알고리즘들을 구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강좌를 마치면 여러분의 직무와 일상생
활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아이디어를 제공할 영감의 원천을 얻게 될 것이다. 

Nowadays,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one of the hottest topics in the world. In 
every day life, we frequently encounter advertisement phrases that include the 
term “AI”. Can we really implement the tru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near 
future? Let’s dive into the world of machine intelligence. Through this course, you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essential machine learning 
algorithms such as regression, classification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In 
addition, you will be able to implement the basic algorithms using Python and 
Tensorflow. By the end of the course, you will be provided with the source of 
inspiration that gives you an idea to apply AI to your everyday life as well as you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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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4034 사물인터넷프로젝트 Internet of Things Project

이 강좌에서는 Internet of Things (IoT)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배운다. 센싱, 동작, 처
리, 통신과 관련된 장치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수 있는 기술 배우고 익힌다. 
물리적 세계와 장치 사이의 IoT 설계 고려 사항, 제약 조건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다룬
다. 최종 프로젝트를 통해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새로운 IoT 시스템을 설계, 구현 및 
테스트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In this course, you learn to develop Internet of Things (IoT) products and services. 
Learn and acquire skills to design new systems using devices related to sensing, 
motion,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IoT design considerations, constraints, and 
interfaces between the physical world and devices are also covered. Through the 
final project, you can experience the process of designing, implementing, and 
testing a new IoT system based on a microcontroller.

SCS4035 사물인터넷기초 Introduction to Internet of Things

본 강좌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사물인터넷(IOT)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
로 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및 응용 분야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다. 사물인터넷 분야에 필요한 이론은 물론 실제로 주어진 환경에서 유용한 응용프로그램
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실습
에서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각종 센서와 모터, 네트워크 
등을 제어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which refers to everything connected to the Internet. In addition, students 
acquire basic knowledge about the necessity and application fields of IoT software. 
In order to cultivate the ability to design and build useful application programs in 
a given environment, as well as the theory required in the field of IoT, theory and 
practice are conducted in parallel. In practice, learn how to control and apply 
various sensors, motors, and networks using Arduino, which is representative 
open-source hardware.

SCS4037 머신러닝및딥러닝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경험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적 
접근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한다. 딥러닝은 요즈음 들어 특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 머신러
닝의 일부이다. 머신러닝 기법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거의 매일 같이 새로운 알고리즘들
과 기법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다양
한 고급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의 기반을 이루는 이론들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것은 최신의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물론 여러분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파이썬과 텐
서플로우 그리고 파이토치를 사용하여 구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Machine learning is an algorithmic approach to implement the software that can 
improve its capability by itself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experience. Deep 
learning is a part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hat shows the successful 
performance in these days. Machine learning is developing rapidly. We see new 
algorithms and techniques almost every day. Through this course, you will learn the 
underlying theory of the various advanc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including 
the deep learning algorithms, which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state-of-art 
machine learning technology. You will have the ability to use those algorithms by 
using Python, Tensorflow and Py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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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4042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Data Structure & Algorithm 2

이 강좌는 자료구조및알고리즘1을 수강한 후에 배우는 과목으로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트리, 그래프 등 비선형 자료구조를 익히며, 그리디 알고리즘, 동적계
획 알고리즘을 이용한 응용 알고리즘을 배운다.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바 또는 C언
어 프로그래밍 실습에서 각종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구현 및 사용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This course is for the students who took the Data Structure & Algorithm1. The 
students learn nonlinear data structures such as trees, graphs and etc. along with 
application algorithms using greedy method, dynamic programming method to solve 
given problems efficiently. To better understand the learned material, students 
implement and use the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for programming practices 
using Java or C that solve given problems.

SCS4045 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젝트 Open Source Software Project

공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또한, 기존의 공개소프
트웨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개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과정을 경험한다. 공개소프트웨
어 개발환경에서 공개소스를 기반으로 팀단위 협업프로그래밍 과제를 수행하여 유용한 소
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이를 공개한다.

This class starts with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open source software and 
its societal impact.  The students experience the complete procedure of developing 
a new open source software application from existing open source platforms. They 
develop a useful software product and contribute it to the community by carrying 
out a team programming assignment under open source development environment.

SCS4046 데이터사이언스개론 Introduction to Data Science

본 강좌는 세부 데이터사이언스 교과목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주제들에 대해 소개한다. 
머신러닝, 통계적 추론 및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다루고, 또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 데이터 
획득, 전처리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에 더해 차세대 데이터과학자 및 윤리에 대해서도 살
펴본다.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opics covered in more detail in advanced Data 
Science Courses. The course covers technical subjects such as basic aspects of 
machine learning, statistical inference and data visualization, but also the 
engineering aspects of data including data wrangling and exploratory data analysis, 
in addition to next-generation data scientists, ethics.

선수 권장 교과목: 파이썬프로그래밍

SCS4047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웹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HTML 언어를 학습한다. HTML언어를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HTML의 구성요소인 태그, 속성, 변수, 요소 
등을 이용하여 등을 학습하며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회원정보 입력양식 만들기, 자기만의 
홈페이지 만들기 등을 실습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구현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HTML language for creating web pages 
running on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acquire various functions 
for building web pages using HTML language and to develop the ability to create 
a homepage through hands-on practice. Students learn how to use tags, attributes, 
variables, and elements that are elements of HTML to write a personal statement, 
create a member information input form, and create their own homepage.

선수권장 : 융합프로그래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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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4048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개발하
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자바 언어의 
기본 문법을 숙지하여 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스킬을 키우도록 하며 응용 개발을 위한 
핵심 구성 요소들을 학습하기도 한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요소인 뷰, 
위젯, 레이아웃, 2D, 3D 그래픽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
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앱 개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 진행 중 
본인의 모바일 앱 프로젝트 완성을 병행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how to develop Android-based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environment and learn how to develop through various 
exercises. In particular,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grammar of the Java language 
used in the Google Android platform environment to develop programming skills for 
app development, and learn the core components for application development. 
Android application interface screen components, such as views, widgets, layouts, 
2D, and 3D graphics can be used to develop applications. It also aims to cultivate 
creative app development based on what you learn. Complete your portfolio while 
completing your mobile app project during class.

선수과목 필수 : 융합프로그래밍1(Java)

SCS4049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 Machine Learning & Data Science

본 강좌는 머신러닝(그리고 data mining)의 원리에 대해, 특히 다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들과 실세계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예측방법으로서 분류모델과 회
귀모델을 다루고, 이들 모델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이들 주제에 
대해 Python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 및 검증한다.

The course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machine learning (and data mining), 
representativ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nd their applications to real-world 
problems.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principled approaches to prediction, 
classification model, and regression model,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alternative models, and rela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lternative 
approaches. These topics are also implemented and verified through Python 
language.

선수 권장 교과목 : 파이썬프로그래밍, 미적분학및연습1, 공학선형대수학, 일반통계학및실
습1

SCS4050 웹서버실습 Web Server Practice

이 과목은 모바일 앱, 웹 페이지를 서비스하기위한 서버쪽 기초 지식과 기법을 익힐 수 있
도록 한다. 학생들은은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시스템을 연동하여 사용함으로써 웹 서버 플
랫폼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모던웹의 구성요소들을 이용하여 시비스의 기획, 설계, 구축,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basic knowledge and skills for mobile 
application and web page development at server side. The student will learn about 
the Web server platform development through the use of database and server 
system. The student will learn to plan, design, construct, and integrate server-side 
components of modern web.

선수 권장 교과목: 융합프로그래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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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첨단화된 현대 사회기반시스템의 설계, 시공, 관

리의 기술적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실무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한다. 

  
건설정보SW연계전공은 건설환경공학 분야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IT 

소프트웨어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능력을 배양

함으로써 현대 건설환경분야 융복합 기술 수요에 대

비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본 연계전

공의 교과과정은 IT분야 기초지식 함양을 위한 전공

기초과목과 건설환경분야 SW 응용 관련 교과목, 그

리고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SW기술을 

접목하여 건설환경 단위공정 또는 종합적인 사회기

반시설을 고안해 보는 종합 설계과목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활동의 증대, 인구증가 및 

인구의 도시집중현상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 전반의 요구가 양적인 풍요로움에서 질적인 향

상으로 옮아감에 따라 사회기반 시설에 있어서도 첨

단화 및 지능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대 건설 산업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의 체계화와 종합화를 통한 첨단기술의 

집약화, 그리고 IT, BT, NT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융합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건설 산업의 르네

상스를 바라보고 있다.

건설정보공학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공지식과 함

께, 이에 대한 설계, 시공 관리 등 각 건설공정 및 

관련 산업분야에서 정보통신 및 컴퓨팅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융합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 건설산업

의 변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를 양

성 공급한다. 본 연계전공의 졸업자들은 건설 시공, 

설계 관리 분야를 포함한 각 건설산업분야 전반에서 

융합형 인재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다. 

 ● ● ●  Civil Information Software 
        Convergence Major

건설정보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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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건설환경공학 기초능력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수학, 과학과 공학의 기초 지식을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건설환경공학 설계능력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활용해 종합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

3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활동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4 건설환경공학 윤리의식
전공분야와 관련된 윤리·사회·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에 대한 

이해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건설환경공학 기초능력 O O

2 건설환경공학 설계능력 O O

3 의사소통 능력 O O

4 건설환경공학 윤리의식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건설환경공학 기초능력

1-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

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응용

할 수 있는 적절한 수학이나 

기초과학, 정보기술(엑셀, 데이

터베이스, 통계처리 소프트웨

어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응

용할 수 있다.

1-2
건설환경공학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

다.

주어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

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건설환경공학 설계능력

2-1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

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험이나 

조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

를 해석할 수 있다. 

2-2
건설환경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정보, 

연구결과 등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학 실무

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방법, 최

신 공학도구(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3
건설환경공학 분야의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

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의 제약 조건을 이

해하고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

여 모델링함으로써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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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이 상 일

전 공 분 야 수자원환경공학

세부연구분야
위성을 이용한 물환경 관리(Water Environment Management with Satellite)
기후변화 적응기술(Climate Change Adaptation)
물환경시스템 최적화(Water Environment System Optimization)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Stanford University 토목환경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물과환경 유체역학 물환경시스템 SW프로젝트

대 표 저 서
이상일 외 8인, 하천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0.

수문학 -이론 및 응용-, 사이텍미디어, 1998.

대 표 논 문

Effects of SO2 contamination on rising CO2 drops under high pressure, Env. Fluid Mech., 18(5), 
1077-1099, 2018.

Recent surface water extent of Lake Chad from multispectral sensors and GRACE, Sensors, 18(7), 
2082, 2018.

Total discharge estim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sing multi-satellite products, Water, 9(7), 532, 
2017.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의사소통 능력

3-1
건설환경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2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발표, 보고서 등을 통하여 효

과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전달 

할 수 있다. 

건설환경공학 윤리의식

4-1

건설환경공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경제, 환경, 안전, 지속가능성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공학적 환경

을 인지하고, 공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의해 얻어지

는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

회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4-2
건설환경기술자로서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직업적, 도덕적 책임의식과 윤

리의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의 사회적 

영향성을 파악하여 공학도로서

의 직업적, 도덕적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4-3

정보화 및 구제화된 사회에서 기술환경의 변화

에 따라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국제적으로 협

동할 수 있다.

국제적 협동의 중요성과 필요

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속

적으로 자기 계발 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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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봉 연

전 공 분 야 환경공학(수질)

세부연구분야 상수도 수처리, Membrane Filtration(막여과), 해수담수화

학사학위과정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동경대학교 환경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환경공학 및 실험 수처리 플랜트공학 및 실험 지구환경과학

대 표 저 서

수처리 막여과, 양서각, 2019.

상수도 공학, 씨아이알, 2015.

막여과, 양서각, 2010.

대 표 논 문

“Manganese removal using an aerated granular filter”, Bong-Yeon Cho,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24(5) pp 757-762, 2007, 10

“A study on Boron Removal by Mineral Cluster Coagulant for Seawater Desalination Application”,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2011.

“A Study on Boron Removal for Seawater Desalination using the combination process of Mineral 
Cluster and RO Membrane System”,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20(3), 2015.

이 지 호

전 공 분 야 구조해석

세부연구분야
전산손상역학(Computational Damage Mechanics)
구조동역학 및 지진해석(Structural Dynamics and Earthquake Analysis)
구조-유체 연동해석(Structure-Fluid Interaction Analysis)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C. Berkeley
Civil Engineering (Structural 
Engineering, Mechanics & 

Materials Division)
Ph.D.

담 당 과 목 재료역학 구조역학 컴퓨터응용구조해석 철근콘크리트

대 표 저 서 "3D 철근콘크리트 해석모형 생성을 위한 CAD/CAE 데이터 변환 알고리즘", 2008, 서울대학교

대 표 논 문

"Computational model for hydrodynamic pressure on radial gates during earthquakes", 한국전산구조
공학회 논문집 (2019)

"A correction method for objective seismic damage index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Computers and Concrete (2018)

"A new damage index for seismic fragility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2016)

김 상 범

전 공 분 야 건설 관리 및 경영 / 정보화

세부연구분야 국ㆍ내외 제도/ Global Standard 국제연구/ 건설 정보화/ 성과측정 및 관리/ 지식경영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스마트건설융합개론 건설프로젝트관리 건설계약 및 법규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

대 표 논 문

An integrated multi-objective optimization model for solving the construction time-cost trade-off 
problem

Impacts of knowledge management on the organizational success

Assessment of CII best Practices usa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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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범 주

전 공 분 야 지반해석

세부연구분야 지반역학, 사면, 터널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지반공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urdue Univ. 토목공학과(지반공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토질역학2 암반 및 터널공학 지반방재공학 지반 SW응용

대 표 저 서 지반설계를 위한 유로코드7 해설서(역서), 씨아이알, 2013(초판), 2018(제2판)

대 표 논 문

“Stress interactions between two asymmetric noncircular tunnels”,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Vol. 15, NO. 3, 2018

“Strength characteristics of cemented sand-bentonite mixtures with fiber and metakadin additions”, 
Marine Georesources & Geotechnology, Vol. 35, NO. 3, 2016

“Evaluation of discharge capacity of geostnrfetic drains for potential use in tunnels”, Geotextiles 
and Geomembranes, Vol. 43, NO. 3, 2015

강 주 현

전 공 분 야 수자원환경

세부연구분야 유역환경, 수질모델링, 비점오염관리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CLA 토목환경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어드벤처디자인 환경화학 수자원환경 GIS
물환경시스템 
SW프로젝트

대 표 논 문

"Associating the spatial properties of a watershed with downstream Chl-a concentration using 
spatial analysis and generalized additive models", Water Research, Vol. 154, 2019.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stormwater pipe networks and on-line stormwater treatment devices 
in an ultra-urban setting", Membrane and Water Treatment, Vol. 10, 2019.

"Photocatalytic performance of TiO2 and WO3/TiO2 nanoparticles coated on urban green 
infrastructure materials in removing nitrogen oxide", Int. J. Environ. Sci. Technol. Vol.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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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IV2005 응용역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건설환경공학과

CIV2007 재료역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건설환경공학과

CIV2009 물과환경 3 3 기초 학사2년 1 건설환경공학과

CIV2010 유체역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건설환경공학과

CIV2031 환경화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1 건설환경공학과

CIV2032 건설환경공학개론 1 1 기초 학사1년 1 건설환경공학과

CIV2034 건설지질학 3 3 기초 학사2년 영어 2 건설환경공학과

CIV2035 환경공학및실험 3 2 2 기초 학사2년 영어 2 건설환경공학과

CIV2038 어드벤처디자인 3 3 기초 학사1년 2 건설환경공학과

CIV4004 측량학및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2 건설환경공학과

CIV4005 구조역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건설환경공학과

CIV4007 컴퓨터응용구조해석 3 3 전문 학사3~4년 2 건설환경공학과

CIV4008 강구조설계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건설환경공학과

CIV4010 토질역학1및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1 건설환경공학과

CIV4011 토질역학2 3 3 전문 학사3~4년 2 건설환경공학과

CIV4013 암반및터널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건설환경공학과

CIV4015 수리학및실험 3 2 2 전문 학사3~4년 영어 1 건설환경공학과

CIV4020 건설프로젝트관리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건설환경공학과

CIV4021 건설시공및견적 3 3 전문 학사3~4년 2 건설환경공학과

CIV4022 건설계약및법규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2 건설환경공학과

CIV4041 기초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건설환경공학과

CIV4061 철근콘크리트 3 3 전문 학사3~4년 1 건설환경공학과

CIV4068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 3 1 4 전문 학사3~4년 공통 건설환경공학과

CIV4071 지반방재공학 3 3 전문 학사3~4년 영어 1 건설환경공학과

CIV4076 지진공학개론 3 3 전문 학사3~4년 1 건설환경공학과

CSI4001 물환경시스템SW프로젝트 3 2 2 전문 학사3~4년 2
건설정보소프트웨어

연계전공

CSI4002 지반SW응용 3 3 전문 학사3~4년 1
건설정보소프트웨어

연계전공

SCS2011 컴퓨터시스템 3 3 기초 학사1~2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2014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2015 융합프로그래밍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4019 데이터베이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4042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필수이수 권장과목

- 컴퓨터시스템,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융합프로그래밍1,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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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건설정보소프트웨어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소프트웨어분야 18학점 이상 이수, 총 36학점 이수

- 졸업시험 응시 필수

교과목 해설

졸업 기준

CSI4002 지반 SW 응용 Geotechnical SW Applications

지반공학 분야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지반과 관련 구조물의 거동을 예측하고 실무에서 
설계에 활용되는 지반공학 소프트웨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사면과 연약지반, 지하구조물의 설계와 소프트웨어 구현 원리에 대하여 강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의 활용 실습을 수행한다.

Principles and softwares used for predicting behaviors of geostructures are taught. 
Topics include the slope stability, soft ground, underground structures design and 
relevant software applications.

CSI4001 물환경시스템 SW 프로젝트 Water Environment Systems Software 
Project

상하수도 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본을 학습하며, 하천수리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천구조물의 기초적 설계과정을 학습하고, 각 시설의 설계에 있어 필요한 소프
트웨어 활용 실습을 수행한다.

Principles of planing and designing water and wastewater systems, and hydraulic 
structures are taught. Students will use pertinent softwares in designing various 
water environment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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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본 연계전공은 모바일 로봇 관련 기술이 총체적

으로 적용되는 집합체인 무인자동차를 비롯하여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 로봇 등 전반적인 로봇/

자동화 산업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고, 로봇 시

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 분석, 설계 구현하는 소

프트웨어 실무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강의와 실험, 실습을 통한 기본역

학 원리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 로봇 

등의 응용분야를 학습하게 하고 있다. 기초 및 

응용 분야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체계적인 해

석과 종합적인 설계 능력 및 실용적인 로봇 응

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로봇 시스템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는 공학도를 양성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된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정립하였다.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의 소프트웨어기반 융합로

봇 전공트랙에서는 자율주행 무인자동차의 구현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무인자동차 분야는 비교

적 새롭게 시작된 학문 분야로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타 분야에 비해 포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MIT 기계공학과 등 미국

유수대학 기계공학에서 무인자동차 분야를 육성하

고 있으며,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무인자동차 전공 

전문산업인력 양성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도 무인자동

차, 자율주행 산업을 향후 유망산업으로 지목하여 

집중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무인차등의 자율 

주행차 관련 기술 및 부품 기술을 가진 기업의 최근 

성장세가 뚜렷하며 관련 업체들도 무인차 관련 기술

에 대한 투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

자동차 분야 전공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구현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

한 기계공학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자동차ㆍ중공업

ㆍ전자, 물류 관련 다양한 기업, 국가 연구소에 진출

하여 무인 시스템 관련 제반연구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로봇산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 분야 중 하나로 본교에서 특성화 전략

분야로 삼고 있는 IT기술과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대표적인 미래 유망 기술 분야이다. 로봇공학은 그 

학문적 배경을 기계공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기

계공학은 첨단 및 전통 산업분야에서 공히 중추 역

할을 수행하는 전통적 토대학문이다. 향후 로봇 및 

관련기술은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기, 중공업을 

비롯한 모든 제조업과 에너지, 바이오공학을 포함하

는 다양한 생산 활동의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건설, 

가전 및 전자 산업의 핵심기술과 밀접한 광범위한 

응용분야와 방대한 인력수요를 갖는다.

 ● ● ●  Robot Convergence Software
        Interdisciplinary Major

로봇융합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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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정보화와 더불어 미래형 무인자동차, 

환경・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나노기술, 메카트

로닉스 및 로봇공학, 첨단 의・공학 등이 국가성장 

동력의 주력분야로 떠오르면서 그 핵심에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 중요한 학문분야로 자리매

김할 것이며 현대산업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첨병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계 관련 

산업 분야 중에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 분야인 설계 

및 생산, 로봇 산업, 그리고 에너지 및 환경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 이다.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문제해결능력 수학, 과학, 공학 및 컴퓨터 지식을 로봇 공학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2 설계능력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이를 응용한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로봇시스템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능력

3 팀워크능력
주어진 공학 문제 해결을 위하여 팀원과 협력을 통해 구성원으로서 최적 해결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4 직업윤리인지능력
로봇 엔지니어로서 국제적 기준을 만족하는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5 평생교육능력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창의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문제해결능력 O O

2 설계능력 O O O

3 팀워크능력 O O

4 직업윤리인지능력 O O

5 평생교육능력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문제해결능력 1-1
수학, 과학, 공학 및 컴퓨터 지식을 로봇 공학

문제 해결에 활용

로봇 프로그래밍을 통한 로봇 

제어

설계능력 2-1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

지 및 이를 응용한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활용

로봇 시스템 구동을 위한 로봇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구조 

설계

팀워크능력
3-1 주어진 공학 문제 해결을 위하여 팀원과 협력을 

통해 구성원으로서 최적 해결안 도출에 기여

팀 프로젝트를 통한 로봇 시스

템 구현

직업윤리인지능력 4-1
로봇 엔지니어로서 국제적 기준을 만족하는 직

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

로봇 시스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관련 내용 습득

평생교육능력 5-1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

최신 트렌드 로봇에 대한 내용 

습득 및 이에 따른 로봇 미래 

예측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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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고 봉 환

전 공 분 야 제어 및 자동화

세부연구분야 동적 시스템 해석 및 구조물 결함탐지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기계설계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다트머스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로봇지능제어 기계설계 컴퓨터응용제어

대 표 논 문

Localisation of Damage in Smart Structures through Sensitivity Enhancing Feedback Control

Decentralized Approach for Damage Localization through Smart Wireless Sensors

Actuator Failure Detection using Interaction Matrix Formulation

곽 문 규

전 공 분 야 동역학, 진동 및 제어

세부연구분야 진동제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버지니아공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동역학 진동 및 소음 메카트로닉스 창의적공학설계

대 표 저 서

진동학의 기초

기계계측공학

창의적공학설계

대 표 논 문

"Dynamic modelling and active vibration controller design for a cylindrical shell equipped with 
piezoelectric sensors and actuators",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321, 2009, pp. 510-524

"Dynamics of Satellite with Deployable Rigid Solar Arrays", Multibody System Dynamics, vol. 20, 
2008, pp. 271-286.

"Active vibration control of smart grid structure by multiinput and multioutput positive position 
feedback controller",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304, 2007, pp. 230-245.

방 세 윤

전 공 분 야 정밀가공 및 계측

세부연구분야 레이저 정밀 가공과정의 해석 및 정밀 계측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Penn State 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CAD/CAM 기구학 센서 및 계측 트랙별설계프로젝트

대 표 논 문

Modeling of Polymer Ablation with Excimer Lasers

Development of a Simulation Program for Virtual Laser Machining

Effects of Multiple Reflections of Polarized Beam in Laser Gro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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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흥 수

전 공 분 야 항공공학

세부연구분야 지능재료 및 지능구조물

학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학과 항공우주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항공공학과 항공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아리조나주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항공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로봇동역학 특화설계 트랙별 설계

대 표 논 문

“Modal Strain Damage Index of Laminated Composite Structures Using Smooth Transition of 
Displacement,” AIAA Journal,  Vol. 45, No. 12, 2007, pp. 2972-2978.

“Simple and Efficient Interlaminar Stress Analysis of Composite Laminates with Internal Ply-Drop,” 
Composite Structures, Vol. 84, No. 1, 2008, pp. 73-86.

“Characterization of Micro-scale Creep Deformation of Electro-Active Paper Actuator,”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Vol. 18, No. 9, July 1, 2009, 095008

이 승 준

전 공 분 야 나노/마이크로 미케닉스

세부연구분야 나노/마이크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응용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창의적공학설계및실습 동역학 신소재특론

대 표 논 문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of the traction-separation responses at the interface between 
PVDF binder and graphite in the electrode of Li-ion batteries",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Vol.161, No.9, 2014, A1218-A1223.

"Controlling the number of graphene sheets exfoliated from graphite by designed normal loading 
and frictional motion",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116, 2014, 024313.

"The switching of rotaxane-based motors", Nanotechnology, Vol.22, 2011, 205501.

임 수 철

전 공 분 야 기계공학

세부연구분야 로보틱스, 햅틱스

학사학위과정 KAIST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동역학 로봇공학 자율로봇실습

대 표 논 문

"Role of combined tactile and kinesthetic feedback in minimally invasive surgery",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obotics and Computer Assisted Surgery, 2015

"Grip force measurement of forceps with fiber Bragg grating sensors", Electronics Letters, 2014

"Tactile  Display with Tangential and Normal Skin Displacement for Robot-Assisted Surgery", 
Advanced Robotic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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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

의
개설학기 주관학과

MEC2025 기계전산입문 3 1.5 3 기초 학사1년 영어 2

기계로봇에너지

공학과

MEC2034 로봇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2년 영어 1

MEC4032 진동및소음 3 3 0 전문 학사4년 2

MEC4038 CAD/CAM 3 2 2 전문 학사3년 2

MEC4042 CAE 3 3 0 전문 학사4년 1

MEC4073 로봇동역학 3 3 0 전문 학사4년 영어 1

MEC4088 로봇공학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1

MEC4091 자율사물시스템설계 3 2 2 전문 학사3년 2

MEC4092 자율로봇실습 3 2 2 전문 학사4년 1

MEC4096 제어이론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2

SCS2011 컴퓨터시스템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2013 파이썬 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1~2년 　 1

SCS2014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5 융합프로그래밍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6 융합프로그래밍2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8 인공지능수학 3 3 0 기초 학사1~2년 　 2

SCS4019 데이터베이스 3 2 2 전문 학사3~4년 　 1

SCS4031 융합 캡스톤디자인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33 인공지능 입문 3 3 0 전문 학사3~4년 　 1

SCS4037 머신러닝및딥러닝 3 2 2 전문 학사3~4년 2

SCS4042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45 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젝트 3 2 2 기초 학사3~4년 　 공통

 필수이수 권장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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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연계전공 

(로봇융합소프트웨어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SW분야 18학점 이상 이수

- 자율로봇실습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학위 논문을 대체함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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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소프트웨어 실무 융합인재 양성

- 문화예술SW연계전공에서는 예체능전공 학과에

서 다루는 문화, 예술, 예술경영 등 문화ㆍ예술산업 

전(全)단계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

템들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함은 물론이고, 최신 ICT 

기술들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문화ㆍ예술 

산업의 혁신을 계획, 분석, 설계, 구현하고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실무역량을 

보유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융합인재를 양성

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은 인간의 일상적 삶

과 분리할 수 없는 문화 전반에 걸친 테마를 다루며, 

다양한 분야들을 아우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종합 학문이다. 창의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최신의 융합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습득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성하고, 더 나아가 국

내외에서 융합소프트웨어 문화예술 분야를 선도한

다.

 문화예술산업은 그 특성상 문화예술의 기반 학문

인 인문학적 상상력, 창조력과 더불어 스마트 시대

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 의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기존 교육과

정에서는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특화된 

전통적인 문화예술분야를 가르치는 것에 그쳤으나, 

이러한 교육은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모바일, 뉴미

디어 기반의 문화산업 분야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

어 사회적 수요와 트랜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사

회문제 해결에 SW를 본격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소프트웨어를 

확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소프

트웨어를 통해 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가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지식을 문

화예술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인재는 크게 문화예

술 콘텐츠의 창작 및 기획, 기술 및 제작, 배급 및 

유통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창작 및 기획 분야 :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스토

리개발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 콘

텐츠 기획 등을 필요로 하는 공연,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 기획사

2. 기술 및 제작 분야 :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기술

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사

3. 배급 및 유통 : 문화예술관련 신기술을 적용시킨 

영화관 및 공연장,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과 

각종 투자사 등

 ● ● ●  Culture & Arts Software
        Interdisciplinary Major

문화예술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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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융합 SW 활용 능력 SW에 대한 기초 소양을 습득하여 SW 중심사회에서 융합 역량을 함양한다.

2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능력 IT 및 SW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 전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3 문제해결 능력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융합 SW 활용 능력 O

2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능력 O

3 문제해결 능력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융합 SW

활용 능력

1-1 SW 시스템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ICT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 기능들

을 사용할 수 있다.

1-2
다양한 SW를 활용하여 융합형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2개 이상의 ICT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능력

2-1 공연예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연극 및 뮤지컬 공연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수 있다.

2-2 영상 및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영상, 프로젝션, 사운드 콘텐츠

를 기획, 제작할 수 있다.

문제해결 능력

3-1 문화예술 산업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문화예술 산업의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3-2
문화예술 산업의 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문화예술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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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문 원 립

전 공 분 야 영화영상제작

세부연구분야 다큐, 실험영화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BS

석사학위과정 템플대학교 방송영화과 MFA

담 당 과 목 극영화제작캡스톤디자인 편집심화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

대 표 저 서 디지털비디오의 이해, 한나래 2005

대 표 논 문

“Documentary and its realism”, Studies in Documentary Film, 2018

“VR과 영화”, 씨네포럼, 2015

<비>, 부산국제영화제, 2008

이 동 훈

전 공 분 야 극장기술 및 연출

세부연구분야 극장기술, 연극디자인, 연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전공) 문학사 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시립대 대학(원) 연극디자인(전공) M.F.A

박사학위과정

담 당 과 목 첨단기술 활용 공연제작 실습

대 표 저 서
<희곡분석입문>

<희곡분석가이드>

대 표 작 품

(디자인) 십이야

굿모닝 솔로몬

계산기

정 달 영

전 공 분 야 공연기획 및 예술경영

세부연구분야 공연기획, 관객개발, 예술경영, 극장경영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전공) 문학사 학사

석사학위과정 뉴욕대 대학(원) 공연예술경영(전공) 공연예술경영석사(M.A)

박사학위과정

담 당 과 목 예술경영 문화예술과 마케팅

대 표 작 품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창작지원작 <조선연애술사> (2016) 프로듀서

뮤지컬 <팬레터> (2016) 공동 프로듀서

<2014 아시아 뮤지컬시장 진출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대 표 논 문
<학교기업을 통한 대학 공연장 내실화 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2016, 제14권, 제3호

<공연여건 성장에 따른 예산계획의 변화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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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ASI2001 미래지식산업사회의이해 3 3 0 기초 학사1~2년 1

전공선택

ASI2002 컴퓨터 그래픽 SW 입문 3 1 2 기초 학사1~2년 2

ASI2004 360VR콘텐츠 제작 실습 3 0 3 기초 학사1~2년 1

ASI2006 입체공연음향 제작실습 1 3 0 3 기초 학사1~2년 1

ASI2007 미디어파사드 제작 실습 1 3 0 3 기초 학사1~2년 1

ASI2008 입체공연음향 제작실습 2 3 0 3 기초 학사1~2년 2

ASI2009 미디어파사드 제작 실습 2 3 0 3 기초 학사1~2년 2

ASI4002 웹드라마 제작 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1

ASI4003 첨단 기술 활용 영상 제작 실습 3 0 3 전문 학사3~4년 2

ASI4004 문화예술SW 영상프로젝트 3 0 3 전문 학사3~4년 1

ASI4006 첨단 기술 활용 공연 제작 실습 1 3 0 3 전문 학사3~4년 1

ASI4007 문화예술SW 공연프로젝트 1 3 0 3 전문 학사3~4년 1

ASI4010 소셜미디어 콘텐츠 3 1 2 전문 학사3~4년 2

ASI4011 문화예술과 마케팅 3 3 0 전문 학사3~4년 2

ASI4012 첨단 기술 활용 공연 제작 실습 2 3 0 3 전문 학사3~4년 2

ASI4013 문화예술SW 공연프로젝트 2 3 0 3 전문 학사3~4년 2

ASI4014 문화예술아이디어개발 3 1 2 전문 학사3~4년 1

ASI4015 문화예술현장프로젝트 3 1 2 전문 학사3~4년 2

FIL4068 사운드실습 심화 3 0 3 전문 학사3~4년 2

THE4030 예술경영 3 3 0 전문 학사3~4년 1

SCS2007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SW전공선택

SCS2011 컴퓨터시스템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3 파이썬 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1~2년 2

SCS2015 융합프로그래밍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6 융합프로그래밍2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8 인공지능수학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9 오픈소스소프트웨어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공통

SCS4019 데이터베이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31 융합캡스톤디자인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34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3 2 2 전문 학사3~4년 2

SCS4035 사물인터넷 기초 3 2 2 전문 학사3~4년 1

SCS4046 데이터사이언스 개론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48 모바일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2

SCS4049 머신러닝과 데이터사이언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50 웹서버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2

 필수이수 권장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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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문화예술소프트웨어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SW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 졸업논문 작성 또는 졸업시험 또는 융합캡스톤디자인의 최종보고서가 학위 논문을 대체함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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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학문기초 PRI4035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3

멀티미디어공학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습 3

전자전기공학 ENE2014 C언어 및 프로그래밍 도구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04 기초프로그래밍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7 자료구조와실습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7 자료구조와실습 3

멀티미디어공학 MME2042 멀티미디어자료구조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4 컴퓨터알고리즘 및 실습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29 컴퓨터알고리즘과 실습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터베이스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28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4057 데이터베이스체제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7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4059 운영체제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3 운영체제 3

연극학부 DRA4025 프로덕션 디자인＆테크놀로지2 3

■ 최대 인정 학점 : ( 15 ) 학점

교과목 해설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ASI2001 미래지식산업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the future knowledge 
industry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문화예술을 포함함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에 따른 가까운 미래는 새로운 지식산업사회라는 이름으로 명하고 이에 대해 학습한다.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 profound influence on all fields, 
including culture and arts, and the near future is named under the name of a new 
knowledge industry society and learns about it.

ASI2002 컴퓨터그래픽SW입문 Introduction to Computer Graphic SW

본 강좌는 컴퓨터그래픽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교과목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관
련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learns about the use of computer graphics-related software as a basic 
subject to enhance computer graphics capabilities.

ASI2004 360VR콘텐츠제작실습 360VR content production practice

본 강좌는 영상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다 현실감 있는 360도 가상현실 콘텐츠제작을 위한 
촬영방법, 편집 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video technology, this course learns theories and practices 
to understand photographing methods and editing for producing more realistic 
360-degree virtual reality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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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2006 입체공연음향제작실습1 Spatial Sound Design for Theatrical 
Production1

 본 과목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운드를 공연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
의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사운드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학
습하고, 연극 또는 뮤지컬 공연에 접목한 뒤 시연회와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This class aims to create a new type of media with the various types of sound 
effects applied to a performance. Students practice sound softwares to combine 
sound effects and plays or musicals, and they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a trial 
performance and evaluation. 

ASI2007 미디어파사드제작실습 1 Practicing of Media Facade Technology 
1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건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로, 건
물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 파사드는 공연, 건
축, 메가이벤트 등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과목은 실습을 통해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활용법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edia Facade is a compound word of ‘Media’ and ‘Facade*,’ meaning projecting 
images on the wall of a building. It can be used for various events such as 
performances, construction, mega-events. Students are expect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edia facade and practice key techniques of it. 
*Facade: one exterior side of a building

ASI2008 입체공연음향제작실습 2 Spatial Sound Design for Theatrical 
Production 2

 본 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사운드를 공연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 제작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기존 수업에서 이해한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토대로, 연극 또는 
뮤지컬 공연과 사운드를 접목한 뒤 시연회와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create and apply new varieties of sound effects 
to the performing arts in hopes of creating a whole new media of performance. 
Using their skill in sound software obtained through previous classes, students will 
learn to integrate these new sound effects with plays and musical performances, 
eventually creating their own performances which will be evaluated.

ASI2009 미디어파사드제작실습 2 Practicing of Media Facade Technology 
2

본 과목은 미디어 파사드의 실제 적용법 학습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기존 수업에서 
이해한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과 활용법을 토대로, 실제 미디어 파사드 결과물을 시연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The main goal of this course is to learn actual appliance techniques of 
media-facade. Using their general knowledge of media-facade,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turning media-facade projects into actual productions.

ASI4002 웹드라마제작실습 Web drama production practice

본 교과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인터넷 기반 미디어 사이트들의 확대에 따른 웹기반 
중심의 드라마 제작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This subject learns theory and practice on web-based drama production in parallel 
with the expansion of various Internet-based media sites centered on YouTube.

ASI4003 첨단기술활용영상제작실습 Video production practice using 
advanced technology

본 교과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에 따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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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nhance the capacity to produce images by utilizing various advanced 
technologie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ubject learns theory and practice in parallel.

ASI4004 문화예술SW영상프로젝트 Culture and Arts SW Video Project

본 교과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영상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This subject learns in parallel with theories and practices to improve the ability to 
use basic software to carry out video projects related to culture and arts

ASI4006 첨단기술활용공연제작실습1 Next Wave Technology for Theatrical 
Production1

 본 과목은 360VR, 입체음향, 미디어파사드 등 첨단 기술과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을 결
합하여 미래형 공연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학습
하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연극 또는 뮤지컬 공연에 접목하여 실제 공연을 
시연하는 과정까지 참여하게 된다.

 This course offers a wide options of media technology: 360VR, stereophonic 
sound, and media-facade. Students will create a futuristic performance with the 
technology that is given in class, and they give a trial performance at the end of 
semester.

ASI4007 문화예술SW공연프로젝트 1 Practicing Arts and Cultural Software 
Technology 1

본 과목은 수강생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융복합적 공연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수강생들은 입체음향, 컴퓨터 그래픽, 360VR 과 같이 다른 과목에서 학습한 소프
트웨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전통적인 공연의 형태에서 발전된 공연 제작법을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공연을 시연하는 과정까지 참여하게 된다.

 Students aim to present their own convergent-integrative performance at the end 
of semester. With 3-dimensional sound control, graphic program, and 360VR, they 
exercise the best combination of softwares and practice newer event making 
methods. Based on their knowledge of the subject,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term-end performance. 

ASI4010 소셜미디어콘텐츠 Social Media Contents

기술은 일상속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 상호간에 작용하는 방식과 인터넷의 사용법, 
스마트폰의 효용성, 기타 문명의 이기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가? 본 과정은 하드웨어, 인터넷, 전화기, 대중소통의 네 가지 측면
에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How do the technologies we use on a daily basis choreograph our actions, cause 
us to perform, and open spaces for improvisation? What are the ways we perform 
for each other, and how do the internet, mobile phones, and other networked 
technologies create new performance sites and possibilities? The course will be 
structured around four performance assignments, requiring students to perform 
with physical hardware, on the internet, via telepresence, and in collaboration with 
a crowd. 

ASI4011 문화예술과 마케팅 Culture and Marketing 

과거 제품중심의 마케팅시대에서 현대는 고객중심의 마케팅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유
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 즉 서비스 상품에도 이러한 트렌드는 반영되고 있다. 
본 강좌는 서비스상품의 한 유형인 문화예술분야에서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마케팅의 실제
에 대해서 학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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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era of ‘Product-oriented marketing’, but nowadays it is era of 
‘Customer-oriented marketing.’ It is contained not only tangible products but also 
intangible products such as service. This lecture is studied in marketing and the 
culture applied to the trend.

ASI4012 첨단기술활용공연제작실습2 Culture and Marketing 

본 과목은 첨단 기술과 공연을 결합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미래형 공연 콘텐츠 제작을 목표
로 한다. 수강생들은 기존에 학습했던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토대로, 첨단 기술과 기존의 연
극 또는 뮤지컬 공연을 접목하여 실제 공연을 시연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This class aims to produce futuristic forms of performance with high levels of 
expertise. Skilled students will use their software skills to apply the latest 
technology to already existing performances. They will also 
participate in turning their projects into real-life performances.

ASI4013 문화예술SW공연프로젝트2 Practicing Arts and Cultural Software 
Technology 2 

본 과목은 수강생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보다 완성된 융복합적 공연을 제작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고, 기존의 공
연을 더욱 발전시키는 형태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se various softwares to create a higher level of 
intermediate performances. They will also learn new softwares and programming 
skills and apply them in improving existing performance arts.

ASI4014 문화예술아이디어개발 Developing ideas for culture and arts

본 교과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우선하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창의성있는 아이
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subject learns how to develop creative idea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and arts field that prioritizes creative minds.
디스 서브직

ASI4015 문화예술현장프로젝트 Culture and arts field project

본 교과는 연극, 영화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분야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This subject focuses on projects involving field expert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culture and arts field centered on plays and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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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범죄수사 SW 연계 전공은 4차 산업 사회의 

치안환경이 사이버공간 및 온라인 장치로 옮겨

감에 따라 빅데이터 및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석 

등의 최신 범죄분석 역량을 갖춘 범죄예측 전문

가를 양성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 미래사회의 범죄양상이 새로운 치안수요를 

요구하기에 새로운 범죄예측 기술을 갖춘 전문 

형사정책 인재를 만들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범죄수사 SW 연계과정에서는 전통적인 범죄학 

및 경찰학 이론을 습득함과 동시에 디지털 포렌

직 및 빅데이터 분석론 등을 학습하여 과학적인 

“근거-중심의 범죄예방(Evidence Based Crime 

Prevention)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주안점을 둔

다. 

❏ 범죄수사에 대한 지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을 망라해서 요구되고, 경찰-검찰-법원-교정-보

호관찰-민간섹터 전 분야에서 요구되는 응용 학

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SW 연계전공에

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범죄수사 관

련 이론 및 전략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식으로 범

죄 패턴을 분석하게 되고, GIS 범죄지리 정보 

분석 등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예

방 전략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 범죄예측, 재범방지 분석 전문가”가 

형사정책 분야의 새로운 융합형 치안 인재로 활

약하는 기본 역량을 쌓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경찰사법대학의 범죄학, 피해자학, 

범죄심리학, 경찰학, 교정학 관련 전공 내용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학문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공의 안녕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현대 사회에서의 

경찰, 검찰, 법원, 교정의 역할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을 연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범죄수사SW 연계전공은 새로운 공학적 지식과 기

술을 학습함으로써 공공의 치안과 더불어 민간경비

까지 사회 전반의 치안을 연구 범위로 확대시킬 수 

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효과적인 치안정책을 개

발, 평가, 연구할 수 있는 4차 혁명시대에 적합한 

범죄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범죄수사SW 연계전

공의 목표라고 하겠다. 치안 관련 이론과 실무, 통계

학, 연구방법론, GIS 범죄 지리정보 분석 등 다양한 

융합 학문을 접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새

로운 미래 치안사업의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최근의 범죄예방 치안 분야는 경찰행정에의 신경

영기법 도입,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COP: 

Community Oriented Policing), 경찰업무의 적정 

배분과 민영화(Privatization), 경찰의 이미지 제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자적 수사권의 보장, 자치

경찰제도의 도입, 통일 후의 경찰통합문제 등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복잡한 치안 환경 속에서 범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전문가 배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범죄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

 ● ● ●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범죄수사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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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국내 최고의 Crime Data Scientist 교육, 범죄수

사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의 인재 

배양,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 학습으로 의미 있

는 Crime Data 해석능력 강화, Crime Data 

Science를 통해 범죄정보의 과학적 활용 및 범죄예

방 전략 수립 등이 치안분야의 새로운 조류로 떠오

르고 있다.  범죄학은 통합이론 및 발달이론 등의 

다양한 범죄 원인론이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학문적, 실무적 차원에서 향후 

사회 안전 관련 대량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분석하

고, 범죄행동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범죄 발생 위험

이 높은 장소와 시간, 범죄 위치와 유형 등을 예측할 

수 있는 GIS 범죄데이터 분석전문가 및 산업보안 

전문가가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로 및 취업분야

  급변하는 사회에서 치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더욱 전문적인 인력과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

다. 따라서 범죄수사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은 

이러한 사회 흐름을 먼저 파악하여 연구하고, 사회 

안전의 목표에 합치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

적인 비전으로 한다. 이에 학문의 조류 및 향후 취업 

후 전망은 주로 경찰,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실, 

군 수사 기관 등 국가 중추기관은 물론 사회 각 분야

로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 법조계로 진출하거나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위 행정 관료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아

지고 있다. 또한, 학계에 진출하여 전국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직을 맡기도 한다. 이 밖에도 소

방간부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검찰수사직 등 형

사사법기관에 다수가 진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취업분야를 살펴보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정보통신서비

스와 융합된 업무에 범죄수사 융합 전공자가 대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된 사

회에서 정보유출 및 훼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는 물론 국부유출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

래할 수 있기에 해당 지식을 보유한 범죄학자는 앞

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범죄 증거 확보 및 예

방,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산업보안과 관련

된 지식은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차원의 융합 역할모형에 대한 연구 분야이

다. 산업보안 관련 커리큘럼이 범죄학, 경영학, 컴퓨

터공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하

여 실질적 보안 위험요소 최소화를 추구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즉, IT보안, OT보안, 사이버 보안과 같

은 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시설물과 인적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까지 포함하는 범죄수사 융합 전공 민간 

시큐리티 분야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다고 하겠다.

※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학점 이수 외에 반드시 관

련 분야 주제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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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비판적 범죄 분석 태도 범죄발생 현상 및 원인에 대한 비판적 통찰 및 데이터 분석 능력

2 혁신적 범죄예방 대응 신종범죄 및 온라인 범죄에 대한 혁신적 범죄대응 능력 제고

3 창의적 범죄대처 능력
교도관, 보호관찰관, 청소년지도 전문가, 민간경비 전문가, 탐정사고 조

사자 등으로 활약하며 창의적으로 범죄자를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능력

4 유연적 범죄상황 해석
GIS 범죄 주변 상황 및 사회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유연적인 범죄상황 

분석 능력

5 범죄수사 능력
법률적 사실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유형별 수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6 범죄원인 분석 능력
전통적 범죄와 구분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디지털 범죄수사 능력 O

2 과학적 범죄원인 분석 능력 O O

3 범죄통계 분석 능력 O

4 교정 전자감독 단계에서의 재범 수사 능력 O

5 범죄자 재범행동 원인 체계적 이해 O O

6 이론을 바탕으로 범죄자 교정 전략 이해 O O

7
범죄학, 수사 관련 전공 기초 이해

 및 심화 능력
O O

8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 이해 O O

9
GIS 지리정보 및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이해
O O

10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능력
O O

11 원활한 의사소통과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O O

12 도구 활용 능력 O O

13 문제 정의 및 해결 능력 O O

14 설계 능력 O O

15 협응 및 소통 능력 O O

16 문제해결 O O

17 융햡역량 O O

18 정보통신 O O

19 창의력 O O

20 협업능력 O O

21 의사소통 능력 O O

22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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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과학적 범죄수사 능력

1-1

범죄데이터 분석 고급 능력을 향상시켜 SW  

범죄융합 전문가로 활약하고, 범죄발생의 사회

동태적, 개인적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범죄

1-2
디지털포렌식 등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온라

인 공간 내 초동수사를 실천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개론

1-3
범죄의 기회이론에 입각하여 상황적 범죄예방

을 실천할 수 있다.
침해사고와 대응관리

객관적 범죄원인 분석 

능력

2-1

피해자학 및 범죄심리학 수업을 통해 범죄발생

에서 피해자의 기여와 보호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범죄예방론

2-2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범죄의 원

인을 파악할 수 있다.
범죄심리학

2-3
개인의 공격성 매커니즘과 범죄잠재성을 측정

할 수 있다.
공식범죄통계의 이해

범죄통계 분석능력

3-1 통계학의 기초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범죄데이터베이스

3-2
데이터마이닝을 바탕으로 정보를 도식화할 수 

있다.
딥러닝

3-3
머신러닝 기법을 탐구함으로써 범죄 빅데이터

를 구출할 수 있다.
빅데이터 아키텍쳐

경찰활동 실천 능력

4-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를 예견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과 범죄

4-2
경찰활동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순찰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리걸테크

전자감독 및 교정현장 

재범 사건 범죄수사 능력

5-1

전자감독 및 교정학 관련 과목을 통해 교정 분

야에서의 재범방지 대책과 재범 사건 수사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자감독과 커뮤니티 저스티스

5-2 지역사회 교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자 추적 

및 재범 예측 알고리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소년사법과 보호

범죄자 지리정보 및 

위치정보 활용 능력
6-1

범죄지리정보 분석 GIS 교육을 통해 가해자 이

동 정보 프로파일링 등을 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범죄지리정보GIS

전공 기초 이해 및 심화 

능력

7-1
민간경비, 금융업 등 민간 섹터에서의 범죄학 

확대 적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IT범죄학연구방법론

7-2
범죄예방론 및 범죄학 관련 관한 기초지식을 

공학과 융합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형사사법연구방법론

7-3
범죄학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심화된 문제에 대

해 보다 비판적으로 새롭게 대처할 수 있다.
진술분석과 소셜컴퓨팅

사이버범죄 사건 증거 

확보 능력

8-1

사이버범죄수사론 및 IT범죄학연구방법론을 통

해 온라인 범죄 증거 확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론

8-2

신종범죄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켜 범죄자 온

라인 사용 정보를 재범방지 활동에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보안 경영, 최신 ICT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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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최 응 렬

전 공 분 야  경찰학 (범죄학)

세부연구분야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민간경비, 산업보안, 범죄예방, 교정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행정 경찰정책론 민간경비론

대 표 저 서

 경찰조직론, 박영사, 2015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14

 경찰학개론(전정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대 표 논 문

순경채용시험의 「경찰학개론」 출제경향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
학회보, 2016

범죄통제를 위한 위치정보수집과 경찰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2016

임 준 태

전 공 분 야 경찰학

세부연구분야 범죄예방

학사학위과정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사법행정학과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형사법전공 법학박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 법과대학(교) 경찰학 · 범죄학(전공) 법학박사(Dr. jur)

담 당 과 목 비교경찰제도론 범죄수사론 경찰행정법 경찰정책론

대 표 저 서

 법과학과 범죄수사론, 대영문화사, 2015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2009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대 표 논 문

 정부 3.0과 수사구조의 정상화 모색 -캐나다 수사절차상 경,검 관계와 시사점, 한국경찰학회보, 2016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합리적대안 모색 - 미국 헌법상의 규제법리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5

 인적정보(HUMINT) 역량 강화를 통한 사이버 안보위협 및 범죄대응전략, 한국경찰연구, 2014

곽 대 경

전 공 분 야  사회학 전공

세부연구분야  범죄학 전공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하와이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박사

담 당 과 목 범죄심리학 폭력범죄론 청소년비행론 경찰인사행정

대 표 저 서

 현대사회와 범죄(제2판), 청목출판사, 2010

 청소년비행론(제3판), 청목출판사, 2013

 범죄학연구방법론, 센게이지, 2009

대 표 논 문

 실종추적팀을 활용한 실종자 수사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5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4

 노인범죄피해와 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한국경찰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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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은 경

전 공 분 야 법심리학

세부연구분야 조사면담기법, 거짓말 탐지, 행동분석, 진술분석, 심리부검, 사이코패스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Psychology  M.S, (Psychology)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Psychology Ph.D (Psychology)

담 당 과 목 범죄심리학 수사심리학

대 표 논 문

Vrij, A., Leal, S., Fisher, R. P., Mann, S., Dalton, G., Jo, E., ... & Houston, K. (2018). Sketching 
as a technique to eliciting information and cues to deceit in interpreter-based interview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Memory and Cognition, 7(2), 303-313.

Vrij, A., Leal, S., Mann, S., Dalton, G., Jo, E., Shaboltas, A., ... & Houston, K. (2017). Using 
the model statement to elicit information and cues to deceit in interpreter-based interviews. Acta 
psychologica, 177, 44-53.

Yi, M., Jo, E., & Lamb, M. E. (2017).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NICHD Protocol Training 
Focused on Episodic Memory Training and Rapport-Building: a Study of Korean Police Officers.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32(4), 279-288.

이 창 한

전 공 분 야  경찰학

세부연구분야  경찰정책, 형사사법정책, 범죄대책, 범죄심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담 당 과 목 범죄데이터분석 공식범죄통계이해 지역사회교정론 빅데이터와 범죄

대 표 저 서

 한국 범죄심리학, PNC미디어, 2015

 경찰학, 박영사, 2015

 STATA를 활용한 사회과학 자료분석, PNC미디어, 2014

대 표 논 문

자살테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여성 가구 형태별 범죄 두려움에 대한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2017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2017

조 윤 오

전 공 분 야  범죄학

세부연구분야  교정학, 피해자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뉴욕시립대(CUNY)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riminology Ph.D. Criminology

담 당 과 목 IT범죄학연구방법론 범죄통계론 소년사법과 보호 피해자학

대 표 저 서

 오페라 범죄학, 박영사, 2020

 형사사법연구방법론, 그린, 2013

 피해자학, 그린, 2011

대 표 논 문

 Exploring the Impact of an AVRS Curfew Program on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14), 2018

 미결수용자 검찰 계호·호송에 관한 교도관 의견 조사 연구, 교정담론, 13권3호, 2019.

 청소년 피학대경험과 비행과의 관계 차이, 피해자학연구, 27권1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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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 배

전 공 분 야  범죄학, 형사사법학

세부연구분야  소년범죄, 특별예방, SPO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사

석사학위과정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 및 범죄학 형사사법학 및 범죄학석사

박사학위과정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형사사법학 형사사법학 박사

담 당 과 목 범죄데이터분석고급 범죄지도 범죄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아키텍쳐

대 표 저 서
 경찰학, 박영사, 2014

 형사사법연구방법론, 그린, 2013

대 표 논 문

경찰학 연구의 다양성 변화: 연구자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2017

Specific deterrence, community context, and drunk driving: An event history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2015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Procedural Justice: A Survey of The Auxiliary Police Officers, 한국경찰
학회보, 2015

조 영 일

전 공 분 야 계량심리학, 범죄심리학

세부연구분야 종단자료분석, 인과관계추정, 관찰자료분석, 효과검증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
심리학과 M.A.(Psychology)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심리학과 Ph.D. (Psychology)

담 당 과 목 범죄심리학 법심리연구설계 구조방정식모형

대 표 저 서

SPSS를 활용한 심리연구 분석(역서), 시그마프레스, 2018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방법론(역서), 시그마프레스, 2016

실험심리학(역서), 학지사, 2020

대 표 논 문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Behavior Development Screening for Toddlers-Questionnaire/Parents 
(BeDevel-Q/P): A Korean Autism Screening Instrument for Infants aged 24-35 Month, "Psychiatry 
Investigation", 2020 

Family Management Style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Children 
with Epilepsy.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인문사회”, 2019

정 두 원

전 공 분 야 정보보호학

세부연구분야 디지털포렌식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포렌식수사 정보보호개론 네트워크개론 최신IT보안

대 표 저 서

SPSS를 활용한 심리연구 분석(역서), 시그마프레스, 2018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방법론(역서), 시그마프레스, 2016

실험심리학(역서), 학지사, 2020

대 표 논 문

Jeong, D., & Lee, S. (2019). High-Speed Searching Target Data Traces Based on Statistical 
Sampling for Digital Forensics. IEEE Access, 7, 172264-172276. 

Jeong, D., & Lee, S. (2019). Forensic Signature for Tracking Storage Devices: Analysis of UEFI 
Firmware Image, Disk Signature and Windows Artifacts. Digital Investigation, 29, 21-27

Jeong, D., & Lee, S. (2019). Study on the Tracking Revision History of MS Word Files for Forensic 
Investigation. Digital Investigation, 23,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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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RS2001 피해자학 3 3 0 기초 학사1~2년 1

전공선택
5개이상
(15학점)

CRS2002 청소년비행론 3 3 0 기초 학사1~2년 1

CRS2003 선형대수 3 3 0 기초 학사1~2년 1

CRS2004 미.적분 3 3 0 기초 학사1~2년 1

CRS2008 범죄심리학 3 3 0 기초 학사1~2년 2

CRS2009 공식범죄통계이해 3 3 0 기초 학사1~2년 2

CRS4001 범죄데이터베이스 3 3 0 전문 학사3~4년 1

CRS4002 범죄데이터분석고급 3 3 0 전문 학사4년 1

CRS4005 빅데이터와범죄 3 3 0 전문 학사4년 1

CRS4007 빅데이터아키텍쳐 3 3 0 전문 학사3~4년 2

CRS4008 범죄지도 3 3 0 전문 학사3~4년 2

CRS4010 사물인터넷과범죄 3 3 0 전문 학사4년 2

CRS4011 형사사법연구방법론 3 3 0 전문 학사3~4년 1

CRS4013 진술분석과 소셜컴퓨팅 3 1 2 전문 학사3~4년 1

CRR2005 소년사법과보호 3 3 0 기초 학사1~2년 2

CRR2008 사이버비행과교정처우 3 3 0 기초 학사2년 2

CRR4002 분류심사론 3 3 0 전문 학사3~4년 1

CRR4010 전자감독제도론(캡스톤디자인) 3 3 0 전문 학사3~4년 1

INS4011 산업보안경영 3 3 0 전문 학사4년 2

INS4018 최신ICT와보안 3 3 0 전문 학사3~4년 2

INS4019 침해사고대응관리 3 3 0 전문 학사4년 2

INS4020 디지털포렌식개론 3 3 0 전문 학사4년 2

POS2003 범죄예방론 3 3 0 기초 학사1~2년 1

FSI4001 사이버범죄수사론 3 3 0 전문 학사3년 2
전공선택 
1개 이상
(3학점)

FSI4002 IT범죄학연구방법론 3 3 0 전문 학사3년 1

FSI4003 범죄지리정보분석GIS 3 3 0 전문 학사3년 1

SCS2011 컴퓨터시스템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전공선택
(SW분야)
(18학점)

SCS2013 파이썬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2014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2 2 기초 학사3~4년 공통

SCS2015 융합프로그래밍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SCS4019 데이터베이스 3 2 2 전문 학사1~2년 공통

SCS4032 컴퓨터네트워크및보안 3 3 0 전문 학사3~4년 1

SCS4033 인공지능입문 3 3 0 전문 학사3~4년 1

SCS4046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 3 0 전문 학사1~2년 1,2

SCS4047 웹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1

SCS4048 모바일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2

SCS4049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50 웹서버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2

 필수이수 권장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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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연계전공 

(범죄수사소프트웨어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기초 소프트에어 교과목 18학점이상 이수

- 범죄수사 교과목(FSI) 3학점 이상 이수   

- 졸업논문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졸업 기준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주전공트랙

(경찰행정학부 

학생)

-경찰행정법

-형사사법 연구방법론

-산업보안론

-형법

➡ 전공 교과목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세부전공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

복수전공트랙

(경찰행정학부 

학생)

-경찰행정법

-형사사법 연구방법론

-산업보안론

-형법

➡ 전공 교과목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세부전공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

타 과(전공) 학생의 

복수전공트랙

-경찰행정법

-형사사법 연구방법론

-산업보안론

-형법

➡ 전공 교과목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세부전공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

경찰공무원

-무술

-체포술

-경찰체육실습

-한국경찰사

-헌법

-특별행정법Ⅰ

➡
-특별행정법Ⅱ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행정

법과대학 법학과 과목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과목

Data Scientist

-범죄데이터분석기획

-범죄데이터분석기초

-범죄데이터시각화

➡
-범죄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아키텍쳐

-범죄정보분석

이과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과목

대학원 진학(교수)

-범죄예방론

-공식범죄통계이해

-미∙적분

-민간경비론

➡ 전공전문 교과목 가운데 자신이 선

택할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
이과대학 통계학과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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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FSI4001 사이버범죄수사론 Investigation in Cybercrime

본 강좌는 사이버범죄 전무가로서 요구되는 수사 전반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목표로 DDoS 
공격, APT, Zero-day 공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보호의 최신 동향인 스마트기기 보
안, 클라우드 보안, SNS 보안 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표가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최신 범죄들을 검토하여 범죄현장에서의 시공간적 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방법
을 학습하고, 사이버 증거물의 법과학적 의미, 현장 재구성, 현장검시 등을 검토하도록 한
다. 

The course aims to produce industrial security professionals with contemporary 
knowledges that participant are demanded not only to discuss about DDod attack, 
APT and Zero-day attack but also to consider application security, cloud security 
and SNS security. In addition, this course designs to develop executive abilities by 
analyz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behavior and evidence in a 
space-time manner. The course, therefore, will consist of forensic meaning of an 
evidence, reconstitution of a scene, field inspection, etc.

FSI4003 범죄지리정보분석GIS Crime Geography Information Analysis 
GIS

범죄학에서 다루는 지리정보 분석은 전통적인 지도 제작·활용 기술에 지리정보시스템
(GIS), 원격탐사, 사진측량, 위성측위시스템(GPS), IT 기술 등을 범죄예방 업무에 접목시킨 
융합 학문을 말한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포털 지도 서비스, 스마트폰 위치기반 서비스, 3차
원 영상 지도 등 실생활에도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지리정보 관련 정보를 범죄학
에서 활용하는 첨단 기법을 배운다.  

This course aims to explore the innovative technology of mapping, GIS, and GPS 
in order to build the most effectiv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Geography 
information will be one of the most helpful tool in identifying hot spots and 
numerous programs based on that information will result in productive outcomes of 
decreasing delinquent behavior and crimes. By using wide range of geography 
information,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dynamics between the features of 
community and responses of law enforcement. 

FSI4002 IT범죄학연구방법론
본 강좌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죄학 연구방법론을 학
습하고, 이를 위해 범죄데이터 분석기회 구조화, 분석방안 구체화 및 범죄데이터 분석 마스
터플랜 수립 등을 배우는데 핵심 목표가 있다. 본 수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범죄데이
터의 기초분석능력 함양을 목표로 범죄 관련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의 이해, 통계분석의 개
념, 데이터 가공 등 범죄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초적인 방법론 및 기법을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offer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analysis of crime 
data to establish effectiv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response policies. This 
course focuses on study the development of crime data analysis opportunity 
structuring, materialization of analysis and master plan planning for crime data  
analysis. Furthermore, this class will provide an introduction to basic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to analyze crime data. This course includes a wide range of 
process of the crime data analysis, the concept of statistical analysis and new 
techniques of data processing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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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산업정보SW연계전공에서는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서 다루는 생산, 제조, 서비스, 물류, 유통, 제품개발 

등 산업 가치사슬 전(全)단계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들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함은 물

론이고, 최신 ICT 기술들을 바탕으로 제조/서비스 

혁신을 계획, 분석, 설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실무

역량을 보유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융합인재

를 양성하고자 한다.

  
산업이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정보시스템은 데이터를 입력 받아 효과적으로 처리

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으

로 정의된다. 오늘날의 산업 환경은 정보시스템의 

도움 없이 어떤 비즈니스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

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조와 

서비스를 아우르는 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을 담당할 인재는 어

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가? 제조와 서비스를 계획하

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소

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을 위한 실무역량을 동

시에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융합적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시스템공학 전공과 소프트웨

어 관련 전공의 커리큘럼이 융합된 연계전공이 요구

되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산업정보

시스템 SW연계전공이 개설되었다. 

최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최신 

ICT 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제조/서비스와 ICT의 상생융합은 더욱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일

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제조와 서비스 

그리고 ICT가 융합된 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제조, 서비스, ICT가 융합된 비즈니스 

분야는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분화된 

전공의 틀에 갇혀있는 오늘날 한국의 공학교육 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융합인재의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서비스 제 분야의 

산업정보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IT서비스 기업들

은 자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상당한 자원을 투

입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전공을 통해서 양성될 

융합인재에 대한 수요는 현재도 매우 크며, 향후에

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계전공의 졸업자들은 IT서비스(또는 SI) 기업, 

솔루션 개발 기업, 제조기업의 ICT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금융, 유통, 포털 업체, 전자, 기계 등, 매우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

 ● ● ●  Industrial Information Software
        Interdisciplinary Major

산업정보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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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정보 시스템 분석 및 

기술활용능력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시스템 설계,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다

양한 분석 기법과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2 정보 시스템 설계 능력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특정 분야의 설계와 운용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

한 공학 프로젝트를 정형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종합적 설

계 능력을 갖도록 한다. 

3 프로젝트 수행 능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복합학제적인 팀원으로서 혹은 팀

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도록 

한다. 

4 윤리의식

경제사회의 리더로서 올바른 윤리의식과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문제

를 적시에 인지하고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

는 자기 개발 능력을 갖도록 한다.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정보 시스템 분석 및 기술활용능력 O

2 정보 시스템 설계 능력 O O O

3 프로젝트 수행 능력 O O

4 윤리의식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정보 시스템 분석 및 

기술활용능력
1-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산

업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을 수 있다.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산업공학문제 해결

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을 수 있었습니까?

정보 시스템 설계 능력

2-1
산업공학문제를 정의하고 모형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산업공학문제를 정의하고 모형

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었습니까?

2-2

산업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의 정보, 

연구결과 등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산업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의 정보, 연구결과 등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었습니까?

프로젝트 수행 능력

3-1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에서 구성원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었습니까?

3-2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을 수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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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이 종 태

전 공 분 야 지능정보시스템

세부연구분야 생산관리, ERP SCM, 인공지능(신경망, 퍼지), CRM, RFID 적용연구, 물류/유통 관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생산 및 운영관리 유통물류관리 물류관리론
정보시스템통합 및 

실습

대 표 저 서
경제성공학

신경망과 기계학습 개론

대 표 논 문

Improving decision tree by integrating spliting and pruning procedure based on Fuzzy theory,

An application of SCM-based logistics planning in the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ternational J. of Computer & Industrial Engineering

Wire Integration CRM Gateway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Event CRM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윤 병 운

전 공 분 야  산업공학

세부연구분야  기술 경영, 지식 경영, 신기술 개발, 제품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기술경영 서비스공학 데이터 어낼리틱스

대 표 저 서
 테크놀로지 인텔리젼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서비스 공학, 생능출판사 (2010)

대 표 논 문

 Byungun Yoon, Rob Phaal and David Probert, ‘Morphology analysis for technology roadmapping: 
application of text mining’, R&D Management(SSCI), Vol. 38, No. 1, pp. 51-68, 2008.

 Byungun Yoon, “On the development of a technology intelligence tool for identifying technology 
opportunity”,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SCIE), Vol. 35, No. 1-2, pp. 124-135, 2008.

 Byungun Yoon and YongtaePark,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ecasting Algorithm: Hybrid 
Approach for Morphology Analysis and Conjoint Analysis of Patent Information",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SCI), Vol.54, No.2, pp.588-599, 2007.

윤리의식

4-1

공학적 문제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

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공학적 문제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었습니

까?

4-2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다.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

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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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영 두

전 공 분 야  산업공학

세부연구분야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계산금융

학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기계산업공학부(산업경영공학전공)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조선공학부(산업공학전공)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경영정보시스템 금융공학입문 산업시스템공학기초실계

대 표 논 문

Youngdoo Son and Jaewook Lee, “Active Learning Using Transductive Sparse Bayesian Regression”, 
Information Sciences, Vol. 374, pp. 240-254, December 2016.

Youngdoo Son, Hyeongmin Byun, and Jaewook Lee, “Nonparametric Machine Learning Models for 
Predicting the Credit Default Swaps: An Empirical Study”,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Vol. 58, 
pp. 210-220, October 2016.

Youngdoo Son, Dong-jin Noh, and Jaewook Lee, “Forecasting trends of high-frequency KOSPI200 
index data using learning classifier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Vol. 39, No. 14, pp. 
11607-11615, October 2012.

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ISE2009 CAD 및 실습 3 3 0 기초 학사2년 영어 1 선택

ISE2012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2년 2 선택

ISE2021 데이터분석입문 3 3 0 기초 학사2년 2 선택

ISE2023 정보시스템분석설계 3 2 1 기초 학사2년 영어 1 선택

ISE4021 시뮬레이션과응용 3 2 1 전문 학사4년 영어 1 선택

ISE4028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3 2 2 전문 3학년 2 선택

ISE4029 서비스공학 3 3 0 전문 학사4년 1 선택

ISE4032 정보시스템통합및실습 3 2 2 전문 학사4년 1 선택

ISE4035 데이터마이닝 3 2 1 전문 학사3년 2 선택

ISE4041 데이터어낼리틱스 3 3 0 전문 학사4년 1 선택

ISE4042 산업AI 3 3 0 전문 학사4년 2 선택

ISE4043 머신러닝 3 2 1 전문 학사3년 1 선택

SCS2011 컴퓨터시스템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선택

(SW분야)

SCS2013 파이썬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선택

(SW분야)

SCS2014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선택

(SW분야)

SCS2015 융합 프로그래밍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선택

(SW분야)

SCS2019 오픈소스소프트웨어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선택

(SW분야)

SCS4019 데이터베이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선택

(SW분야)

SCS4031 융합캡스톤디자인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선택

(SW분야)

SCS4033 인공지능입문 3 3 0 전문 학사3~4년 1
선택

(SW분야)

SCS4034 사물인터넷프로젝트 3 2 2 전문 학사3~4년 2
선택

(SW분야)

SCS4035 사물인터넷기초 3 2 2 전문 학사3~4년 1
선택

(SW분야)

SCS4042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2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선택

(SW분야)

SCS4048 모바일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2
선택

(SW분야)

SCS4046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 3 0 전문 학사3~4년 공통
선택

(SW분야)

 필수이수 권장과목

- 컴퓨터시스템,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1, 융합프로그래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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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산업정보소프트웨어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SW분야에서 18학점 이상 이수

- 졸업논문: 논문 또는 캡스톤디자인과목(융합캡스톤 디자인 또는 산업시스템공학 종합설계) 결과보고서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산업시스템공학과 ISE2004 인간공학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02 생산 및 운영관리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05 첨단제조공학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45 금융공학입문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11 프로젝트관리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14 경영과학 2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18 유통물류관리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22 제품개발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23 기술경영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36 헬스케어공학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37 실험계획법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38 품질공학 3

경영학전공 DBA2017 마케팅원론 3

회계학전공 DBA2014 회계원리 3

경영학전공 DBA2006 경영정보론 3

■ 최대 인정 학점 : ( 15 ) 학점

졸업 기준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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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생명현상에 핵심적인 DNA, RNA, 단백질 등

의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개념과 

현재 공개된 open source 및 third party SW 

활용법을 정립하고, 공용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시

스템을 계획, 분석, 설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실무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한다.

 

  
생명체는 DNA, RNA, 단백질과 같은 거대분자로 구

성되며 생명과학은 이러한 거대분자들간의 상호 작

용, 대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거대분자들의 집합체에 대한 과목(유전체학, 단백

질체학)이 개설되어 있으며 해당분야의 빅데이터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다. 의학, 약학 등의 전공과 

유관 산업체에서도 이러한 생물학 빅데이터를 분석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전공에서는 생물학 기반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다

루기 위한 다학제적 융합 교육을 진행한다.

생명과학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빅데이터

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생물학, 통계학 및 기초 

프로그래밍 등의 다학제적인 지식을 요구된다. 본 

연계전공에서는 개별적인 학문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으로의 접근 방

법에 대한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여러 학문에 대한 

이해력을 가진 융합적인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생명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전공지식과 함께, 생물

학적 빅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소양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학, 연

구소,  유전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제약

회사, 병원 등에서 요구하는 분석력 및 SW 개발능력

을 갖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 ● ●  Biological Information
        Software Convergence

생명정보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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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능력
유전체, 전사체 등 생물학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다

2
생물학 공용 DB 이용 능력 및 

PubMed 검색능력

전사체 및 유전체 데이터가 저장된 GEO, ArrayExpress, TCGA등의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 할 수 있고 PubMed에서 관련 문헌을 검색할 수 있

다

3
Open source/third party SW 

활용 능력

R, Python 기반의 다양한 유전체 분석 open source/third party SW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능력 O O

2
생물학 공용 DB 이용 능력 및 

PubMed 검색능력
O O

3
Open source/third party SW 

활용 능력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능력

1-1
유전체 및 전사체 데이터의 형식 및 구조를 파

악할 수 있다

생물학 데이터의 구조를 정확

히 이해할 수 있다

1-2
올바른 방법으로 유전체 및 전사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통계적, 컴퓨터적 기법을 이용

하여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생물학 공용 DB 이용 능

력 및 PubMed 

검색능력

2-1
목적에 맞는 전사체 및 유전체 데이터를 GEO 

및 ArrayExpress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목적에 필요한 정확한 유형의 

생물학 데이터를 선별하고 이

를 확보할 수 있다

2-2
생물학 연구 논문을 PubMed에서 검색할 수 

있다

PubMed 검색방법을 활용하여 

원하는 연구 내용을 필터링하

여 검색할 수 있다

Open source/third party 

SW 

활용 능력

3-1
적절한 open source/third party SW를 활용하

여 생물학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R, Python 기반의 open 

source 및 third party SW를 

웹페이지 및 리눅스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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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이 병 무

전 공 분 야 유전학 

세부연구분야 식물분자유전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농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작물유전육종전공 농학석사

박사학위과정 Texas A&M 대학교 Genetics Ph.D

담 당 과 목
식물조직배양
학 및 실험

생명과학전공
실험2

현대식물학 유전체학
생명과학

캡스톤연구1
대학생물학및

실험1

대 표 저 서 유전자클로닝 입문(5판), 월드 사이언스, 2007

대 표 논 문

A gene family encoding RING finger proteins in rice: their expansion, expression diversity, and 
co-expressed genes. 2010 PMB 

Expression diversity and evolutionary dynamics of rice duplicate genes. 2009 Mol. Genet. Genomics. 

Evolution of non-specific lipid transfer protein (nsLTP) genes in the Poaceae family : their 
duplication and diversity. 2008 Mol. Genet. Genomics.

성 정 석

전 공 분 야 면역학

세부연구분야 분자면역학, 핵산생화학, 천연물생명과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농업생물학과 농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응용생물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Oregon State University 분자유전학과(전공) Ph.D

담 당 과 목 생물의학개론 면역학 단백질체학 생물물리학 멘토프로그램
생명과학캡스

톤연구2

대 표 저 서

면역학 (The Immune System), 라이프사이언스

미생물학 (Microbes), 월드사이언스

생명과학 (Life Science), 도서출판 북스힐

대 표 논 문

Roles of base excision repair subpathways in correcting oxidized abasic sites in DNA. FEBS Journal 
273; 1620-1629.

Removal of oxidative DNA damage via FEN1-dependent long-patch base excision repair in human 
cell mitochondria.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28; 4975-7987.

The exonuclease TREX1 is in the SET complex and acts in concert with NM23-H1 to degrade DNA 
during granzyme A-mediated cell death. Molecular Cell 23; 133-142.

김 병 혁

전 공 분 야 시스템 신경생물학

세부연구분야 신경회로 및 시냅스 형성, 성행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전공)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동생태학(전공) 이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발생유전학(전공) Ph.D

담 당 과 목 신경생물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대 표 논 문

Kim B, Emmons SW (2017) Multiple conserved cell adhesion protein interactions mediate neural 
wiring of a sensory circuit in C. elegans. eLife 6: e29257.

BKim B, Cooke HJ, Rhee K (2012) DAZL is essential for stress granule formation implicated in 
germ cell survival upon heat stress. Development 139: 568-578.

Kim B, Kim KW, Choe JC (2012) Temporal polyethism in Korean yellowjacket foragers, Vespula 
koreensis (Hymenoptera, Vespidae). Insectes Sociaux 59: 26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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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영

전 공 분 야 구조생물정보학

세부연구분야 구조생물학, X-ray 결정학, DNA 대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과(생화학 전공)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화학과(구조생물학 전공) Ph.D

담 당 과 목 생화학
생명과학전공

실험1
생명공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생명과학캡스
톤연구2

대 표 논 문

Yeo HK and Lee JY (2009). Crystal structure of Saccharomyces cerevisiae Ygr203w, a homolog of 
single-domain rhodanese and Cdc25 phosphatase catalytic domain. Proteins 76, 520-524.

Lee JY and Yang W. (2006). UvrD helicase unwinds DNA one base pair at a time by a two-part 
power stroke. Cell. 127, 1349-1360.

Lee JY, Chang J, Joseph N, Ghirlando R, Rao DN, and Yang W. (2005) MutH complexed with 
hemi- and unmethylated DNAs: coupling base recognition and DNA cleavage. Mol Cell. 20, 
155-166.

장 원 희

전 공 분 야 발생학

세부연구분야 크기조절, 세포운동, 나노물질독성, 생물학 빅데이터분석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농화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Dayton 생물학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Rice University 생화학 및 세포생물학 Ph.D

담 당 과 목
동물조직배양

학
발생학 주니어세미나 생물자료분석

생물학 
공용DB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생명과학캡스
톤연구1

대 표 저 서 생명과학 (Life Science), 도서출판 북스힐

대 표 논 문

Galectin-3 supports stemness in ovarian cancer stem cells by activation of the Notch1 intracellular 
domain. (2016) Oncotarget. doi:10.18632/oncotarget. 11920

Combining experiments and modelling to understand size regulation in Dictyostelium discoideum. 
(2008) J R Soc Interface 

A precise group size in Dictyostelium is generated by a cell-counting factor modulating cell-cell 
adhesion.(2000) Mol. Cell 6: 953-959.

이 민 호

전 공 분 야 데이터생물학 및 정밀의학

세부연구분야 NGS 데이터분석, 약물유전체학,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학, 가상스크리닝

학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시스템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 - -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뇌공학과 Ph.D

담 당 과 목 생물통계학
생물학 공용DB를 이용
한 데이터 프로세싱

생물학 공용DB를 이용
한 데이터 분석

대 표 논 문

Genomic structures of dysplastic nodule and concurrent hepatocellular carcinoma, Human 
Pathology, 81:37-46

Utilizing random Forest QSAR models with optimized parameters for target identification and its 
application to target-fishing server, BMC Bioinformatics, 18:567

Large-scale reverse docking profiles and their applications, BMC Bioinformatics, 13: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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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BIO2012 생명공학 3 3 0 기초 학사2년 2 생명과학과

BIO2016 데이터생물학 3 3 0 기초 학사2년 2 생명과학과

BIO2025 생물의학개론 3 3 0 기초 학사2년 2 생명과학과

BIO4022 생물정보학 3 3 0 전문 학사3년 2 생명과학과

BIO4035 단백질체학 3 3 0 전문 학사4년 1 생명과학과

BIO4036 유전체학 3 3 0 전문 학사4년 2 생명과학과

BIO4038 생물자료분석 3 3 0 전문 학사3년 1 생명과학과

BIO4046 시스템생물학 3 3 0 전문 학사3~4년 1 생명과학과

BSI2001 빅데이터유저를위한생물학입문 3 3 0 기초 학사2년 1

생명정보
소프트웨어연계전공BSI4001 생물학공용DB를이용한데이터분석 3 2 2 전문 학사4년 1

BSI4002 생물학공용DB를이용한데이터프로세싱 3 2 2 전문 학사3년 2

BSI4003 인공지능생물학 3 2 2 전문 학사3년 2 생명과학과

SCS2014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2015 융합프로그래밍1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2016 융합프로그래밍2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2018 인공지능수학 3 0 0 기초 학사1~2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4019 데이터베이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4031 융합캡스톤디자인 3 2 2 기초 학사3~4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4037 머신러닝및딥러닝 3 2 2 전문 학사2~3년 2 융합소프트웨어

SCS4042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4046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 3 0 전문 학사3~4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SCS4049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융합소프트웨어

 필수이수 권장과목

[생물학 공용DB를 이용한 데이터 프로세싱, 생물학 공용DB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생물자료분석, 생물학 기초과목 (일반생물학 I, 대학
생물학 I, 빅데이터 유저를 위한 생물학 입문 중 택일)]
- 생물학 영역의 과목 중 상기 필수 이수 권장 과목을 모두 선택하여 수강 시 졸업논문이 대체됨. 
- 2016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파이썬프로그래밍기초 (EGC7096) 혹은 파이썬프로그래밍 (SCS2013) 과목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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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 분야 이수 가이드

□ 대체과목 및 수강제한 안내

- ‘빅데이터 유저를 위한 생물학 입문‘ 과목의 경우 생물학 관련 전공자 (바이오시스템 대학 소속 학생) 및 생물학적 배경 지식

이 있는 학생 (생물학 개론, 대학 생물학1, 일반 생물학1 수강자)의 수강이 제한되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빅데이터 유저를 위한 생물학 입문‘ 과목 수강 대상자의 경우 시간표 상의 이유, 폐강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 생

물학 I 또는 일반 생물학 I으로 대체 수강을 해야 하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상기 표기된 대체 가능 과목은 연계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타 과목으로 대체 수강 가능함. 선형대수학, 공학 선형대수학 등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수학을 대체 가능하고, 탐색적 자료분석 과목 혹은 학문 기초 과목인 확률 및 통계학으로 생물자료분석을 

대체할 수 있음. 

- 타과 통계학 관련 전공수업으로 생물자료분석을 대체할 시 1) 생물자료분석 대체 후 본인 전공 과목 1과목 추가 이수, 2) 생

물자료분석 수강 면제 후 생명과학 선택 과목 1과목 추가 이수 중 택 1 할 수 있음. 학문 기초 확률 및 통계학으로 대체할 경

우 중복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학문 기초과목을 이수해야함. 

□ 소프트웨어 분야 이수 방안

  - 개설 교과목 표의 융합소프트웨어 주관 교과목을 융합소프트웨어 전공 내 선이수 요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수강 요망

  - 대체과목 수강 희망 시 주임교수와의 상담이후 신청 진행 요망. 

세부전공목표
이수권장 교과목 인접(관련) 학과(전공) 

이수 권장 교과목전공기초 ➡ 전공전문

생명정보SW 

전문가 양성 

분야

-생명공학

-빅데이터유저를위한생물학입문

-데이터생물학

➡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자료분석

-생물정보학

-인공지능생물학

-생물학 공용DB를 이용한 데이터 프로세싱

-생물학 공용DB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확률및통계학

-탐색적자료분석

SW교육 관련 

분야 

-컴퓨터기초수학

-자료구조

-융합프로그래밍

-파이썬 (2016년 이전 입학자 해

당사항)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사이언스개론

-머신러닝및딥러닝

-공학선형대수학

-선형대수학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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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생명정보소프트웨어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36 36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생명정보학적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졸업논문 제출 혹은 아래 명시된 졸업논문 면제과목 수강

- 유전체, 전사체, 화학 구조 등 다양한 생물학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제출할 시 심사를 통해 졸업논문으

로 제출 가능.

- 혹은 생물학 기초과목 (일반생물학 I, 대학생물학 I, 빅데이터 유저를 위한 생물학입문) 중 하나,  생물자료분석 

(BIO4038), 생물학공용DB를이용한데이터프로세싱 (BSI4002), 생물학공용DB를이용한데이터분석(BSI4001)과목을 모두 수

강 시 해당 과목들을 통해 수행한 학기별 프로젝트로 졸업논문을 대체 할 수 있음. 

 - 생명과학과 및 생명정보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주관 과목을 6과목 (18학점) 이수.

 - 융합소프트웨어 주관 과목 6과목 (18학점) 이수.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통계학과 STA2005 탐색적 자료분석 3

수학과 – 공대전용

(데이터사이언스SW연계전공)
PRI4024 공학선형대수학 3

■ 최대 인정 학점 : ( 6 ) 학점

졸업 기준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BSI2001 빅데이터유저를위한생물학입문 Life Science for Big Data Users

융합sw연계 전공 학생들에게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강좌이다. 생물
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쉽게 생물학을 이해하고, 다양한 생물학 분야의 소개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생명체의 특성 및 생명 현상를 탐구하는 최신 방법을 소개하고, 질병의 원인과 
생명과학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빅데이터를 이
용한 생물학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주요한 생물학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법에 대해 토의한다.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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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4001 생물학 공용DB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Big Data analysis using Biological Public 
Databases

본 강좌에서는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생물학적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
본지식을 습득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R과 파이썬(Python)을 이용하여 수치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빅데이터를 가공, 분석/처리 및 시각화의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teach how to process biological big data which are being 
accumulated everyday. Using open-source programs such as R and Python, the 
students will learn to analyze quantitative data, to modify, analyze, and process Big 
data, and to visualize the results

BSI4002 생물학 공용DB를 이용한 
데이터 프로세싱

Big Data processing using Biological 
Public Databases

본 강좌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R과 파이썬(Python)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빅데이터 
자료 프로세싱 대해서 습득한다. 다양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에 용이하게 가공하는 방
법의 이해와 데이터 핸들링에 필요한 필수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 사용법에 대해 집중적
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teach how to preprocess biological big data using 
open-source programs such as R and Python. Students will learn to understand how 
to process various biological data for analysis, and how to use essential packages 
or libraries for biological data handling.

BSI4003 인공지능생물학 Artificial Intelligence for Biology

인공지능 방법론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분야에 널리 활용되지만 특히, 바이
오, 의료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생물학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 및 이론을 학습한다.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강생들이 직접 생물학 문제를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는 실습 및 프로젝
트를 수행한다.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dominate biological data science for its 
unpreceded learning capabilities to process complex data. Compared to traditional 
AI techniques (e.g. automated reasoning),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re 
the core to enable machines with intelligence. This course will explore both 
conventional and machine learning approaches to key problems in the life science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ir power and limits.

This class is designed to teach students to basic concepts of basic biology in order 
to process biological big data.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oftware interdisciplinary 
majors whose main major is not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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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동국대학교 교육인재상인 ‘도덕적지도자, 창조적

지식인, 진취적도전자’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의미 있는 정보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급변하는 기술, 산업, 직업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

•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분석 기획 역량, 데이터 처리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데이터 시각화 역량

  
데이터사이언스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과 연구능력

을 갖춘 창의적인 데이터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분석 기획 역량 : 도메인 이슈 도출, 분석목

표 수립, 프로젝트 계획, 보유데이터 자산 확인

• 데이터 처리 역량 :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 빅데이

터 수집 시스템 구성, 내부 데이터 수집, 외부 데이

터 수집, 데이터 변환, 수집 데이터 검증, 빅데이터 

저장 계획 수립, 빅데이터 저장 모델 설계, 빅데이

터 저장 관리시스템 구성, 빅데이터 적재, 빅데이

터 운영, 빅데이터 처리 계획 수립,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성, 분산병렬 수행, 실시간 수행, 이벤트 

처리 수행

• 데이터 분석 역량 : 기본통계 확인, 데이터 분포 

분석, 변수간 관계 확인, 데이터 정제, 데이터 변화 

적재, 분석용 데이터 검증, 가설 설정, 빅데이터 

모델 개발, 빅데이터 모델 평가 검증, 빅데이터 모

델 운영방안 마련, 머신러닝 수행방법 계획, 데이

터셋 분할, 지도학습 모델 적용, 자율학습 모델 적

용, 모델 성능 평가, 학습결과 적용, 텍스트마이닝 

기반 텍스트 분석, 실행방법 계획, 텍스트 변환, 

단어사전 구축, 텍스트 분류 결과 분석, 정형 데이

터 결합 분석수행

• 데이터 시각화 역량 : 분석 결과 스토리텔링, 분석 

정보 시각화, 분석 정보 시각표현

데이터사이언스(Data Science)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수집, 처리,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지식

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

에 따라 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창의적 

데이터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수집 · 처리 · 저장 · 관리 관련 데이터 큐레

이션 및 분석 · 활용 관련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양성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의  지능정보사회에서 급증하는 데이터 처리 및 분

석 전문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융합전공이다.

 ● ● ●  Data Science Software Convergence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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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분야 : 데이터 수집 · 처리 · 분석 · 활용 · 

저장  및 관리 관련 분야의 정부 및 공공기관, 국 

· 내외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종사   

• 커리어 예시 :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시각화 전문

가, 데이터 큐레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자,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모델러, 소비자 분석 전

문가, 웹 마케팅 전문가 등

• 관련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

(ADP),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데이터아키

텍처전문가(DAP), 데이터아키텍처준전문가

(DAsP), SQL전문가(SQLP), SQL개발자(SQLD)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SW기초지식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식을 응용

할 수 있다. 

2 코딩 3학기 이내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3 도구활용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신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활용할 수 있다.

4 문제체계화
현실세계의 문제를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로 재정의하고 

제한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5 설계구현

문제가 요구하는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고,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보고로 구성된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융합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다.

6 협업 및 의사소통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SW기초지식 O

2 코딩 O

3 도구활용 O

4 문제체계화 O

5 설계구현 O

6 협업 및 의사소통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SW기초지식 1-1

(SW기초지식)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 분야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

력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

식을 응용할 수 있다. 

코딩 2-1
(코딩능력)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

딩할 수 있는 능력

3학기 이내에 최소한 하나 이

상의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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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도구활용

3-1

(도구활용 능력)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에 필요

한 최신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

를 조사하고 활용할 수 있다.

3-2

현실세계의 문제 해결에 필요

한 알고리즘, 오픈소스, 개발환

경 등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

할 수 있다.

문제체계화 4-1

(문제 체계화 능력)문제를 정의하고 소프트웨

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할 수 있는 능

력

현실세계의 문제를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로 

재정의하고 제한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설계구현 5-1

(SW시스템 설계 능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해

내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

력

문제가 요구하는 현실적 제한

조건을 반영하고, 요구분석, 설

계, 구현, 테스트, 보고로 구성

된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다.

협업 및 의사소통

6-1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팀의 구성원으로서 본

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

고, 다양한 환경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

해하고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6-2

다학제적 환경에서 다른 분야

의 구성원과 효과적으로 소통

하고 보고서를 통해 설명하고 

발표할 수 있다.

김 동 호

전 공 분 야 분산시스템, 보안

세부연구분야 모바일 컴퓨팅, 네트워크 보안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네트워크 및 

보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실습

대 표 논 문

Experience with DETER: A Testbed for Security Research, T. Benzel, R. Braden, D. Kim, C. 
Neuman, A. Joseph, K. Sklower, R. Ostrenga, and S. Schwab. In Proceedings of Tridentco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stbeds and Research Infra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Networks 
& Communities), March 2006.

Tatyana Ryutov, Clifford Neuman, Dongho Kim, and Li Zhou, Integrated Access Control and 
Intrusion Detection for Web Servers, Special Section on Security i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for the IEEE Transactions on Parallel and Distributed Systems., Vol. 14, No 9, pp. 841-850, 
Septem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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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종 석

전 공 분 야 컴퓨터 네트워크

세부연구분야 컴퓨터 네트워크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과 공학 박사

대 표 논 문

Ayaz ullah and Jong-Suk Ahn, “Performance Evaluation of X-MAC/BEB Protocol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18 No.5, October 2016

Yalda Edalt, Jong-Suk Ahn and Kaia Obraczak, “Smart Experts for Network State Estimation”, IEEE 
transactions on Network and Service Management, Vol. 13 Issue 3, September 2016

Ga-young Kim and Jong-Suk Ahn, “On-Demand Synchronous X-MAC Protocol”, The 13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July 2016

이 강 우

전 공 분 야  시뮬레이션, 임베디드 시스템 

세부연구분야  임베디드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컴퓨터 구조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공학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기공학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임베디드소프트웨어입문 사물인터넷 운영체제 

대 표 논 문

 Seung-Youn Lee, Youn-Soon Shin, Kang-Woo Lee, Jong-Suk Ahn, “Performance Analysis of 
Extended Non-Overlapping Binary Exponential Backoff Algorithm over IEEE 802.15.4”, 
Telecommunication Systems, August 2014

 엄진영, 안종석, 이강우, “IEEE 802.15.4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은닉 노드 인식 그룹핑 알고리즘”, 한국통
신학회 논문지 Vol.36 No.8 pp. 702-711, 2011

 Youn-Soon Shin, Kang-Woo Lee and Jong-Suk Ahn,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Differentiating 
IEEE 802.15.4 Networks to Support Health-Care System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13 pp. 132-141, 2011

김 지 희

전 공 분 야 인공지능

세부연구분야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지식추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인공지능 전공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omputer Science Department 인공지능, 머신러닝

담 당 과 목 인공지능입문 머신러닝딥러닝 딥러닝 자연어처리개론

대 표 저 서

Jihie Kim, Jeffrey Nichols, Pedro A. Szekely (Eds.): Proceedings of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User Interfaces. ACM, 2013, 

Rohit Kumar, Jihie Kim(Eds.):, IAIED (International AI in Education Society) Special Issue. Intelligent 
Support for Learning in Groups, Springer, 2014. 

Heriberto Cuayahuitl, Donghyeon Lee, Seonghan Ryu, Yongjin Cho, Sungja Choi, Satish Reddy 
Indurthi, Seunghak Yu, Hyungtak Choi, Inchul Hwang, Jihie Kim:
Ensemble-base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chatbots. Neurocomputing 366: 118-130, 2019.

대 표 논 문

Seohyun Back, Seunghak Yu, Sathish Reddy Indurthi, Jihie Kim, Jaegul Choo, MemoReader: 
Large-Scale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Neural Memory Controller. 2018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 2131-2140, 2018.

Jihie Kim and Jeon-Hyung Kang, Toward Identifying Unresolved Discussions in Student Online 
Forums, Applied Intelligence, vol. 40(4), pp. 601-612, 2014.

Jihie Kim and Erin Shaw, Scaffolding Student Online Discussions Using Past Discussions: PedaBot 
Studies, Artificial Intelligence Review, 41(1), pp 97-112, 2014.

Jihie Kim, Yolanda Gil, Marc Spraragen, Principles for Interactive Acquisition and Validation of 
Workflows, Journal of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rtificial Intelligence (JETAI), 22(2): 103-13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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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 일

전 공 분 야 인공지능, 알고리즘

세부연구분야 머신러닝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경영학과 공학석사

담 당 과 목 인공지능입문 머신러닝및딥러닝 컴퓨터기초수학

대 표 저 서

자바 딥러닝의 핵심(에이콘출판, 2017)

지능형 웹 알고리즘(위키북스, 2017)

사이버 물리 시스템(아이콘출판, 2018)

신 연 순

전 공 분 야  컴퓨터구조, 임베디드시스템

세부연구분야  임베디드시스템, 센서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산통계학부 (전산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사물인터넷기초 사물인터넷프로젝트 융합캡스톤디자인 어드벤처디자인

대 표 논 문

Minjeong Kim, Younsoon Shin, “Development of a Web Browser-based Character in Video Metadata 
Generation Too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9, No. 11, pp. 
143-153, 2021

Seung-Youn Lee, Youn-Soon Shin, Kang-Woo Lee, Jong-Suk Ahn, “Performance Analysis of 
Extended Non-Overlapping Binary Exponential Backoff Algorithm over IEEE 802.15.4”, 
Telecommunication Systems, August 2014

Youn-Soon Shin, Kang-Woo Lee and Jong-Suk Ahn,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Differentiating 
IEEE 802.15.4 Networks to Support Health-Care Systems”,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13 pp. 132-141, 2011

박 성 식

전 공 분 야 로보틱스

세부연구분야 생체신호, 로보틱스, 기계학습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POSTECH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
언스

신호처리와머신러닝 컴퓨터비젼 인공지능기초수학

대 표 논 문

S. Park, W. K. Chung and K. Kim, Training-Free Bayesian Self-Adaptive Classification for sEMG 
Pattern Recognition Including Motion Transition,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67(7), 
1775-1786 (2019)

S. Park, D. Lee, W. K. Chung and K. Kim, Hierarchical Motion Segmentation through sEMG for 
Continuous Lower Limb Motions,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4(4), 4402-4409 (2019)

S. Park, W. Lee, W. K. Chung and K. Kim, Programming by Demonstration using the 
Teleimpedance Control Scheme: Verification by an sEMG-Controlled Ball-Trapping Robot,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Informatics 15(2), 998-1006 (2018)

한 웅 진

전 공 분 야   디지털 영상처리

세부연구분야 영상 압축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 석사

담 당 과 목 융합프로그래밍1(Java) 융합프로그래밍2(Java) 데이터랭글링

대 표 논 문

에지 패턴 학습에 의한 비선형 변환 벡터 양자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5)

모바일폰을 위한 H.264 영상코덱칩 기술 (중기청 2005)

영상감시시스템용 SOC 및 시스템 (중기청 기술혁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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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혜 령

전 공 분 야 기계학습, 지능형 네트워크

학사학위과정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파이썬프로그래밍

대 표 논 문
Hyeryung Jang, Osvaldo Simeone, Brian Gardner, and Andre Gruning, "An Introduction to 
Probabilistic Spiking Neural Networks: Probabilistic Models, Learning Rules, and Applications", IEEE 
Signal Processing Magazne, November 2019

이 우 진

전 공 분 야 데이터사이언스, 빅데이터, 머신러닝

세부연구분야 전이학습, 인공지능 안정성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공학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R프로그래
밍

대 표 논 문

Patent analysis to identify shale gas development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Energy policy, 
74, 111-115.

Compact class-conditional domain invariant learning for multi-class domain adaptation. Pattern 
Recognition, 112, 107763.

Understanding catastrophic overfitting in single-step adversarial training, AAAI 2021 

박 필 원

전 공 분 야 컴퓨터네트워크

학사학위과정 충남대학교 컴퓨터학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컴퓨터시스템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대 표 논 문 OpenFlow-based Mobility Management scheme in Software Defined Networking (박사학위논문, 2017)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  1445

• 진로 분야 : 데이터 수집 · 처리 · 분석 · 활용 · 저장  및 관리 관련 분야의 정부 및 공공기관, 국 · 내외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종사   

• 커리어 예시 :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데이터 큐레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자,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모델러, 

소비자 분석 전문가, 웹 마케팅 전문가 등

• 관련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DAP), 데이터아키텍처준

전문가(DAsP), SQL전문가(SQLP), SQL개발자(SQLD)

교과 교육과정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SCS2013 파이썬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1~2년   공통 권장 

SCS2019 오픈소스소프트웨어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2   

SCS4019 데이터베이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권장

SCS4033 인공지능입문 3 3 0 전문 학사3~4년   1   

SCS4037 머신러닝및딥러닝 3 2 2 전문 학사3~4년   2   

SCS4045 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젝트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SCS4046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권장  

SCS4047 웹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1   

SCS4049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권장

DSC4001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
파이썬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1   

DSC4002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

R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2   

DSC4005 텍스트기반데이터분석 3 2 2 전문 학사3~4년   1   

DSC4006 시계열및신호데이터분석 3 2 2 전문 학사3~4년   2   

DSC4007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권장  

DSC4008 데이터랭글링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권장

DSC4009 데이터분석및시각화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권장

PRI4023 확률및통계학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권장

PRI4024 공학선형대수학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권장

 필수이수 권장과목

- 데이터사이언스개론, 데이터랭글링, 데이터분석및시각화,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 파이썬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공학선형대수학, 확률및통계학

- 상기 기재된 필수 이수 권장 과목들은 모두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의 선수과목임
- 따라서 아래 필수 이수 권장 과목들을 이수 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을 수강 할 수 없음
-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의 최종 보고서가 학위 논문을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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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학부 (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42 -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졸업논문

    -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의 최종 보고서가 학위 논문을 대체함. 

 

■ 지정 교과목

졸업 기준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타학과교과목명 인정교과목명 학점

학문기초 PRI4035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융합프로그래밍1 3

멀티미디어공학 MME2006 기초프로그래밍실습 융합프로그래밍1 3

전자전기공학 ENE2004 C언어및프로그래밍도구 융합프로그래밍1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4 기초프로그래밍 융합프로그래밍1 3

컴퓨터공학전공 CSE2017 자료구조와실습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7 자료구조와실습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2042 멀티미디어자료구조 자료구조및알고리즘1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2024 컴퓨터알고리즘및실습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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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인정 학점 : ( - ) 학점

교과목 해설

컴퓨터공학전공 CSE4029 컴퓨터알고리즘과실습 자료구조및알고리즘2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11 멀티미디어데이타베이스 데이터베이스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28 데이터베이스분석설계 데이터베이스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4057 데이터베이스체제 데이터베이스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7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데이터베이스 3

정보통신공학전공 INC4059 운영체제 컴퓨터시스템 3

컴퓨터공학전공 CSE4033 운영체제 컴퓨터시스템 3

공과대학 DES4011 창업캡스톤디자인 기술창조와특허 3

일반교양 DEV0020 기업가정신과 청년기업가 기술창조와특허 3

컴퓨터공학 CSE4043 컴퓨터네트워킹 컴퓨터네트워크및보안 3

컴퓨터공학 CSE4070 임베디드소프트웨어입문 사물인터넷기초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96 멀티미디어빅데이터개론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

컴퓨터공학 CSE4036 인공지능 인공지능입문 3

컴퓨터공학 CSE2026 이산구조 인공지능수학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93 컴퓨터그래픽스 스마트멀티미디어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93 가상현실 가상및증강현실 3

멀티미디어공학과 MME4092 멀티미디어정보가시화 스마트멀티미디어 3

통계학과 PRI4023 확률및통계학 일반통계학및실습1 3

통계학과 PRI4011 대학통계학및실습1 일반통계학및실습1 3

통계학과 STA2019 통계수학및R실습 R프로그래밍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4043 머신러닝 머신러닝및딥러닝 3

정보통신공학과 INC4096 머신러닝 머신러닝및딥러닝 3

경영정보학과 MIS2011 비즈니스프로그래밍 융합프로그래밍1 3

경영정보학과 MIS2012 모바일시스템개발 모바일프로그래밍 3

산업시스템공학과 ISE2012 산업시스템프로그래밍 파이썬프로그래밍 3

통계학과 STA2014 프로그래밍및실습2 파이썬프로그래밍 3

일반교양 EGC5015 인문사회계열을위한Phthon과AI기초 파이썬프로그래밍 3

일반교양 EGC4040 인공지능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파이썬프로그래밍 3

일반교양 PRI4024 공학선형대수학 인공지능수학 3

통계학과 STA2016 확률론 일반통계학및실습1 3

DSC4001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파이썬
프로그래밍 Python Programming for Data Science

본 강좌는 데이터사이언스에 필요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 CSV, HTML등 다양
한 실세계 데이터의 수집부터,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변형,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시각화
를 코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확률, 통계, 그리고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students to computer programming with Python 
language for data Science. Students will be expected to collect, clean, transform, 
manage, and visualize real data from various sources (e.g. CSV, HTML). Students 
learn also to perform basic data analysis using probability, statistics and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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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4002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R프로그래밍 R Programming for Data Science

본 강좌는 데이터사이언스에 필요한 R언어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 CSV, 테이블, HTML
등 다양한 실세계 데이터의 수집부터,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변형,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시각화를 코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R패키지를 통해 ggplot2 등을 활용하고, R Studio와 
같은 통합개발환경을 사용하여 코딩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students to computer programming with R language for 
data Science. Students will be expected to collect, clean, transform, manage, and 
visualize real data from various sources (e.g. CSV, Table, HTML scraping). The 
course will emphasize use of "tidyverse" R packages (e.g. dplyr, ggplot2). In 
addition, students will be exposed to one or mor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s (e.g. RStudio).

DSC4005 텍스트기반데이터분석 Text Data Analysis

본 강좌는 SNS나 웹상의 텍스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마이닝하는) 기법을 학습
한다. 단어 빈도 분석, 군집 분석, 토픽 모델링, 연관어 분석 그리고 텍스트 크롤링 등의 
기법을 R 및 Python 언어를 통해 구현 및 검증한다. 또한, SNS 메시지 분석나 소셜커머스 
후기 분석을 수행해본다.

This course teaches techniques to effectively mining text data such as data on SNS 
or Web. Word frequency analysis in addition to text clustering, topic modeling, text 
association analysis and web crawling techniques are implemented and verified 
through R and Python languages. Students learn also to perform SNS message 
analysis or social commerce review analysis.

DSC4006 시계열및신호데이터분석 Time Series Data Analysis

본 강좌는 정상시계열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비정상시계열분석 또한 탐구한다. 기본적으로 
평활법과 같은 탐색적 분석기법을 학습하고, 또한 AR, MA, ARIMA와 같은 확률모형 분석
기법도 학습하여 정상시계열분석을 수행한다. 비정상시계열분석이나 다변량시계열분석에
서는 머신러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has two components: (1) introducing stationary processes and (2) 
exploring non-stationary processes for time series data analysis. In the first 
component, the course will teach the analysis of exploratory method such as 
smoothing and the analysis of stochastic model such as AR, MA, and ARIMA model. 
In the second component, students learn to perform non-stationary or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 analysis using machine learning.

DSC4007 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 Data Science Capstone Design

본 강좌는 실세계 문제에 대한 이슈들을 토의한 후,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데이터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전주기를 보여 주어 데이터사이언스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한
다.  즉,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적절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최선의 기법을 추론하고 모델과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성능을 평가한 후 결과를 보
고하고 발표한다.

This course builds up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data Science by discuss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real-world examples, and then shows the 
entire pipeline of a data science project, from problem formulation to data science 
solutions using techniques covered in previous data science courses. That is, start 
from a data driven problem, identify pertinent dataset to the problem and collect 
data, reason about the best techniques that should be used to solve the problem, 
implement algorithms and models, assess performance, and communicate actionable 
insights through both written reports and oral presentations.
선수 권장 교과목 : 데이터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
탐색및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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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4009 데이터분석및시각화 Data Visualization

본 강좌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기본적으로 적합한 차트유형을 선
택하는 시각화 기법을 R 및 Python 언어를 통해 구현 및 검증한다. 

This course teaches techniques to effectively visualize data.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how to use data visualization for exploratory data analysis. 
Visualization of basic data in addition to design techniques, evaluation methods, and 
visualization methods for choosing the appropriate chart type are implemented and 
verified through R and Python languages.
선수 권장 교과목 : 파이썬프로그래밍, R프로그래밍

DSC4008 데이터랭글링 Data Engineering

본 강좌는 데이터엔지니어링, 특히 Data Wrangling의 이론과 구현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정규화 및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인 CSV, XML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해 배운다.  또한, 이들 주제에 대해 Python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 및 
검증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principles and the practice of data 
engineering, with particular emphasis on data wrangling.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data acquisition, data cleaning, data normalization and CSV, XML data 
processing. These topics are also implemented and verified through Python 
language.
선수 권장 교과목 : 파이썬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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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슬로건: “BIG DATA MEETS SURVEY 

SCIENCE(빅데이터가 서베이 과학을 만나다)”

서베이리서치방법론 연구와 발전에 국제적으로 

기여해온 동국대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

(Survey & Health Policy Research Center, 

https://shprc.dongguk.edu/)를 모태로 2017년 

개설된 “서베이리서치 연계전공”은 2021년에 데

이터사이언스(data science) 학문과 융합하여, 

데이터 교육의 혁신을 추구하는 “서베이앤데이

터사이언스 연계전공”으로 신설되었다. 국내 최

초의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연계전공은 “서베

이리서치와 데이터사이언스의 접목과 융합”을 

통해 신뢰성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설계/수

집/선별하고 통합/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고 유용

한 높은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고급인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

(학위명: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학사, 

Bachelor of Survey and Data Science)이다. 
자연과학 분야 1개 전공(통계학) 교수진, 사회과학 

분야의 6개 전공(사회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광

고홍보학, 경영학, 국제통상학, 정치외교학) 교수진 

및 공학 분야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을 국내에서 선도

해온 동국대 융합교육원 교수진이 서로 연계/협력

하여 과학적이며 실제적인 서베이리서치 및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졸업 후, 새로운 데이터 패러다임을 선도

하는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제1세대로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풍부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겸비

한 교수, 공무원, 전문가,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과 능동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

도록 체계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데

이터를 다루는 만큼 윤리와 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

한다. 

  
최근 컴퓨터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디지털 산

업 혁신, 사회적 격변, 생활방식의 변화와 함께 ‘데이

터(data)가 넘치는 디지털 시대, 데이터가 국가/기

관/기업의 핵심 자원(자산)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와 조류 속에서 우리나라가 진

정한 의미의 데이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자체에만 의존하거나 빅데이터 만능주의

에 심취하기 보다는 “BIG DATA MEETS SURVEY 

SCIENCE(빅데이터가 서베이 과학을 만나다)”와 

같은 고차원적 패러다임에 따라, 통계, 사회, 정치, 

경제, 경영,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분야

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 사

회적, 기업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BIG DATA MEETS SURVEY SCIENCE”는「설

계데이터(designed data) 기반의 전통적인 서베이

리서치와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사이언스의 접목

과 융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베이리서치와 데이

터사이언스가 각각 홀로서기보다는 서로 만나 융합

하게 된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선각적인 학자/전문가들의 ‘발상의 전환‘을 

통한 연구와 경험으로부터 공유된 것으로서, 국가통

계 작성, 정부의 정책 수립, 실행 및 평가, 사회적 

현안 문제 파악과 진단, 공공 서비스 및 제도의 확충 

학과(전공) 소개

 ● ● ●  Survey and Data Science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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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선, 기관/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의사결정, 일반인/성인/유권자/소비자/이용자/

고객/환자/구성원/직원/회원 등 대상의 조사 또는 

리서치, AI 또는 머신러닝 서비스/제품 개발 등을 

하는데 있어서, 서베이리서치방법론(survey 

methodology)과 데이터사이언스 기법(data 

science techniques)을 서로 조화롭게 사용함으로

써 전통적인 설계데이터의 장점을 살리고, 비설계데

이터(undesigned data)인 빅데이터의 잠재력을 더

해, 데이터의 가치, 품질, 신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학문 분야는 최근 국내외

에서 그 중요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

재 미국, 유럽 등의 대학들에서 학위과정을 개설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이

나 University of Maryland에는 서베이앤데이터사

이언스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

려져 있다. 특히, University of Maryland의 Joint 

Program in Survey Methodology (JPSM)은 1993

년에 시작되었으며, 석사/박사 대학원 과정이 설치

되어 있고, 슬로건이 “Educating generations of 

survey methodologists and data scientists(서베

이방법론전문가 및 데이터과학자 세대의 양성)”이

다. 개설되는 강좌로서는 Analysis of Complex 

Survey Data, Introduction to Web Scraping with 

R, Step by Step Survey Weighting, Machine 

Learning, Sampling, Fundamentals of Survey 

and Data Science, Ethical Consideration for 

Data Science Research, Experimental Design 

for Surveys, Introduction to Record Linkage 

with Big Data Applications, Introduction to 

Python and SQL, Privacy Law, Introduction to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Statistical 

Modeling 등 다수이다. 

한편 세계 주요 저널들(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등)에

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BIG DATA MEETS 

SURVEY SCIENCE(빅데이터가 서베이과학을 만

나다)”를 주제로 특별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다.

데이터가 핵심 자원(자산)이 되는 디지털 데이터 시

대에 희소성, 차별성, 전문성으로 대변되는 서베이

앤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은 대학원, 중앙 정부 및 지

자체, 연구기관, 언론사, 공사,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이론적 지식 배양은 물론이고, 현장

에 요구되는 서베이리서치전문가 및 데이터전문가

로서 실무지식의 축적을 강조한다. 이는 특히, 진학 

및 취업을 위한 학생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

문 인력으로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졸업자들의 진로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

학원은 자신의 주전공(제1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유명 대학들에서 개설되어 있는 서

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서베이리서치, 데이터사이

언스 전문교육프로그램(석사, 박사과정)에 진학하

여 서베이방법론학자(survey methodologists) 및 

데이터과학자(data scientists)로서 성장할 수 있다. 

취업 분야로는 정부중앙행정기관, 통계청, 노동부, 

국가승인통계작성기관(약 400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통계직/연구직/전문직 등

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연구기관, 언론사, 공사, 

기업 등에서 서베이 분야 또는 데이터의 기획, 수집, 

분석, 평가 등의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다.

 

(1) 서베이엔데이터사이언스 연계전공 신청자는 신

청 후 별도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면접(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합격/불합격을 결정한다. 면접에서는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전공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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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 여부, 잠재력, 관심도 등을 평가한다.   

 

(2) 공통과목(통계영역, 서베이영역, 데이터사이언

스영역)과 트랙별 과목(트랙별 핵심 과목, 트랙별 이

해 확장 과목, 심화선택 과목)으로 구성된 “이수체

계도”에 따라 41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과목 구성 

및 이수 학점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과목 구성(총 26학점 권장)

①통계영역(11학점): 통계학과에 개설된 기초 및 공

통 통계학 강좌

②서베이영역(9학점): 서베이리서치 기초 및 데이

터사이언스와의 융합 전문 강좌

③데이터사이언스영역(6학점):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사이언스 기초 강좌

나. 트랙별 과목 구성(트랙별 15학점 이상 권장)

④트랙별 핵심 과목(9학점 이상 권장) : 해당 트랙별 

서베이리서치 또는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공통 또는 

선택 과목

⑤트랙별 이해 확장 과목(6학점 이상 권장) : 해당 

트랙의 전문 영역 이해 확장을 위한 공통 또는 선택 

과목

⑥심화선택 과목(최소 이수 학점 제한 없음): 서베이

리서치 전문가 또는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공심화 과목으로서, 면담을 통한 교수 추천이나 

학생 본인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선

택 과목

(3) 연계전공과 주전공 간 6학점이 중복 인정된다. 

단, 부전공 취득 시에는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

(4)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부전공은 최소 21학점 

이수 시 취득된다. 단, 공통과목 총 26학점 중 최소 

17학점 이상 이수를 권장한다. 

(5)통계학과에 개설된 “표본조사방법론 및 실습” 

강좌가 “공통”이 아닌 “선택”으로 되어 있는 트랙에

서도 이 강좌를 가급적 수강하도록 권장한다. 이 강

좌에서는 교내 다른 강좌들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인 조사표(설문지) 설계 기초 및 컴퓨터를 이용

한 자료수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6)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학위를 취득을 위해서

는 평점 2.0/4.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7)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관련 학위 논문을 반

드시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학위 논문의 

제목 및 목차는 졸업 예정 학기의 7주차까지 제출하

여 사전 심의를 받는다. 단, 제목 및 목차는 심사 

과정에서 변경/수정될 수 있다.  

(8) 졸업 시 ‘증서’가 수여되는 ‘서베이방법론 전문

과정(Micro Degree Program in Survey 

Methodology)’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서베이리서치(조사연구) 능력
서베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기획, 설계, 수행, 관리, 분석 및 보고

할 수 능력

2 데이터사이언스 활용 능력 데이터사이언스 소프트웨어 및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서베이리서치와 데이터사이언스

의 접목 및 융합 능력
서베이방법론과 데이터사이언스 기법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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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서베이리서치(조사연구) 능력

1-1 서베이리서치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1-2 서베이방법론 및 통계이론을 이해한다.

1-3 서베이 데이터(설계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활용한다.

데이터사이언스 활용 능력

2-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빅데이터, 행정데이터 등 비설계

데이터를 이해한다.

2-2 데이터사이언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2-3 비설계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및 분석한다. 

서베이리서치와 

데이터사이언스의 

접목 및 융합 능력

3-1

①설계데이터(서베이 데이터)와 ②비설계데이터(빅데이터, 행

정데이터, 온라인 데이터 등)에 존재하는 오차들의 개념 및 

①, ② 데이터의 장점, 단점을 이해한다.

3-2
서베이방법론을 사용하여 비설계데이터를 점검/평가하거나 추

출하여 활용한다. 

3-3
비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데이터를 보완하거나 서베이방

법론 개발에 활용한다. 

3-4
설계데이터와 비설계데이터를 연결/통합하고 추정/분석하여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교수 소개

김 선 웅

전 공 분 야 통계학

세부연구분야 서베이방법론, 조사통계학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 박사

담 당 과 목
서베이리서치 개론 및 

실습
표본설계

표본조사방법론 및 
실습

대 표 저 서

 “Encyclopedia of Survey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2008 (공저)

 “163가지 표본추출법”, 자유아카데미, 2008 (공저)

 “표본조사입문”, 자유아카데미, 2005 (공저)

대 표 논 문

 “믿지 못할 선거 전화여론조사”? 대안은 없는가?: 2010~2016 선거여론조사를 중심으로(2016), 춘계  
한국조사연구학회  

 “Optimal Solutions in Controlled Selection Problems with Two-Way Stratification” (2014),       
Survey Methodology

 Kim, S. W., and Couper, M. P. (2020). “Feasibility and Quality of a National RDD Smartphone 
Web Survey: Comparison With a Cell Phone CATI Survey,”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https://doi.org/10.1177/08944393209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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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석

전 공 분 야 사회학

세부연구분야 노년사회학, 사회조사론, 사회통계분석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사회학의 이해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사회조사실습

대 표 저 서  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 표 논 문

 2013. “지표체계안 개발을 위한 제언: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2013. “Home ownership and fall-related outcomes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 13(4): 867-873

김 관 규

전 공 분 야 매스커뮤니케이션

세부연구분야 방송 및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매스컴연구방법론 및 통계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게이오대학교 사회학연구과 사회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게이오대학교 사회학연구과 사회학 박사

담 당 과 목 방송학개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개론
매스컴연구방법론 매스컴사회통계

대 표 저 서
 디지털시대의 미디어와 사회(공저) 

 서양광고문화사(공역)  

대 표 논 문

 선거방송토론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설득전략(2016) 

 선거방송토론이 후보자 호감도와 지지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2016)

 크로스미디어 통합시청률 조사의 국내외 사례(2014)

김 효 규

전 공 분 야 광고학

세부연구분야 광고 매체 및 광고 효과 측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학사

석사학위과정 Texas(Austin)대학교 광고학과 광고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Texas(Austin)대학교 광고학과 광고학 박사

담 당 과 목 매체전략론 광고와 책읽기 광고홍보조사방법론Ⅱ

대 표 저 서  100개의 키워드로 읽는 광고와 PR

대 표 논 문

 광고의 반복 노출과 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

 다매체 시대 TV 프로그램 시청 형태와 통합시청률 및 광고 시청에 관한 연구

 Restriction of Television Food Advertising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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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우 성

전 공 분 야 경영학(마케팅)

세부연구분야 신상품개발, 마케팅조사, 가격전략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석사학위과정 Stanford University Statistics 전공 MS in Statistic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Marketing 전공 PhD in Marketing

담 당 과 목
신상품개발 및 

가격전략
마케팅조사론 마케팅원론

대 표 저 서

마케팅 연구의 흐름 (2015; 공동저자) 

미라클경영 (2017; 공동저자)

대 표 논 문

Kang, W., Montoya, M. M.. (2014), "The Impact of Product Portfolio Strategy on Financial 
Performanc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1(3), 516-534

Kang, Wooseong, Bayus, Barry L., Balasubramanian, Sridhar (2010), "The Strategic Effects of 
Multimarket Contact: An Empirical Study of Price and Product Decisions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7 (June), 415-427

Townsend, J. D., Kang, W., Montoya, M. M., R. Calantone (2013), "Brand Specific Product Design 
Effects: The Case of the U.S. Passenger Car Market,"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0 (September), 994-1008

하 홍 열

전 공 분 야 마케팅 

세부연구분야 B2B 관계구축, 고객만족평가, 브랜드 가치평가, 서비스 가치사슬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마케팅 석사

박사학위과정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Marketing PhD in Marketing

담 당 과 목 국제무역과마케팅 글러벌서비스전략 글로벌시장조사론

대 표 논 문

 The Evolution of Online satisfac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015

 Social Satisfaction and Economic Satisfaction on B2B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016

 Does Trade Area Really Matter? Management Decision, 2017

박 명 호

전 공 분 야 정치학

세부연구분야 비교정치, 정치과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위스콘신대학교-밀워키 정치학과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시건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담 당 과 목 비교정치 정치과정의 이해 현대한국정치실습 정치학개론

대 표 저 서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 “탄핵역풍과 수도권 신도시의 총선” (2004)

『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 “인물론 대 정당론: 경기도” (2006)

『비교정치』 -“선거와 정당체계” (2008)

대 표 논 문

‘Sub-National Sources of Multipartism in Parliamentary Elections’, Party Politics (2003)

“지방의회 구성과 입법-현황과 과제”, 『21세기정치학회보』 (2013)

“정당법 10년 성과와 과제”, 『의정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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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

구분

이수

대상

원어

강의

개설

학기
주관학과 비고

SUR2001 서베이리서치개론및실습 3 1.5 1.5 기초 학사2년 1 융합교육원 공통

SUR4003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캡스톤디자인
3 1.5 1.5 전문 학사4년 2 융합교육원 공통

SUR4002 서베이자료분석과활용 3 1.5 1.5 전문 학사4년 1 융합교육원 공통

SUR4004 조사표설계및평가 3 1.5 1.5 전문 학사3~4년 2 융합교육원 트랙선택

SCS2013 파이썬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2~3년 공통 융합교육원 공통

SCS4019 데이터베이스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융합교육원 트랙공통

SCS4033 인공지능입문 3 3   전문 학사4년 1 융합교육원 트랙선택

SCS4046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 3   전문 학사2~3년 공통 융합교육원 공통

SCS4049 머신러닝과데이터사이언스 3 2 2 전문 학사4년 공통 융합교육원 트랙선택

DSC4008 데이터랭글링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융합교육원 트랙공통

DSC4009 데이터분석및시각화 3 2 2 전문 학사3~4년 공통 융합교육원 트랙공통/트랙선택

DSC4005 텍스트기반데이터분석 3 2 2 전문 학사4년 1 융합교육원 트랙선택

SCS4037 머신러닝및딥러닝 3 2 2 전문 학사4년 2 융합교육원 트랙선택

DSC4002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
R프로그래밍

3 2 2 전문 학사3~4년 2 융합교육원 트랙선택

PRI4011 대학통계학및실습Ⅰ 4 3 2 기초 학사1~2년 1 통계학과 공통

PRI4022 대학통계학및실습Ⅱ 4 3 2 기초 학사1~2년 2 통계학과 공통

STA2019 통계수학및R실습 3 2 2 기초 학사2년 1 통계학과 트랙선택

STA4004 다변량해석 3 3 전문 학사3~4년 1 통계학과 트랙선택

STA4005 데이터마이닝 3 3 전문 학사3~4년 1 통계학과 트랙선택

STA4006 범주형자료분석 3 3 전문 학사3~4년 2 통계학과 트랙선택

STA4034 회귀해석 3 3 전문 학사3~4년 1 통계학과 트랙공통/트랙선택

STA4037 표본조사방법론및실습 3 2 2 전문 학사3~4년 2 통계학과 트랙공통/트랙선택

STA4038 표본설계 3 3   전문 학사3~4년 1 통계학과 공통

SOC2001 사회학의이해 3 3 기초 학사1~2년 1 사회학전공 트랙공통/트랙선택

SOC2008 사회조사방법 3 1 2 기초 학사1~2년 2 사회학전공 트랙공통

SOC2010 한국사회론 3 3 기초 학사1~2년 2 사회학전공 트랙선택

SOC4002 계급과불평등 3 3 전문 학사3~4년 1 사회학전공 트랙선택

SOC4003 사회통계 3 1 2 전문 학사3~4년 1 사회학전공 트랙공통

SOC4004 사회변동론 3 3 전문 학사3~4년 1 사회학전공 트랙선택

SOC4011 사회조사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2 사회학전공 트랙선택

SOC4013 고령화사회론 3 1 2 전문 학사3~4년 2 사회학전공 트랙선택

SOC4015 다문화사회실습 3 1 2 전문 학사3~4년 2 사회학전공 트랙선택

SOC4016 정보사회론 3 1 2 전문 학사3~4년 1 사회학전공 트랙선택

SOC4026 지역사회정책과공동체 3 1 2 전문 학사3~4년 2 사회학전공 트랙선택

COS2005 방송학개론 3 3 기초 학사2년 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전공 트랙선택

COS201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입문 3 3 기초 학사1년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전공 트랙선택

COS4003 매스컴연구방법 3 3 전문 학사3~4년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전공 트랙선택

COS4005 P.R론 3 3 전문 학사3~4년 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전공 트랙선택

COS4028 미디어심리학 3 3 전문 학사3~4년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전공 트랙선택

COS4033 매스컴사회통계학 3 3 전문 학사3~4년 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전공 트랙선택

ADV2006 홍보학개론 3 3 기초 학사2년 공통 광고홍보학과 트랙선택

ADV4031 광고홍보조사방법론Ⅰ 3 3 전문 학사3~4년 1 광고홍보학과 트랙선택

ADV4032 광고홍보조사방법론Ⅱ 3 3 전문 학사3~4년 2 광고홍보학과 트랙선택

ADV4038
통합적커뮤니케이션관리론

(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년 1 광고홍보학과 트랙선택

DBA2017 마케팅원론(NCS) 3 3 기초 학사2년 공통 경영학과 트랙공통/트랙선택

MGT4064 유통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2 경영학과 트랙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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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1전공(주전공), 수리적인 능력 및 관심 분야에 따라 리서치 트랙(통계, 사회, 미디어/광고, 마케팅, 국제/글로벌통상, 

정치외교) 중 1개를 선택한 뒤 공통과목(통계영역, 서베이영역, 데이터사이언스영역), 트랙별 핵심 과목, 트랙별 이해 확장 및 

심화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수한다. 특히, 공통과목은 권장 이수 학년과 학기에 유의해서 우선적으로 수강한다. 

“표본조사방법론 및 실습” 강좌는 매 2학기에 개설된다. 

리서치 트랙 간 교차 이수를 통한 최소 졸업 학점(총 41학점)은 인정은 되지 않는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수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존 이수 과목 목록 및 학습 능력 확인 후 추천을 받아 트랙별 이해 확장 과목이나 심화선택 과목에서 최소 졸업 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트랙별이수체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

구분

이수

대상

원어

강의

개설

학기
주관학과 비고

MGT4068 신상품개발및가격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1 경영학과 트랙선택　

MGT4071 브랜드관리(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경영학과 트랙선택

MGT4072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캡스톤디자인)
3 2 1 전문 학사3~4년 공통 경영학과 트랙선택

MGT4073 서비스마케팅(NCS) 3 3 전문 학사3~4년 1 경영학과 트랙선택

MGT4074 소비자행동론(NCS)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경영학과 트랙선택

MGT4075 마케팅리서치(NCS) 3 3 전문 학사3~4년 공통 경영학과 트랙공통/트랙선택

INT4009 국제무역과마케팅 3 3 전문 학사3~4년 1 국제통상학과 트랙공통

INT4022 무역통계분석 3 3 전문 학사3~4년 2 국제통상학과 트랙선택

INT4031 e-Trade이론과실제(캡스톤디자
인)

3 3 전문 학사3~4년 2 국제통상학과 트랙선택　

TRA4008 글로벌마켓리서치 3 3 전문 학사2년 2 글로벌무역학과 트랙선택

TRA4016 글로벌서비스전략 3 3 전문 학사3~4년 1 국제통상학과 트랙공통

POL4060
현대한국정치실습
(캡스톤디자인)

3 1 4 전문 학사3~4년 1 정치외교학전공 트랙선택

POL4069 정치과정의이해(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년 1 정치외교학전공 트랙선택

POL4071 정치학의연구방법 3 3   전문 학사3~4년 1 정치외교학전공 트랙선택

POL4068 의회정치와한국국회
(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년 1 정치외교학전공 트랙선택

POL4088 정치관계법의이해 3 3 전문 학사3~4년 2 정치외교학전공 트랙선택

ADV2018 광고학개론 3 3   대기 1,2학년 1,2 사회과학대 트랙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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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학

점)

 ④

트랙별 핵심 과목

⑤

트랙별 이해 확장 과목

⑥

심화선택 과목

통계
리서
치
 

트랙
(15)

표본조사방법론 
및 실습

데이터랭글링

데이터베이스

공통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공통 인공지능입문

텍스트기반 데이터분석
머신러닝과 딥러닝
조사표설계 및 평가 
다문화사회실습
고령화사회론
정보사회론
미디어심리학
통 합 적 커 뮤 니 케 이 션 
관리론
브랜드관리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마케팅
유통전략
신상품개발 및 가격전략

머신러닝과 
데이터사이언스
사회학의 이해
미디어커뮤니 케
이션학입문
마케팅원론
사회변동론
방송학개론
마케팅리서치
광고학개론
지역사회정책과
공동체
홍보학개론
PR론
소비자행동론

택1

이상

영역

(학

점)

공통필수과목

(권장 이수 학년 

학기)

①
통계 
영역
(11)

대학통계학 및 실습1 
(2학년 1학기)

대학통계학 및 실습2 
(2학년 2학기)

표본설계
(3학년 1학기)

사회 
리서
치

트랙
(15)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공통

사회학의 이해 공통

조사표 설계 및 평가 
통계수학 및 R실습
R프로그래밍
데이터랭글링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과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입문
텍스트기반 데이터분석
머신러닝과 딥러닝
회귀해석
다변량해석
데이터마이닝
범주형자료분석

계급과불평등
한국사회론
사회변동론
지역사회정책 과 
공동체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택1
이상사회조사실습

표본조사방법론
및 실습 

택1

이상

②
서
베
이

영역
(9)

서베이리서치 개론 및 
실습
(2학년 1학기)

서베이 자료 분석과 
활용
(4학년 1학기)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
스 캡스톤디자인
(전, 서베이 설계 및 
관리 실습) 
(4학년 2학기) 

미디
어
/

광고
리서
치 

트랙
(15)

매스컴연구방법
광고홍보조사방
법론I

택1

이상

미디어커뮤니 케
이션학 입문
광고학개론
방송학개론
홍보학개론
P.R론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택2
이상

매스컴사회통계
학
광고홍보조사방
법론II

택1

이상

사회조사실습
표본조사방법론
및 실습

택1

이상

③
데
이
터

사이
언스 
영역
(6)

파이썬 프로그래밍
(2 또는 3학년 1학기)

데이터사이언스개론
(2 또는 3학년 2학기)

마케
팅 

리서
치 

트랙
(15)

마케팅원론
 
마케팅리서치 

표본조사방법론 
및 실습 

공통

소비자행동론 
브랜드관리
마케팅커뮤니케
이션
서비스마케팅
유통전략
신상품개발 및 
가격전략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택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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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양 전공

총취득학

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소속: 연계전공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전공)
소속:타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 - - - 41 41

기타졸업요건

-교과목평점평균:2.0이상취득

-전공전문교과목(3,4학년)을전공최저이수학점의50%이상취득

- 공통과목 26학점 이수 및 선택 트랙의 교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 졸업논문 제출

졸업기준

국제
/
글로
벌통
상 
리서
치

트랙
(15)

글로벌서비스
전략
 
국제무역과 
마케팅 

필수

글로벌마켓리서치
e-trade이론과 
실제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택2
이상

상동 

무역통계분석

표본조사방법
론 및 실습 

택1
이상

정치
외교
리서
치 

트랙
(15)

현대한국정치
실습

정치과정의 
이해

표본조사방법
론 및 실습

필수

정치학의연구방법

의회정치와한국국
회 

정치관계법의이해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택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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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

SUR4002 서베이 자료 분석과 활용 Survey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본 과목은 1, 2, 3학년 과정에서 배운 통계이론, 표본설계, 조사방법론 등에 대한 기초적
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서베이 자료를 실제로 분
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서베이 리서치는 학술적 연
구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여론, 행정서비스, 광고나 홍보, 보건/의료 서비스, 소비자/마케
팅 연구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도 흔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그 실용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수강자들은 실제 자료를 통해 
통계이론, 자료수집, 분석논리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관심사에 대한 대표적 서베이 자료나 자신이 직접 수집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하고 해석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계의 논리와 서베이의 전 과정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분석 기법을 올바로 적용하
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며, 분석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도 배양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methodological and the 
statistical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analyze survey data of their majors. 
Survey research data are utilized in such broad areas as public opinion polls, 
advertisement, health service provision, and marketing research as well as 
academic research. Based on the basic knowledge of data collec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survey research of selected topics and 
practice statistical techniques required to analyze such data. Students will also 
explore major issues related with interpretation and reporting of survey result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critical evaluation of quantitative data and their 
implications.

SUR2001 서베이 리서치 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Survey Research

서베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과정을 일컫는 서베이 리
서치(조사연구)는 국내외의 국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언론사,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되
고 있는 전문적이고 중요한 학문 영역이다. 서베이는 각기 고유한 목적에  따라 공통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서베이방법론이 사용된다. 본 강좌에서는 학문적인 이
론과 실제를 기반으로 한 서베이방법론의 기초를 전반적으로 다룸으로서 서베이 리서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주요 서베이들의 실제 예제들이 
흥미로운 시청각 자료와 함께 소개되며 문답식 수업, 컴퓨터/인터넷 실습도 병행된다. 

Survey research, commonly used in academia, governmen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ustry, is a methodology of statistical or sociological 
investigation that collects and analyzes data or information about how people think 
and act by means of surveys. In this course students explo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of survey design, survey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f 
survey data. A variety of real survey examples with audio-visual aids as well as 
personal computers with access to the Internet are used to help understand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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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4003 서베이앤데이터사이언스 캡스톤디자인 Survey and Data Science 
Capstone Design

최근 컴퓨터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디지털 산업 혁신, 사회적 격변, 생활방식의 변화
와 함께 ‘데이터(data)가 넘치는 디지털 시대, 데이터가 국가/기관/기업의 핵심 자원(자산)
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에 본 강좌에서는 “BIG DATA MEETS SURVEY SCIENCE
(빅데이터가 서베이 과학을 만나다)”의 고차원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통계, 사회, 정
치, 경제, 경영,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설계데이터 기반의 전통적인 
서베이리서치와 비설계데이터(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사이언스의 접목과 융합”을 통해 보
다 신뢰성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설계/수집/선별하고 통합/분석하여 높은 수준의 유
용한 정보와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과 실제 사례들을 배우고 실습한다. 수강생들은 
서베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차들(total survey error)과 비설계데이터(빅데이
터)의 다양한 오차들(big data total error)의 개념 및 그 원인들을 먼저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서, 예를 들어, 표본설계나 조사표설계와 같은 전통적인 서베이리서치방법론을 이용
하여 데이터 규모에 크게 상관없이, 비설계데이터(빅데이터)에 대한 점검/평가나 선별 등
을 어떻게 엄밀하게 수행하는지, 또는 서베이리서치에서 얻은 서베이데이터(설계데이터)를 
비설계데이터(빅데이터)와 어떻게 연결/통합하여 추정/분석하여 보다 유용하고 확장된 데
이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배우게 된다. 이들 과정은 서베이의 기획, 설계, 수행, 
관리 등의 절차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실습과 함께 병행된다. 

본 강좌는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교과목으로 실습 시 팀별 재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재료비 지원: 동국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산
학인력양성센터) 

Big Data does not necessarily mean good quality or without any error. Often Big 
Data comes with big noise. But when BIG DATA MEETS SURVEY SCIENCE,  
surveys and Big Data can and should be used together to maximize the value of 
each. For examples, we can validate the quality of big data sources, and can use 
big data to decide better questions in surveys, since big data can be used as 

validation data (true value) and different question wording can be tested to 
determine what is closer to the “true value.” Also, we can combine big data with 
survey data to obtain more useful information. Big data has opened the door for 
rich data or for powerful data by combing with survey data.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what the errors in surveys or big data are and how to meet big 
data with survey methodology or survey data.

SUR4004 조사표 설계 및 평가 Questionnaire Design and Evaluation

조사표(설문지)에는 해당 서베이의 구체적인 진행 목적이 묵시적으로 담겨져 있으며, 해당 
서베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하는 자료들이 구체적인 질문들(questions)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국가통계조사, 여론조사, 실태조사, 시장조사 등을 위해 실제로 사
용되는 조사표들을 점검하거나 확인해보면, 흔히 잘못 만들어지거나 부정확한 응답이 얻어
질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조사표 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정규 교육이
나 훈련을 받지 않는 비전문가들이 조사표를 만들거나 작성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조
사표 설계의 전문성이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표는 “조사표 설계(questionnaire design)”의 용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설계’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며, 이는 조사표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
거나 조사표 설계 실무 교육 과정을 밟은 인력들이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강의는 ‘표본조사방법론 및 실습’ 수업을 통해 조사표 설계의 기초를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적 수준의 조사표 설계와 평가를 위한 실무 능력을 키운다.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urvey process is the creation of questions that 
accurately measure the opinions, experiences and behaviors of the public. 
Designing the questionnaire is complicated because surveys can ask about topics 
in varying degrees of detail, questions can be asked in different ways, and 
questions asked earlier in a survey may influence how people respond to later 
questions. This course will cover the valuable elements of designing and 
evaluating questionnaires in a high level.





융합전공
공공인재
인텔리전스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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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공공인재융합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합적ㆍ중층적인 공공문제(public problems)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기술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과 행정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회계학 분야에 대한 다학제적ㆍ융합적 

학습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과 융합역량 및 직무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현장감수성과 공감능력 

및 이해조정능력을 겸비하여 「공익을 위해 봉

사하는 화쟁형 공공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

육목표로 삼고자 한다.    

  
공직진출을희망하는학생들은PSAT와함께행정

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회계학등다학제적융합

교육과정을학습하는것이필요하다. 거버넌스로서

의행정이지배적패러다임으로정립됨에따라공

공부문에서는다학제적 ․ 융합적능력을갖춘인재

를필요로한다. 그러나다양하게분화된전공분야

를기준으로구축된현재의학과편제하에서는이

러한학습수요를효과적으로충족하기가어렵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여공직진출을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하기위해「공

공인재융합전공」을신설하였다.

공공인재융합전공에선는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회계학등을아우르는통합된교육과정을제공하여

창의적이고융합적인직무전문역량, 효율적이고민

주적인조직운영및관리역량, 논리적커뮤니케이

션능력과이해갈등조정능력등을겸비한인재를

양성하고자한다.

현대 국가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표방하면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기업, 지역사회개발에 이르기

까지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공공인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

잡하며 광범위해지면서 공공행정을 효율적이고 과

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다학제적 ㆍ융합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학제적ㆍ

융합적 공공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행정학,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을 하나의 통합된 교육과정으로 운

용하기 위한 융합교육과정 신설과 학제 개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공인재융합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시험을 거쳐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국

가공무원 선발시험은 5급, 7급, 9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국회는 입법고시(5급)와 국회직 8ㆍ9급 선

발시험이 있다.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와 9급 공채시험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각 자치

단체별로 7급과 9급 공채선발시험을 거쳐 채용된

다. 「공공인재융합전공」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

원 5급과 7급, 입법고시(5급),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국가직/지방직 9급 시험이나 국회직 8ㆍ9급

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과정도 당연히 제

 ● ● ●  Convergence of Public Service

공공인재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진로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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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게 된다. 

또한 「공공인재융합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한 학

생들은 국가공기업,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국가공공

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에 진출하여 창의적 관리역량

을 갖춘 공공인재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공공인재융합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으로 

정부기관,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공공문제에대한데이터 조사,

분석, 해석및활용 능력
공공문제를체계적으로 이해하고문석하기위한 전공능력

2
디지털기술에대한이해와 응용

능력

4차산업혁명 시대에걸맞는새로운 공공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기위한

능력

3
공공문제 해결을위한창의적이고

융합적인(직무)전문역량

공통기반역량을바탕으로 복합적ㆍ중층적인공공문제를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한 다학제적ㆍ융합적전공능력

4
효율적이고민주적인 조직운영및

관리능력
공공부문조직에서 관리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 위한전공능력

5
논리적 커뮤니케이션능력과

이해갈등조정능력

현장감수성과공감 능력및이해조정능력을 겸비하여공익을위해

봉사하는화쟁형 공공인재가되기위한 전공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공공문제에대한데이터 조사,

분석, 해석및활용 능력
O O

2
디지털기술에대한이해와 응용

능력
O O

3
공공문제 해결을위한창의적이고

융합적인(직무)전문역량
O

4
효율적이고민주적인조직운영및

관리능력
O O

5
논리적 커뮤니케이션능력과

이해갈등조정능력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공공문제에 대한 데이터 

조사, 분석, 해석 및 

활용 능력

1-1

각종 통계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해석하여 그

결과를언어적으로적절하고 정확하게제시할수

있다.

각종 통계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해석하여 그 결과를 

언어적으로 적절하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1-2

사회현상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실험설

계방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 방

안을제시할수 있다.

사회현상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실험설계방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1-3
문헌 및 비문헌 정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

제해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
문헌 및 비문헌 정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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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여, 그로부터 추론된 지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

를해결할수 있다.

필요한 핵심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여, 그로부터 추론된 
지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디지털기술에대한

이해와응용능력

2-1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의 특성과 그 전

략적가치를정확하게 이해하고있다.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의 특성과 그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2-2

디지털기술을정책과정의합리화, 조직관리의효

율화, 공공서비스 혁신, 도시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활용할수 있다.

디지털기술을 정책과정의 
합리화, 조직관리의 효율화, 
공공서비스 혁신, 도시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공공문제 해결을위한

창의적이고융합적인

(직무)전문역량

3-1

행정과정치현상에 대한종합사회과학적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어느 대안이 가장 합리적

인가를판단할수 있다.

행정과 정치 현상에 대한 
종합사회과학적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어느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3-2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및 시장의 작동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공공문제

해결방안을제시할 수있다.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및 
시장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공공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3-3

법학적사고방식(legal mind)와 법률지식을 바탕

으로 공공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공

공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다.

법학적 사고방식(legal mind)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공공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효율적이고민주적인

조직 운영및관리 능력

4-1
공공조직에서 조직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조직규

범을이해한다.

공공조직에서 
조직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조직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4-2

공공조직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분야의 전

문지식과기술을갖추고 있다.

공공조직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게 
되었습니까?

논리적커뮤니케이션

능력과이해갈등

조정능력

5-1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 논거를 통해 명료하게 제

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논리적으

로분석및 비판할수있다.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 논거를 
통해 명료하게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 및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5-2

사회공동체 및 공공부문 조직에서의 이해관계자

상호간 의견불일치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고해결할수 있다.

사회공동체 및 공공부문 
조직에서의 이해관계자 상호간 

의견불일치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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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박 명 호

전 공 분 야  비교정치/정치과정

세부연구분야  정당, 선거, 의회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위스콘신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시건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비교정치 정치과정의이해 현대한국정치실습 정치학개론

대 표 저 서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 “탄핵역풍과 수도권 신도시의 총선” (2004)

『제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 - “인물론 대 정당론: 경기도” (2006)

『비교정치- -“선거와 정당체계” (2008)

대 표 논 문

‘Sub-National Sources of Multipartism in Parliamentary Elections’, Party Politics (2003)

“지방의회 구성과 입법-현황과 과제”, 『21세기정치학회보』 (2013)

“정당법 10년 성과와 과제”, 『의정연구』 (2015)

우 정 무

전 공 분 야 국제정치

세부연구분야 국제안보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켄터키 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담 당 과 목 국제정치입문 국제분쟁의이해 정치학글쓰기 민주화,내전,쿠데타

대 표 논 문
“Oil export, external prewar support for the government, and civil conflict onse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4, Issue 4, pp. 513 – 526.

곽 채 기

전 공 분 야  재무행정

세부연구분야  정부예산, 공기업, 지방재정

학사학위과정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담 당 과 목 행정이론 국가재정과 재무관리 공공서비스론 공공기관론

대 표 저 서

새행정학2.0(공저, 2014, 대영문학사)

공기업개혁(공저, 2014, 법문사)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지방재정(공저, 20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기업론(공저, 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대 표 논 문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2004)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한국지방재정논집, 2007)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분석(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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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하

전 공 분 야  사회복지정책 

세부연구분야 복지국가, 비교사회정책, 행정이론, 정책집행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Warwick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사회정책학과
사회정책학과

사회정책학석사
사회정책학석사

박사학위과정 Oxford University 사회정책학과 사회정책학박사

담 당 과 목 복지행정론 공공성과 거버넌스 정책학개론 정책기획과 분석

대 표 저 서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Oxford University Press, 2011, 공저)

Welfare Reform in East Asia(Routledge, 2011, 공저)

Learning from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uccess(Palgrave, 2014, 공저)

대 표 논 문

Another Dimension of Welfare Reform(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9)

Is “Legitimized” Policy always Successful?(Policy Sciences, 2015)

Social Politics of Welfare Reform in Korea and Japan(Voluntas, 2019)

주 창 범

전 공 분 야  조직이론, 인사, 리더십, 정책

세부연구분야  조직이론, 인사, 리더십, 정책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 of Southern 
California(USC)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담 당 과 목 한국정부와 행정 조직관리론 행정계량분석 정책형성론

대 표 저 서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co-author)(Routledge Press)

대 표 논 문

External Legitimacy, Goal Congruence, and Collective Resistance
: Environmental NGOs and Land Use Politics in South Korea(Urban Studies)

Critical Junctures, Path Dependence, and Political Contestation
: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NGOs in Kore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NVSQ))

오 영 민

전 공 분 야 공공정책 및 관리

세부연구분야 정책분석평가, 공공재정 및 관리, 행정개혁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석사

박사학위과정 Florida State University 행정학 정책학박사

담 당 과 목 정책학개론 정책평가론 정부규제론 시장, 정부, 네트워크

대 표 저 서 정부개혁과 정책적 시사점-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대 표 논 문

Exploring Collaboration: The Role of Dynamic Social Capital on Local Collaborative Governance 
(Administration and Society, 2016)

Exploring the Missing Links between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ediating Roles 
of Political Efficac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2017)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재정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실증연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정보 활용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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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광 빈

전 공 분 야 조직관리론

세부연구분야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비영리조직

학사학위과정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행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담 당 과 목 인사행정론 행정과 PSAT ICT혁명과 전자정부
비영리조직과 사회적 

참여

대 표 논 문

Do Public Employees Gam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vidence from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18)

Does Demographic Dissimilarity Matter for Perceived Inclusion? Evidence from Public Sector 
Employees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017)

The Effects of Decoupling of Family-friendly Policie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16)

민 세 진

전 공 분 야 재정학

세부연구분야 재정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CLA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CLA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재정학 금융산업의이해

대 표 저 서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 과제

대 표 논 문
보험지주회사의 법적 쟁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요인의 세대 간 분석 

이 경 원

전 공 분 야 산업조직론

세부연구분야 산업조직론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연 구 보 고 서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인수합병시 쟁점사항 검토

인터넷 포털 산업의 특성과 시장획정

P2P 정액요금제 도입의 시장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

대 표 논 문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Compatibility Competition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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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 엽

전 공 분 야 거시금융

세부연구분야 거시금융

학사학위과정 서강대 경제학 경제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Sydney 경제학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경제학 경제학 박사

담 당 과 목 거시경제

대 표 논 문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Balanced Growth Hypothesis: Evidence from Australia

배당지급성향과 세율과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

Mean-reversion in International Real Interest Rates

Mean-Reversion in Closed-end Fund Discount: Evidence from Half-life

On timing ability in Australian managed funds

Do country-specific shocks matter? Evidence from Australia and high income countries

The Impact of Asian Crisis on Market Integration: Evidence from East Asian Real Interest Rates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Cross-currency Linkages of the LIBOR-OIS Spreads

Time-varying Financial Stress: Evidence from LIBOR-OIS spreads

Impact of Asian Crisis on the Long-run Relationship of East Asian Real Interest Rate

Real Interest Rate Linkage in Pacific Basin Region

변 종 필

전 공 분 야  형사법, 법철학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법철학

대 표 저 서

 순수법학(2인 공역), 길안사, 1999/ 법적 논증이론(3인 공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형법해석과 논증, 세창출판사, 2012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역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대 표 논 문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강원법학 제46권, 2015

 형법해석ㆍ적용에서 규범적 평가기준의 활용과 논증의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7

 형법해석과 정당화,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7

최 봉 석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행정법일반이론, 지방자치법, 환경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Hannover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행정법(총론‧각론) 지방자치법 환경법

대 표 저 서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지방자치법론」, 삼원사, 2018.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4.

대 표 논 문

 “지방분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 법학논총, 2018.

 “이행강제금의 법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입법적 과제”, 비교법연구, 2016.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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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제

전 공 분 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언론ㆍ출판ㆍ방송, 헌법입증방법론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ät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ät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대 표 논 문

 헌법의 침해, 공법연구, 2011. 6., 41면 이하.

 사형형벌 합헌결정을 통하여 본 헌법재판의 논증방법, 공법학연구, 2010. 5., 65면 이하.

 간통처벌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2009.6. 121면 이하,

조 광 희

전 공 분 야 재무회계

세부연구분야 재무회계, 이익조정, M&A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학위과정 George Washington Univ. 회계학과(회계학) 회계학석사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Illinois-Chicago 경영학과(회계학) 경영학박사

담 당 과 목 회계원리 재무회계

대 표 저 서 K-IFRS 재무회계, 경문사, 2018

대 표 논 문

 How Acturial Assumptions Affect Defined Benefit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vidence from Korea, Australian Accounting Review No. 70 
 Vol. 24 Issue 3, 2014

 The role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cross-border mergers: A perspective from bidders’ 
earnings management,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Vol. 55 Issue 5, 2015

 The effect of IFRS adoption on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qual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Emerging market finance and trade Vol. 51 special edition, 2015

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CPS4001 논리적 이해와 의사소통 3 3 기초 학사3~4학년 공통 융합전공

CPS4002 정보해석 3 3 기초 학사3~4학년 공통 융합전공

CPS4003 상황판단과 논증 3 3 기초 학사3~4학년 공통 융합전공

CPS4004 인공지능과 행정 3 3 기초 학사3~4학년 1 융합전공

CPS4005 빅데이터분석과 정책과정 3 3 기초 학사3~4학년 2 융합전공

CPS4006 공공회계원리 3 3 기초 학사3~4학년 2 융합전공

CPS4007 갈등관리와 협상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1 융합전공

CPS4008 협력과 네트워크 3 3 전문 학사3~4학년 1 융합전공

CPS4009 공무원과 리더십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2 융합전공

CPS4010 스마트시티와 도시관리 3 3 전문 학사3~4학년 2 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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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PUB2001 정책학개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1 행정학전공

PUB2006 행정조사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영어 1 행정학전공

PUB2008 조직관리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1 행정학전공

PUB2010 국정관리와 행정 3 3 기초 학사3~4학년 2 행정학전공

PUB4019 행정이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1 행정학전공

PUB4035 인사행정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2 행정학전공

PUB4040 국가재정과 재무관리 3 3 전문 학사3~4학년 2 행정학전공

PUB4043 ICT혁명과 전자정부 3 3 전문 학사3~4학년 1 행정학전공

PUB4049 정부규제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2 행정학전공

LAW2037 기본권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2 법학과

LAW2038 통치구조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1 법학과

LAW2039 헌법총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1 법학과

LAW2044 형법총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2 법학과

LAW2046 행정법총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공통 법학과

LAW2048 민법총칙 3 3 기초 학사3~4학년 1 법학과

LAW2053 법학개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1 법학과

LAW2058 행정법각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공통 법학과

LAW2069 형법각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1 법학과

LAW4001 형사소송법 3 3 전문 학사3~4학년 1 법학과

LAW4080 국제법총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2 법학과

LAW4157 민사소송법 3 3 전문 학사3~4학년 2 법학과

POL2014 국제정치입문 3 3 기초 학사3~4학년 1 정치외교학전공

SSC2001 정치학개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공통 사회과학대학

POL4069 정치과정의이해(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학년 1 정치외교학전공

POL4073 비교정치(캡스톤디자인) 3 3 전문 학사3~4학년 2 정치외교학전공

ECO2007 미시경제원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공통 경제학과

ECO2008 거시경제원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영어 공통 경제학과

ECO2009 미시경제학 I 3 3 기초 학사3~4학년 영어 공통 경제학과

ECO2010 거시경제학 I 3 3 기초 학사3~4학년 영어 공통 경제학과

ECO2011 미시경제학 II 3 3 기초 학사3~4학년 공통 경제학과

ECO2012 거시경제학 II 3 3 기초 학사3~4학년 공통 경제학과

ECO2014 경제학개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영어 공통 경제학과

ECO4005 국제경제론 3 3 전문 학사3~4학년 1 경제학과

ECO4013 재정학 3 3 전문 학사3~4학년 2 경제학과

ACG2003 세무입문 3 3 기초 학사1년 공통 회계학과

ACG2007 재무회계 3 3 기초 학사2년 공통 회계학과

ACG4016 회계이론 3 3 기초 학사3~4학년 2 회계학과

ACG4018 정부회계 3 3 전문 학사3~4학년 2 회계학과

 필수이수 권장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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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융합전공 (공공인재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입학전공기준 입학전공기준 45 - 36 45/36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졸업 논문

- 교육과정 7개 범주 중 4개 이상 범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교과목 해설

졸업 기준

CPS4001 논리적 이해와 의사소통 Log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이 강좌는 PSAT 준비에 필요한 언어표현을 통한 논리구조 파악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다. 언어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각 주장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능력을 
파악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students’ logical thinking in various 
situations and communication skills that are required to take the Public Service 
Attitude Test.

CPS4002 정보해석 PSAT and Information Interpretation

 이 강좌는 PSAT 준비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고 분석하고 해
석하며, 그 결과를 언어적으로 적절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정보 분석력과 정보제시 능력
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students’ abilities to understand and 
interpret information in tables of statistics, charts, and graphs and their abilities to 
infer social phenomena based on the raw data and suggest an appropriate policy 
alternative to improve or resolve some social issues that are required to take the 
Public Service Attitude Test.

CPS4003 상황판단과 논증 PSAT and Circumstantial Judgement

이 강좌는 PSAT 준비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 문헌 및 비문헌 정보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정보의 도출 및 판단,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적정한 
해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the circumstantial judgement ability 
of students that are required to take the Public Service Attitude Test. This course 
introduces the ways to decide and suggest the most appropriate solution in a give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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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4004 인공지능과 행정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dminstration

이 강좌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요소를 이해한 
후, 인공지능을 정부의 행정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적용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들을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course focuses on two topics. The first topic is the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ases of AI applications. The 
second topic is how to apply AI to policy-making processes and public 
administration.

CPS4005 빅데이터분석과 정책과정 Big Data and Policy Process

이 강좌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을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PESTEL 및 
SWOT, TOWS 및 다기준 의사결정 모델을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기술 서비스 전략 
설정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wo topics: how we can analyze big data and how we can 
apply big data analysis to policy-making processes.

CPS4006 공공회계원리 Principle of Accounting and Government 
Accounting

이 강좌는 회계학의 기초적 이론과 회계원리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세무회계를 포함한 
정부회계 전반에 대상으로 관련 이론과 제도를 소개하고, 정부회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학습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basic 
understandings of the principles of accounting and the basic understandings of 
government accounting including tax accounting.

CPS4007 갈등관리와 협상론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와 협상이 절대적으로 중요
하다. 이 강좌에서는 효과적인 갈등관리 전략과 협상 전략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course introduces how to analyze interest conflicts between actors and how 
actors can negotiate other actors to resolve their interest conflicts.

CPS4008 협력과 네트워크 Cooperation and Network Management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의 패러다임이 정립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과 파
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한다. 이 강좌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course discusses various kinds of cooperation interactions in social networks, 
and introduces how we can analyze them and suggest some way to facilitate the 
interactions.

CPS4009 공무원과 리더십론 Civil Service and Leadership

공무원은 조직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협
상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관리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무원의 리더십 전략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course discusses how a leader manages interactions among members in a 
group to improve their interests and how a leader resolves interest conflicts 
between members to reduce their group’s soci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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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4010 스마트시티와 도시관리 Smart City and Urban Management

스마트시티는 전자정부 구현의 한 형태인 동시에 스마트한 도시 관리를 위한 기술적 기반
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강좌는 스마트시티의 기본개념, 구성요소, 성장단계 및 플랫폼 진화 
과정과 스마트시티의 근간이 되는 최신 ICT 기술의 다양한 특성을 다룬다. 또한 스마트시
티에 기반한 도시계획과 관리 방안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 of smart city, and discusses how we can 
manage a city to make and develop it as a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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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인재상 

❏ 교육목표

최근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시대적 부응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인텔

리전스로봇융합공학에 대한 제반 이론과 응용력을 

습득토록 하여 날로 발전하는 학문적 내용에 신축적

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요구에 잘 적응할 수 있

는 인텔리전스로봇융합 인재 양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 및 봉사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 인류의 문화발전은 물론 전문지식을 

유익하게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

성하여 전 세계의 인텔리전스로봇융합기술을 선도

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인텔리전스로봇융

합기술 인력 배양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본 융합

전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설정

하였으며 인텔리전스로봇융합전공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구분 교육목표

1
융합공학의 기본지식과 응용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텔리전스로봇융합인 양성

2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에서 융합공

학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텔리전

스로봇융합인 양성

3
기본소양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양 

있는 인텔리전스로봇융합인 양성

4

소통능력과 팀웤, 그리고 리더십 스킬

을 습득하여 자신의 직업에서 효과적

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로봇

융합인 양성

자율사물(AT)￨로봇 기술분야 문제해결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비판적 사고, 소통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능력 

함양을 기초로 하여 인재상을 설정하였다. 동국대학

교의 정보통신, 문제예측, 직업적응, 신기술 리더십, 

문제해결, 융합, 전문성, 표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인재 양성 목표이며, 영화 트랜스포머의 기계로봇이 

본 사업단의 교육핵심기술인 로봇을 상징하며 자율

사물(AT)￨로봇 교육을 통한 혁신인재로의 변신을 

희망하며 인재상을 트랜스4머(TRANS4MER)로 정

하였다. 

 ● ● ● 

인텔리전스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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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스로봇 융합전공은 멀티미디어공학과, 전

자전기공학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가 참여하는 

융합전공으로써, 로봇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지능을 

배우는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세부적으

로는 지능형 로봇을 Driving Robot, Flying Robot, 

Picking Robot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로봇별로 관련

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이다.

 지능형 로봇 산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선정

한 17대 신성장 동력 분야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대표적인 미래 유망 기술 분야이다.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써 6대 공통

핵심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시장은 앞으

로 연평균 5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텔리전스로봇융합 전공 교육과정

은 자율사물(AT)￨로봇의 지능 기술, 인터페이스 기

술, 제어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구성

하였다. 향후 인공지능로봇 관련기술은 무인 자동

차, 무인 항공기, 중공업을 비롯한 모든 제조업과 

에너지, 바이오공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생산 활동의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건설, 가전 및 전자 산업의 핵

심기술과 밀접한 광범위한 응용분야와 방대한 인력

수요를 갖는다.

진로 및 취업분야

인텔리전스로봇융합전공의 졸업 후 진로분야와 취

업분야는 다양하다. 로봇 기술은 빅데이터, IOT, 센

서기술 등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모바일, 로봇 등의 

산업전반에 적용 되므로 새롭게 생길 직업군 또한 

로봇과 연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 직종 

인공지능개발자, 로봇공학기술자. 로봇연구원, 인

공지능연구원, 인공지능 융합기술자, 자율자동차공

학기술자,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제조자, 기계공학

기술자

(2) 분야 

   1. 기업체 : 

      - 자율주행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등의 차세

대 핵심 산업인 자율사물분야

      - 원격제어로봇, 로봇지능, 컴퓨터비젼, 딥러

닝 등의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

      - 3D/4D 프린팅, 지능재료, 전기·통신·가전·

로봇산업과 관련된 생산기업

      - 국내 굴지의 전자, 통신 관련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 지능형제어시스템, 사물통신 등의 산업체, 

      - 교육/해양/국방사회안전/의료복지/제조 

분야 등의 로봇 활용 산업체

   2. 연구소 : 기계, 전기, 전자, 제어 계측, 인공지

능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및 민간 

연구소

   3. 정부 및 공공기관 :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직 공무원

   4. 대학원 진학 : 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시스템, 

기계로봇공학, 전자전기공학 로봇 관련 전공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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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구분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미래 기술 학습능력
미래 사회를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습득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최대한 발휘하는 능

력

2 창의적 문제해결력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어 주어진 문제에 적합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량

3 객관적인 협력능력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관리로 타인과 협력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기준과 과정 설계하

는 역량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  학습성과 

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미래 기술 학습능력 O O

창의적 문제해결력 O

객관적인 협력능력 O O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1

미래 
기술 
학습 
능력

1-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
을 자율사물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하고,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다.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자
율사물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하고, 문제 해
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1-2
자율사물 분야의 미래 기술을 예측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계구현할 
수 있다.

자율사물 분야의 미래 기술을 예측하여 새로
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계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1-3
자율사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해결방안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자율사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해결방안이 안
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1-4
자율사물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
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자율사물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
까?

1-5
자율사물 분야의 복합학제적 지식과 현
장 적응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자율사물 분야의 복합학제적 지식과 현장 적
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
까?

2
창의적 
문제

해결력

2-1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
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
었습니까?

2-2

자율사물 분야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
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정확성
이나 논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시각적 접근 및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
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자율사물 분야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해
결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정확성이나 논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시각적 접근 및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
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
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2-3
기술환경 변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자기
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기술환경 변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2-4
자율사물 분야의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
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다.

자율사물 분야의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 향상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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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조 경 은

전 공 분 야 게임공학, 실감미디어공학

세부연구분야 게임 및 로봇지능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자율사물지능

대 표 논 문

Enhanced ground segmentation method for Lidar point clouds in human-centric autonomous robot 
systems, Human-centric Computing and Information Sciences, 2019

Advanced Machine Learning for Gesture Learning and Recognition Based on Intelligent Big Data of 
Heterogeneous Sensors, Symmetry,  2019

Intelligent motivation framework based on Q-network for multiple agents in Internet of Things 
simu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tributed Sensor Networks, 2019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based method for transforming single RGB image into 3D point 
cloud, IEEE Access, 2018

윤 승 현

전 공 분 야  컴퓨터그래픽스

세부연구분야
 3차원 객체의 형상 모델링 및 변형 기술 개발, 3차원 객체의 기하학적 처리 기술 개발, 가상캐릭터 모델
링 및 애니메이션 기술 개발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자율사물가상현실

대 표 저 서  Sweep-based Approach to Three-Dimensional Shape Deformations, Verlag Dr. Muller, May, 2008 

대 표 논 문

“Fast and Robust Computation of the Hausdorff Distance Between Triangle Mesh and Quad Mesh 
for Near-Zero Cases”, Computer & Graphics Vol. 81, pp. 61-72, 2019

“Minkowski Sum Computation for Planar Freeform Geometric Models using G1-Barc Approximation 
and Interior Disk Culling”, The Visual Computer, Vol. 25, No. 3, 2019

“Fast and Robust Hausdorff Computation from Triangle Mesh to Quad Mesh in Near-Zero Cases”, 
Computer Aided Geometric Design, Vol. 62, pp. 91-103, 2018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2-5
자율사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
보, 연구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자율사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이 향상되었습니까?

3

객관적인 
협력능력

3-1
자율사물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
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율사물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향상되었습니까?

3-2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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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영 식

전 공 분 야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세부연구분야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관리, 멀티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이학박사

담 당 과 목 멀티미디어 알고리즘

대 표 저 서  XML 워크샵, MATLAB을 이용한 수치해석, C언어로 설명한 알고리즘

대 표 논 문

“Adaptive network-based fuzzy inference model on CPS for large scale intelligent and cooperative 
surveillance," Computing, Volume 95 Issue 10-11, pp.977-992, Oct. 2013

 "Adaptive resource management scheme for monitoring of CPS,“ Journal of Supercomputing, Vol. 
66, Issue 1, pp57-69, ISSN 0920-8542, Oct. 2013

 “MSNS: mobile sensor network simulator for area coverage and obstacle avoidance based on 
GML,” EURASIP Journal on Wireless Communications and Networking(JWCN) Vol. 95, No 1, 
pp.1~15, 08 Mar. 2012

이 강 만

전 공 분 야 멀티미디어 빅데이터

세부연구분야 멀티미디어 기계학습 알고리즘, 대용량 멀티미디어 자료처리

학사학위과정 강릉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Texas A&M University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MS

박사학위과정 Texas A&M University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Ph D

담 당 과 목 멀티미디어네트워크

대 표 논 문

geneCo: A visualized comparative genomic method to analyze multiple genome structures, 
Bioinformatics, 2019

Location-based Parallel Sequential Pattern Mining Algorithm, IEEE Access, 2019

AGORA: organellar genome annotation from the amino acid and nucleotide references, 
Bioinformatics, 2018

성 연 식

전 공 분 야  슈퍼인텔리전스

세부연구분야  슈퍼인텔리전스(드론, 로봇, 실감SW, 음악, 미술, 그리고 보안 분야 딥러닝 및 모방학습)

학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전공) 정보컴퓨터공학 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전공) 컴퓨터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게임공학과(전공) 게임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자율사물기초프로그래밍, 로봇소프트웨어공학, 딥러닝

대 표 논 문

Shuyu Li, Sejun Jang, Yunsick Sung, "Automatic Melody Composition Using Enhanced 
GAN," Mathematics, Vol. 7, No. 10, pp. 883-896, 2019.

Jeonghoon Kwak, Yunsick Sung, "Autonomous UAV Flight Control for GPS-Based Navigation," IEEE 
Access, Vol. 6, pp. 37947-37955, Jul., 2018.

Duckki Lee, Sumi Helal, Yunsick Sung, Stephen Anton, "Situation-Based Assess Tree for User 
Behavior Assessment in Persuasive Telehealth," IEEE Transactions on Human-Machine Systems, 
Vol. 45, Issue 5, Oct,. 2015.

이 철

전 공 분 야 영상처리

세부연구분야 HDR 영상 취득 및 표현, 영상 복원 및 개선, Computational photography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자율사물혼합현실

대 표 논 문

Jun-Tae Lee, Han-Ul Kim, Chul Lee, and Chang-Su Kim, “Photographic composition classification 
and dominant geometric element detection for outdoor scenes,” Journal of Visual Communication 
and Image Representation, vol. 55, pp. 91–105, Aug. 2018.

Yuelong Li, Chul Lee, and Vishal Monga, “A maximum a posteriori estimation framework for robust 
high dynamic range video synthesis,”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vol. 26, no. 3, pp. 
1143–1157, Mar. 2017.

Chul Lee and Edmund Y. Lam, “Computationally efficient truncated nuclear norm minimization for high 
dynamic range imaging,”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vol. 25, no. 9, pp. 4145–4157, Se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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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성 인

전 공 분 야 멀티미디어공학

세부연구분야 멀티미디어 신호 및 영상처리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전자공학심화(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전공) (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어드벤처디자인

대 표 논 문

Sung In Cho and Suk-Ju Kang, “Gradient Prior-aided CNN Denoiser with Separable 
Convolution-based Optimization of Feature Dimension,” IEEE Trans. on Multimedia, Vol. 21, No. 2, 
pp. 484-493, Feb. 2019. (SCIE)

Sung In Cho and Suk-Ju Kang, “Geodesic path-based diffusion acceleration for image denoising,” 
IEEE Trans. on Multimedia, Vol. 20, No. 7, pp. 1738-1750, Jul. 2018. (SCIE)

Sung In Cho and Suk-Ju Kang, “Histogram Shape-based Scene-change Detection Algorithm,” IEEE 
Access, Vol. 7, Issue. 1, pp. 27662-27667, Feb. 2019. (SCIE)

김 건 욱

전 공 분 야 공간 신호처리 시스템

세부연구분야 음원 위치 측위, DSP 프로세서 기반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Florida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Florida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공학프로그램응용 인공지능프로세서응용

대 표 논 문

“Monaural Sound Localization Based on Reflective Structure and Homomorphic Deconvolution,” 
Sensors 2017, 17, 2189.

“Near-Field Sound Localization Based on the Small Profile Monaural Structure,” Sensors 2015, 15, 
28742-28763.

“Monaural Sound Localization Based on Structure-Induced Acoustic Resonance,” Sensors 2015, 15, 
3872-3895.

김 민 성

전 공 분 야 제어 및 전력전자

세부연구분야 지능형 제어기 설계 및 개발, 초고효율 전력회로 설계, SiC/GaN 기반 고밀도 전력회로 설계

학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공학사(B.S.)

박사학위과정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현대제어공학, 센서공학

담 당 과 목 현대제어공학, 센서공학

대 표 논 문

“Downsampled Iterative Learning Controller for Flyback CCM Inverter,”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vol. 65, no. 1, pp. 510-520, Jan. 2018.

“Dynamic Modeling and Controller Design of Dual-Mode Cuk Inverter in Grid-Connected PV/TE 
Applications,” IEEE Transactions on Power Electronics, vol. 33, no. 10, pp. 8887-8904, Oct. 2018.

“An Active Voltage-Doubler Rectifier Based Hybrid Resonant DC/DC Converter for 
Wide-Input-Range Thermo-Electric Power Generation,” IEEE Transactions on Power Electronics, vol. 
33, no. 11, pp. 9470-9481, Nov. 2018.

김 현 석

전 공 분 야 나노 전자 공학

세부연구분야 나노전자기계시스템, 나노소자구조 특성 및 분석, 반도체 공정 연구, 전력반도체, 센서소자 및 시스템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4차산업혁명과ICT융합기술

대 표 논 문

“A review on ZnO nanostructured materials: energy,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Applications”, 
Nanotechnology 30(39), 392001, Sept. 2019.

“One-pot facile methodology to synthesize MoS2-graphene hybrid nanocomposites for supercapacitors 
with improved electrochemical capacitance”, Composites Part B 161, 555-563, Mar. 2019.

“Design of Basal Plane Edges in Metal-Doped Nanostripes-Structured MoSe2 Atomic Layers To 
Enhance Hydrogen Evolution Reaction Activity”,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 7(1), 
458-469, J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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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 동

전 공 분 야 초고주파 공학 및 아날로그/RF 집적회로 설계

세부연구분야 RF/마이크로파/밀리미터파/테라헤르츠 송수신기, 초고속 혼성 집적회로, 레이더 센서, 안테나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전기컴퓨터과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안테나공학, 초고주파공학

대 표 논 문

"A 2-18 GHz Compressed Sensing Receiver with Broadband LO chain in 0.13-μm SiGe BiCMOS," 
IEEE Microw. Wireless Compon. Letters, vol. 29, no. 9, pp. 620-6226, March 2019.

"Isolation Enhancement of Wide-Band MIMO Array Antennas Utilizing Resistive Loading," IEEE 
Access, vol.7, no.1, pp.81020-81026, 2019.

"A 20.5 dBm X-band Power Amplifier with a 1.2-V Supply in 65-nm CMOS Technology," IEEE 
Microw. Wireless Compon. Letters, vol. 29, no. 3, pp. 234-236 March 2019.

변 상 진

전 공 분 야 아날로그 집적회로 설계

세부연구분야 Serial Interface, Temperature Sensor, RSSI

학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

대 표 논 문

“On frequency detection capability of full-rate linear and binary phase detectors,” IEEE Trans. 
Circuits and Systems-II, vol. 64, no. 7, pp. 757-761, Jul. 2017.

“A 400Mb/s ~ 2.5Gb/s referenceless CDR IC using intrinsic frequency detection capability of 
half-rate linear phase detector,” IEEE Trans. Circuits and Systems-I, vol. 63, no. 10, pp. 
1592-1604, Oct. 2016.

“Analysis and design of CMOS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IEEE Trans. Circuits and 
Systems-I, vol. 61, no. 10, pp. 2970-2977, Oct. 2014.

손 인 수

전 공 분 야 기계학습 기반네트워크보안 및통신신호처리

세부연구분야 네트워크 보안,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통신신호처리

학사학위과정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컴퓨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디지털통신 인공지능응용

대 표 저 서 손인수 외다수, IMT-2000 이동통신표준개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우인쇄사

대 표 논 문

I. Sohn , Robustness enhancement of complex networks via No-Regret learning, ICT Express,vol. 5,
no. 3, pp. 163-166, 2019

I. Sohn , A robust complex network generation method based on neural networks, Physica A: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vol. 523, pp. 593-601, 2019

I. Sohn , Neural Network based Simplified Clipping and Filtering Technique for PAPR Reduction of OFDM
Signals, IEEE Communications Letters, vol. 19, no. 8, pp. 1438 - 1441, Aug. 2015.

전 병 훈

전 공 분 야 전기전자재료 및 고전압방전 플라즈마

세부연구분야 고전압방전, 기체플라즈마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Keio University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4차산업혁명과 ICT융합기술 자율사물캡스톤디자인

대 표 논 문

“ Determination of Electron Collision of Cross-sections for the C4F6 Molecule by using Electron 
Swarm Study ,” JKPS, Vol. 64, 1320-1326, 2014

“Electron Collision Cross Sections for the Tetraethoxysilane Molecule and Electron Transport 
Coefficients in Tetraethoxysilane–O2 and Tetraethoxysilane–.Ar Mixtures” J. Phys. Soc. of Japan, Vol. 
81, 064301_1 - 064301_8, 2012

“Electron Collision Cross Sections for the TMS Molecule and Electron Transport Coefficients in 
TMS-Ar and TMS-O2 Mixtures” JKPS, Vol. 61, 1, 62-7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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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준 현

전 공 분 야 AI, 의료영상처리, 신재생에너지, ESS 

세부연구분야 디지털 진단 의료영상 처리, 신재생에너지(2차 전지)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전공) 학사

석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박사학위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 박사

담 당 과 목 에너지저장시스템공학

대 표 저 서 확률랜덤과정 기초와 응용(Fundamentals of Applied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대 표 논 문

“1,2-Dimethylimidazole based bromine complexing agents for vanadium bromine redox flow 
batteries”, Vol. 44, pp. 12024-12032, May 2019.

“Effect of a bromine complex agent on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zinc electrodeposition and 
electrodissolution in Zinc-Bromide flow battery”, Journal of Power Sources, Vol.438, No.227020, 
pp. 1-7, Oct. 2019.

"A volume-porous conductive electrode by hexagonal close packing of phenolic resin-based carbon 
spheres“, Materials Letters, Vol.254, pp.301-304, Nov. 2019

황 승 훈

전 공 분 야 무선 및 이동 통신

세부연구분야
3GPP LTE 통신시스템, IEEE 802.xx 통신시스템, 5G 이동통신시스템, M2M/IoT 통신시스템, 차량 통신
시스템, 광무선 통신시스템, 스펙트럼공학, 인지무선시스템

학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B.S.)

석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M.S.)

박사학위과정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Ph.D.)

담 당 과 목 디지털통신, IoT통신및실습

대 표 저 서

대 표 논 문

“Selection diversity-aided subcarrier intensity modulation/spatial modulation for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IET Optoelectronics, vol. 9, no. 2, pp. 116-124, April 2015. 

“SIM/SM-Aided 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 With Receiver Diversity,” Journal of Lightwave 
Technology, vol. 32, no. 14, pp. 2443-2450, July 2014.

“Synchronous transmission technique for the reverse link in DS-CDMA terrestrial mobile systems ,”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vol. 47, no. 11, pp. 1632-1635, Nov. 1999. 

고 봉 환

전 공 분 야 제어 및 자동화

세부연구분야 동적 시스템 해석 및 구조물 결함탐지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기계설계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다트머스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로봇지능제어 자율사물시스템설계

대 표 논 문

Localisation of Damage in Smart Structures through Sensitivity Enhancing Feedback Control

Decentralized Approach for Damage Localization through Smart Wireless Sensors

Actuator Failure Detection using Interaction Matrix Formulation

곽 문 규

전 공 분 야 동역학, 진동 및 제어

세부연구분야 진동제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버지니아공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로봇프로그래밍

대 표 저 서

진동학의 기초

기계계측공학

창의적공학설계

대 표 논 문

"Dynamic modelling and active vibration controller design for a cylindrical shell equipped with 
piezoelectric sensors and actuators",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321, 2009, pp. 510-524

"Dynamics of Satellite with Deployable Rigid Solar Arrays", Multibody System Dynamics, vol. 20, 
2008, pp. 271-286.

"Active vibration control of smart grid structure by multiinput and multioutput positive position 
feedback controller",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304, 2007, pp. 2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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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흥 수

전 공 분 야 항공공학

세부연구분야 지능재료 및 지능구조물

학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학과 항공우주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인하대학교 항공공학과 항공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아리조나주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항공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로봇동역학 특화설계

대 표 논 문

“Assessment of Sensor debonding failure in system identification of smart composite laminates,” 
NDT & E International, Vol. 93, 2018, pp. 24-33.

“Assessment of Delaminated Smart Composite Laminates via System Identification and Supervised 
Learning,” Composite structures, Vol. 206, 2018, pp. 354-362.

“Structural Vibration-Based Classification and Prediction of Delamination in Smart Composite 
Laminates using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Composites Part B: Engineering, Vol. 161, 2019, 
pp. 586-594

이 상 용

전 공 분 야 화학공학

세부연구분야 통계열역학, 반응공학, MD simulation

학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이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피츠버그대학교 화학공학과(전공)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열역학 연소와연료전지 창의적공학설계및실습

대 표 논 문

Sangyong Lee, Junshe Zhang, Raxit Mehta, T-K Woo, and Jae W. Lee, “Methane Hydrate
Equilibrium and Formation Kinetics in the Presence of an Anionic Surfactant”,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111, 4734-4739,2007.

S.-Y. Lee, Prasad Yedlapalli, and Jae W. Lee, “Excess Gibbs Potential Model for Multi-Component
Hydrogen Hydrates”,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B.,110,2332-2337,2006.

S.-Y. Lee, C. Tsouris, O. West, L. Liang, and D. Riestenberg, “ Ocean Carbon Sequestration by
Using Negatively Buoyancy Gas Hydrate.”, EnvironmentalScience & Technology, Vol37, 3701-3708,
2003.

이 승 준

전 공 분 야 나노 공학

세부연구분야 나노/마이크로 구조 역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미시간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미시간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고체역학 재료학 캡스톤디자인

대 표 논 문

"Mechanical failure analysis of graphite anode particles with PVDF binders in Li-ion batteries",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165 (9), A1961-A1970, 2018

"Moisture transport in paper passing through the fuser nip of a laser printer", Cellulose, 24, 
3489-3501, 2017.

"Moisture transport in paper passing through the fuser nip of a laser printer", Cellulose, 24, 
3489-3501, 2017.

임 수 철

전 공 분 야 기계공학

세부연구분야 로보틱스, 햅틱스

학사학위과정 KAIST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KAIST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KAIST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로봇공학 동역학 자율로봇실습

대 표 논 문

Interaction Force Estimation using Camera and Electrical Current without Force/Torque Sensor”. 
IEEE Sensors Journal, 2018

“Sequential Image-based Attention Network for Inferring Force Estimation without Haptic Sensor”, 
IEEE Access, 2019

“Compact Hip-Force Sensor for a Gait-Assistance Exoskeleton System” , Sensor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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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 우

전 공 분 야 소프트 메카트로닉스

세부연구분야 소프트 로봇, 생체모사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공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공학박사 

담 당 과 목 디지털제조 소프트로보틱스

대 표 논 문

"Blooming Knit Flowers: Loop-linked Soft Morphing Structures for Soft Robotics", Han, M.W. and 
Ahn, S.H., Adv. Mater., 29,  13, 1606580 (2017)

"Woven type Smart Soft Composite for Soft Morphing Car Spoiler", Han, M.W., Rodrigue, H., Cho, 
S., Song, S.H., Wang, W., Chu, W.S., and Ahn, S.H., Compos. Part B-Eng., 86,  285-298 
(2016)

"Shape Memory Alloy/Glass Fiber Woven Composite for Soft Morphing Winglets of Unmanned Aerial 
Vehicles", Han, M.W., Rodrigue, H., Kim, H.I., Song, S.H., and Ahn, S.H., Compos. Struct., 140, 
202-212 (2016)

이 재 훈

전 공 분 야 전산역학 및 설계 

세부연구분야 차수 축소 모델링, 구조 최적 설계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공학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공학박사(석박사통합과정) 

담 당 과 목 기계전산입문 최적화와기계학습 어드벤처디자인

대 표 논 문

"A parametric reduced-order model using substructural mode selections and interpolation", Lee, J.,
 Comput. Struct., 212, 199-214 (2019)

"Efficient design optimization strategy for structural dynamic systems using a reduced basis method
 combined with an equivalent static load ", Lee, J., and Cho, M., Struct. Multidiscip. Optim., 58, 1
489-1504 (2018)

"An interpolation-based parametric reduced order model combined with component mode synthesis
", Lee, J., and Cho, M., Comput. Methods Appl. Mech. Eng. 319, 258-28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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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IRC2004 자율사물고급프로그래밍 3 3 0 기초 학사1~2년 2

IRC2005 어드벤처디자인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IRC4001 에너지저장시스템공학 3 2 2 전문 학사3~4년 1

IRC4003 자율사물혼합현실 3 3 0 전문 학사3~4년 2

IRC4004 자율사물캡스톤디자인 3 3 0 전문 학사4년 공통

IRC4005 인공지능응용 3 3 0 전문 학사3~4년 1

IRC4006 기계학습 3 3 0 전문 학사3~4년 1

MME2044 멀티미디어알고리즘 3 3 0 기초 학사2년 2

MME2050 어드벤처디자인 3 3 0 기초 학사1~2년 1

MME2051 자율사물기초프로그래밍 3 3 0 기초 학사1년 영어 1

MME4081 멀티미디어영상처리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2

MME4089 멀티미디어네트워크 3 3 0 전문 학사3년 2

MME4111 딥러닝 3 3 전문 학사3년 2

MME4112 로봇소프트웨어공학 3 3 0 전문 학사2년 영어 2

MME4113 자율사물지능 3 3 0 전문 학사3년 1

MME4114 자율사물가상현실 3 3 0 전문 학사3년 1

MME4115 로봇비전시스템 3 3 0 전문 학사4년 영어 1

ENE2017 공학프로그램응용 3 2 2 기초 학사1년 2

ENE2019 어드벤처디자인 3 2 2 기초 학사1년 공통

ENE4025 디지털집적회로설계 3 2 2 전문 학사4년 1

ENE4074 센서응용공학 3 3 0 전문 학사3년 2

ENE4061 디지털통신 3 3 0 전문 학사3년 2

ENE4067 현대제어공학 3 3 전문 학사4년 1

ENE4070 초고주파공학 3 2 2 전문 학사3년 1

ENE4071 안테나공학 3 2 2 전문 학사3년 2

ENE4072 IoT통신및실습 3 2 2 전문 학사4년 1

MEC2012 동역학 3 3 0 기초 학사2년 영어 2

MEC2034 로봇프로그래밍 3 2 2 기초 학사2년 1

MEC2036 어드벤처디자인 3 3 0 기초 학사1년 영어 1

MEC4065 특화설계 3 2 2 전문 학사3년 영어 2

MEC4073 로봇동역학 3 3 0 전문 학사4년 영어 1

MEC4088 로봇공학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1

MEC4089 디지털제조 3 3 0 전문 학사3년 2

MEC4091 자율사물시스템설계 3 2 2 전문 학사3년 2

MEC4092 자율로봇실습 3 2 2 전문 학사4년 1

MEC4093 소프트로보틱스 3 3 0 전문 학사4년 2

MEC4096 제어이론 3 3 0 전문 학사3년 영어 2

RGC1043 자율사물입문 2 2 0 기초 학사1년 공통 MOOC

RGC1045 4차산업혁명과ICT융합기술 2 2 0 기초 학사1년 공통 MOOC

필수이수 권장과목 

- 어드벤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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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 학습성과 연계

구분 교과목명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1 자율사물입문 ○ ○

2
4차산업혁명과 
ICT융합기술

○ ○ ○

3
자율사물

고급프로그래밍
○ ○ ○ ○

4
어드벤처디자인

(IRC2005)
○ ○

5 자율사물혼합현실 ○ ○ ○

6 자율사물캡스톤디자인 ○ ○

7 인공지능응용 ○ ○ ○

8 기계학습 ○ ○

9 멀티미디어알고리즘 ○ ○ ○

10
어드벤처디자인

(MME2050)
○ ○

11
자율사물

기초프로그래밍
○ ○ ○

12 멀티미디어영상처리 ○ ○ ○

13 멀티미디어네트워크 ○ ○ ○

14 딥러닝 ○ ○ ○

15 로봇소프트웨어공학 ○ ○ ○

16 자율사물지능 ○ ○ ○

17 자율사물가상현실 ○ ○ ○

18 로봇비전시스템 ○ ○ ○

19 공학프로그램응용 ○ ○ ○

20
어드벤처디자인

(MEC2036)
○ ○

21 디지털집적회로설계 ○ ○ ○

22 센서응용공학 ○ ○

23 디지털통신 ○ ○

24 현대제어공학 ○ ○

25 초고주파공학 ○ ○ ○

26 안테나공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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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분야 : 인텔리전스로봇 융합전공의 졸업 후 진로분야와 취업분야는 다양하다. 로봇 기술은 빅데이터, IOT, 센서기

술 등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모바일, 로봇 등의 산업전반에 적용 되므로 새롭게 생길 직업군 또한 로봇과 

연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직종으로는 인공지능개발자, 로봇공학기술자. 로봇연구원, 인공지능연구원, 인

공지능 융합기술자, 자율자동차공학기술자,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제조자, 기계공학기술자 등이 가능하며,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체 : 

- 자율주행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등의 차세대 핵심 산업인 자율사물분야

- 원격제어로봇, 로봇지능, 컴퓨터비젼,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

- 3D/4D 프린팅, 지능재료, 전기·통신·가전·로봇산업과 관련된 생산기업

- 국내 굴지의 전자, 통신 관련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 지능형제어시스템, 사물통신 등의 산업체, 

- 교육/해양/국방사회안전/의료복지/제조 분야 등의 로봇 활용 산업체

    2. 연구소 : 기계, 전기, 전자, 제어 계측, 인공지능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및 민간 연구소

    3. 정부 및 공공기관 :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직 공무원

    4. 대학원 진학 : 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시스템, 기계로봇공학, 전자전기공학 로봇 관련 전공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구분 교과목명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27 IoT통신및실습 ○

28 동역학 ○

29 로봇프로그래밍 ○

30
어드벤처디자인

(ENE2019)
○ ○

31 특화설계 ○ ○

32 로봇동역학 ○

33 로봇공학 ○ ○

34 디지털제조 ○ ○

35 자율사물시스템설계 ○ ○

36 자율로봇실습 ○ ○

37 소프트로보틱스 ○ ○

38 제어이론 ○ ○

39 에너지저장시스템공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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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융합전공 (인텛리전스로봇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입학전공기준 입학전공기준 60 - 36 60/36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졸업 논문/시험: 졸업논문(자율사물캡스톤디자인 수강으로 대체)

❏ 단일전공(EXIT전공)

 ○ 융합전공이수학점 최소 60학점 이상 취득 (전공전문 교과목을 50% 이상 취득)

 ○ 교양과목은 입학시 소속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 이수학점 졸업 요건 충족 필수

 ○ 졸업논문은 자율사물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단일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취득

❏ 복수전공

 ○ 단일전공에 해당이 안되면서 융합전공이수학점 최소 36학점 이상 취득(전공전문 교과목을 50% 이상 취득)

 ○ 복수전공은 학교규정에 따라서, 6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 중복 인정. 6학점 초과된 전공학점은 주전공 또는 인텔리전스로봇 

융합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정

 ○ 교양과목은 입학시 소속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 이수학점 졸업 요건 충족 필수

 ○ 졸업논문은 자율사물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복수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취득

❏ 부전공

 ○ 단일전공 혹은 복수전공에 해당이 안되면서 융합전공이수학점 최소 21학점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부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이상 취득

 ○ 교양과목은 입학시 소속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 이수학점 졸업 요건 충족 필수

 ※ 위 졸업요건은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 인텔리전스로봇 융합전공은 학교 정책에 따라서, 필수 교과목을 운영하지 않음

졸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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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IRC2004 자율사물고급프로그래밍 Advanced Autonomous Object Programming
본 강좌에서는 ROS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율사물을 제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ROS는 로봇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 추상화, 하위 디바이스 제어, 센싱, 인식, 슬램, 네
비게이션 등의 기능 구현, 메세지 전달, 패키지 관리, 개발 환경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다양
한 개발/디버깅 도구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 기반의 로봇 메타 OS이다.

In this course, learn how to control various autonomous objects based on ROS. ROS is
an open source that provides hardware abstraction, sub-device control, sensing,
recognition, slam, navigation, and other functions necessary for developing robot
application programs, message delivery, package management, libraries required for
development environment, and various development/debugging tools It is a robot
meta OS based.

IRC2005 어드벤처디자인 Adventure Design
본 강좌는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인 4C 능력 강화를 위한 기초 과목으로 메이커 프로세스에 기반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과정과 기초 설계, 구현, 공유하는 adventure design 방법을 학습한
다.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며 각 팀마다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
원하는 작품을 직접 구현해 본다. 팀별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학
습하고 만들어 가는 실습 과제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그리고 프
로젝트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의사소통에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과 발표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basic course for reinforcing 4C ability, which is the core competency
of future talent, and learns creative idea-making process based on maker process and
adventure design method. Through team projects, different ideas are shared, and
each team tries to make the desired work through creative design. Students develop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through hands-on assignments for
team-specific projects. Students will learn how to write and present reports that are
effective in communicating the results of the project.

IRC4001 에너지저장시스템공학 The Engineering of Energy Storage System
본 강좌는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이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조별 실
험 및 실습을 통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및 에너지저장시스템에 관한 이해도를 높인다. 특히, 
화학적 에너지저장장치로서의 2차전지를 기준으로 각각의 2차전지를 비교하고, 각 2차전
지의 기초 이론 및 특/장점을 소개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소재의 분석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에너지저장장치 및 시스템, 특히 2차전지에 해당하는 이론적 
background knowledge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course provides a general overview and theory of energy storage devices and 
improves understanding of energy storage devices and energy storage systems 
through group experiments and lecture. In particular, the comparison of each 
device, analysis of component of the device and introduces of each secondary 
battery which is belongs to energy storage system will progress. This lecture is 
meaningful for students to acquire theoretical background knowledge of energy 
storage devices and systems, especially secondary batteries.

IRC4003 자율사물혼합현실 Mixed Reality for Autonomous Things 

 혼합현실 기술의 원리를 학습하며 이를 활용한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사례를 소
개하고 자율사물에 응용하기 위한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
석 및 학습한다. 혼합현실 기술의 원리를 학습한다. 자율사물에 응용에 적합한 혼합현실 기
술 적용 노하우를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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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lecture introduces the principles of mixed reality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in various fields. Students comprehensively analyze and learn elements 
such as environment, hardware, and software for applying mixed reality technology 
to autonomous objects. Also, students will learn how to apply mixed reality 
technology to autonomous objects.

IRC4004 자율사물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for Autonomous Things 

 자율사물공학 전공 교과목에서 학습한 다양한 이론에 근거하여 자율사물과 관련된 과제를 
구성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서 자율사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계 능력을 배양
한다. 본 강의에서는 자율사물공학을 전공하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자
율사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체득한다. 또
한, 설계 및 구현한 내용의 발표를 통해서 발표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design and implement a project related to autonomous 
objects based on various theories learned from the lectures related with 
autonomous object engineering. Through this, students develop their skills for 
autonomous software and hardware design. In this course, students from various 
departments majoring in autonomous object engineering will form a team to learn 
how to design, implement, and verify autonomous object software and hardware. In 
addition, students will develop their present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by 
presenting their implementation results. 

IRC4005 인공지능응용 AI Applications

인공지능은 딥러닝, 데이터과학, 머신러닝으로 구성되어지며 최종적으로 구현된 인공지능 알
고리즘을 통해 실현된다. 본 강좌에서는 분야별 기본지식을 전달하고 구현된 알고리즘을
GPU (Graphic Processing Unit) 기반 독립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학습한
다. MATLAB의 Deep Learning Toolbox와 GPU Coder를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
습시키고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대한 수학적
접근을 실험을 통해 학습한다.

The contemporary deep learning, data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provide the AI
(Artificial Intelligence) fundamentals. The AI system is realized by the training
process based on the extensive heuristic data set.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knowledge of each field and the overall process of converting the AI
algorithm into a GPU (Graphic Processing Unit) for embedded system. The Deep
Learning Toolbox and GPU Coder from MATLAB will present methods to train and
deploy the AI algorithms onto the actual systems. In addition, we will study
mathematical approaches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roughout experiments.

IRC4006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본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의 핵심 분야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기본 개념을 공부한
다. 퍼셉트론, 뉴럴 네트워크, 로지스틱 회귀, SVM, 커널화, 의사결정트리, k-NN, PCA,
Clustering 등 기초적인 기계학습 이론 이해와 Python 언어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해
하는 데에 과목의 초점을 맞춘다. 기계학습을 이미지와 감성 분석 문제 등에 적용해서 실무 능
력도 향상시킨다.

In this lecture, we study the basic concepts of machine learning, which is the cor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basic machine
learning theories such as perceptron, neural network, logistic regression, SVM,
kernelization, decision tree, k-NN, PCA, clustering, and programming techniques
based on the Python language. By applying machine learning to image and emotional
analysis problems, it also improves practic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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