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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ICT 융합전공

   가) 교육과정 편성

     □ 이수기준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비고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 전필  6학점
- 전선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 전필  3학점
- 전선 18학점

졸업자격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국내ž외현장실습(3학점 이상) 필수 이수
(총 이수학점 외 별도 학점)

4IR
공통 교과
인정 조건

4IR 공통 교과의 이수학점은 융합전공 신설학점과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단, 융합전공 신설학점의 경우 복수전공은 최대 6학점까지, 부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교육과정 편성

전 공 명
농생명-ICT 융합전공

학 위 명
농생명-ICT 융합학사

Major in Agro-ICT Bachelor of Agro-ICT

주임교수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이정상 교수 연 락 처 220-4660 (천잠관 203호)

 

전공소개
▪지역산업/사회 현안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 커리큘럼
▪농생명,식품,경영,물류,스마트미디어,컨텐츠학과 연계를 통한 4IR 핵심역량 강화 융합교육모듈

인 재 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생명-ICT 융합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

교육목적
▪융합형 융합연계전공은 미래 4IR 신산업 확산을 위한 신성장 동력에 부응하여 Agro-Bio 특화분야에 

필요한 산학연계된 창의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함

교육내용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스마트관리, 기반시설의 건설 등의 분야가 복합된 IoT 융합 스마트에너지 분야 
▪ICT기반 농생명식품 경영인재, 창의인재, 농생명식품 안전 감시/분석/관리 인재, 농생명식품R7BD 융합

인재, 스마트 농업경영 인재, 농생명분야 스토리텔링 & 마케팅인재, 농생명식품의 물류무역 인재양성 

졸업후
주요진로

▪식품(제조, 품질/생산관리, 위생, 마케팅, 회계, 물류, 경영컨설
팅 분야 등)

▪가정편의식(HMR) 개발, 경영컨설팅, 스토링마케팅
▪게임컨텐트 분야

▪스마트기반 창농창업분야, 네트워크 
관리 분야

▪물류 무역 분야

관련
자격증

▪식품위생관리사  ▪식품기사
▪수질환경기사    ▪게임그래픽스운용기사
▪대기환경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드론조종사    ▪위생사
▪품질경영기사  ▪국제 물류사
▪유통관리사    ▪영양사

구 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담당교수

농생명-ICT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전필 15566 ICT스마트정보시스템 2 2 3(3) 민정익

전선 15567 농생명식품산업경영 3 2 3(3) 김진성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전선 14722 식품가공 2 2 3(3) 이정상

전선 14641 식품위생법규 3 2 3(3) 미정

전선 12828 건강기능식품학 2 2 3(3) 정용준



전선 10965 식품미생물학 2 2 3(3) 오상남

경영학과

전선 15797 경영정보시스템 2 1,2 3(3) 백상용

전선 05235 마케팅원론 2 1,2 3(3) 전기흥

전선 151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 1,2 3(3) 백상용

전선 12668 기술경영 4 2 3(3) 성태경

물류무역학과
전선 05244 무역실무 2 1,2 3(3) 임영세

전선 14918 무역영어 2 2 3(3) 양정호

환경생명과학과 전선 15009 생화학 2 2 3(3) 이범규

게임콘텐츠학과
전선 13263 창의적소재개발 2 2 3(3) 박형웅

전선 12624 2D게임프로그래밍 2 2 3(3) 박영성

스마트미디어학과

전선 15573 코딩기초 1 2 3(3) 최은복

전선 06855 데이터베이스 2 2 3(3) 한동욱

전선 15572 웹프로그래밍 2 2 3(3) 강응관

전선 15574 스마트폰앱개발 2 2 3(3) 이영재

전선 08760 컴퓨터네트워크 2 2 3(3) 한동욱

Superstar College
4IR 공통 교과

전선 15223 3D모델링Ⅱ(Autodesk 3D-MAX) 3,4 2(야) 3(3) 고기환

전선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3,4
1(야), 
2(야)

3(3) 한동욱

합계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