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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편 람

◈ 이 편람은 전주대학교 학칙 제28조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2021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은 이를 따라 운영하여야 함





전주대학교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의 구현

교시 진리·평화·자유

교육목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 양성

교육목표

1.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을 배양한다.

2.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3.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 능력과 창의적 

전문성을 배양한다.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 편성 방침

   ▶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인재상 구현

   ▶ 사회의 변화와 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배양

   ▶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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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이수기준

1. 학사단위 구성 현황

 ¦ 학사단위 현황: 9개 단과대학, 64개 학과, 1개 계약학과, 5개 연계전공, 16개 융합전공  

 ¦ 학사단위 구성 현황 

대학 입학단위 및 개설 학과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영미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중국어중국학과, 한국어문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 문헌정보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행정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물류무역학과, 부동산국토정보학과, 회계세무학과

의과학대학
간호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관리학과, 

운동처방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환경생명과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계약학과)

문화융합대학

게임콘텐츠학과, 경기지도학과, 공연방송연기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체육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영화방송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음악학과, 인공지능학과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외식산업학과, 패션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과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한문교

육과

미래융합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농생명ICT학과, 미래기술융합공학과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연계

전공
독서 논술교육, 벤처창업, 보육학, 식품영양학, 중국비즈니스

융합

전공

경영법학, 국토정보학, 농생명-ICT, 대물차량손해사정, 드론융합, 라이프스타일기획, 

보컬퍼포먼스, 사회적경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토리미디어, 인공지능, 일본

IT융합, 탄소융합, Food R&BD, 하림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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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2. 교육과정 이수 기준

 2.1 교육과정 이수

   가. 이수 기준

     1) 졸업기준의 준수: 학생은 입학년도 또는 졸업연도 기준으로 소속 학과(전공)에 편성된 소정의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2) 졸업에 필요한 학점: 학생은 130학점[간호학과는 140학점(5년제 건축학과 163학점), 미래융합대학 120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주전공 학과(전공)의 심화과정을 이수하거나 1개 이상의 다전공(복수전

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직이수 등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이수기준

 

   나. 교육과정 이수의 특례 규정

     1) 필수학점을 졸업이수기준학점 이상 초과 취득 시 선택학점으로 인정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필수학점을 졸업이수기준학점 이상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영

역의 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복학 ․ 재입학생의 교과목 이수 기준

      가) 복학생의 졸업학점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 해당 복학생의 입학년도 졸업기준(교과목 이수 기본 원칙이며, 택일하지 않으면 이를 적용함) 

        2. 최종 복학년도에 복학하는 학년의 입학년도 졸업기준

        3. 해당 복학생의 실제 졸업학년도를 기준으로 휴․복학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학생에게 적용하는 졸

업기준(8학기 이상 등록자가 학점 등록 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학기 등록시점을 실제 졸업년

도로 본다)  

      나) 재입학생의 졸업학점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입학생의 입학년도 졸업기준(교과목 이수 기본 원칙이며, 택일하지 않으면 이를 적용함) 

        2. 최종 재입학년도에 복학하는 학년의 입학년도 졸업기준

        3. 해당 재입학생의 실제 졸업학년도를 기준으로 휴․복학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학생에게 적용하는 졸업

기준(8학기 이상 등록자가 학점 등록 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학기 등록시점을 실제 졸업년도로 본다)

구분 이수기준

다전공
복수(부)전공, 연계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

정을 이수

교양교과

교양필수과목의 각 영역별[품성교양(채플, 기독교 교과목, 인성, 사회봉사, 진로지도세미나), 

핵심교양(인간과 삶, 사회와 경제,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기초교양(의사소통, 외국어, 소

프트웨어)] 대학이 정한 졸업기준학점 이상을 이수

전공교과
전공기초,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영역에 대하여 해당 학과가 정하는 졸업기준학점 이상을 이

수

교직과정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검정령에 의해 편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대학 

지정교과

채플, 진로지도세미나 등 대학이 정책적으로 지정한 교과목은 이를 이수하여야 졸업자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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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휴학 또는 제적기간 동안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영역별 이수기준이 변경된 경우〔교양과목, 

기초과목, 전공과목 영역의 기준 변경을 말함〕에는 영역단위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과목별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선택이나 필수의 변경을 말함)에도 과목별로 학생에게 유리한 이

수구분을 적용한다.

      라) 재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취득

        1. 재입학 이전에 기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변경으로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산 8학기 이상 등

록하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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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대학 학  과 채플 교양
필수

전 공 졸업
학점기초 전필 전선 심화 계

인문
대학

경배와찬양학과

2 25 6

18 18 24 66

130
(간호학과 

140, 
건축학과

163)

역사문화콘텐츠학과 21 15 24 66

영미언어문화학과 18 18 24 66

일본언어문화학과 18 18 24 66

중국어중국학과 18 18 24 66

한국어문학과 6 30 24 66

사회
과학
대학

경찰학과 6 36 30 78

문헌정보학과 30 12 24 72

법학과 0 42 39 87

사회복지학과 39 12 18 75

상담심리학과 24 18 18 66

행정학과 0 42 24 72

경영
대학

경영학과 18 18 24 66

경제학과 24 18 24 72

금융보험학과 - 36 24 66

물류무역학과 18 18 24 66

부동산학과 12 30 24 72

회계세무학과 21 15 24 66

의과학
대학

간호학과 18 85 0 109

물리치료학과 30 51 0 87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6 36 24 72

방사선학과 30 51 0 87

보건관리학과 0 81 0 87

운동처방학과 30 6 24 66

작업치료학과 33 48 0 87

재활학과 18 18 27 69

환경생명과학과 15 21 24 66

공과
대학

(“◈” 
표시는 

공학교육
인증제 
학과)

건축공학과 ◈ 15 21 24 66

건축학과(5년제) 100 26 0 132

기계시스템공학과 ◈ 18 24 18 66

기계자동차공학과 18 24 18 66

산업공학과 18 24 18 66

소방안전공학과 18 24 18 66

전기전자공학과 ◈ 18 24 18 66

정보통신공학과 21 24 24 75

컴퓨터공학과 ◈ 18 24 18 66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18 18 24 66

토목환경공학과 ◈ 18 24 18 66

문화
융합
대학

게임콘텐츠학과 5 31 24 66

경기지도학과(축구/태권도) 12 24 18 60

공연방송연기학과 6 30 34 76

산업디자인학과 18 18 24 66

생활체육학과 12 24 18 60

스마트미디어학과 4 33 24 61

시각디자인학과 9 27 24 66

영화방송학과 6 30 18 60

예술심리치료학과 32 27 21 86

음악학과(관현악/피아노) 52 16 12 86

인공지능학과 9 78 0 93

문화
관광
대학

관광경영학과/외식산업학과 21 21 30 78

패션산업학과 15 27 30 78

한식조리학과/ 18 24 30 78

호텔경영학과 30 12 30 78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30 27

교직과목
24

87

가정교육과/영어교육과/한문교육과 36 21 87

과학교육과 36 21 87

수학교육과 36 21 87

중등특수교육과 24 21 교직 22
표시 38 111

미래융합
대학

농생명ICT학과/문화융합콘텐츠학과/
미래기술융합공학과/창업경영금융학과 12 24 18 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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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교과목 이수 기준표

구분 내                  용

교양

품성

채  플 2  ․  4회 이상 이수(회당 0.5학점)

기독교 3  ․  「기독교와 문화」, 「크리스천 Basic」 중 1과목 이수

인성 3  ․  「인간과 공동체」 이수

사회봉사 1  ․  재학기간 중 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진로지도
세미나

4  ․  4회 이상 이수

기초

의사소통 3
 ․  비판적 사고와 읽기,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공감적 사고와 스피치,
   창의적 사유와 소통 중 1과목 필수 이수

외국어 6

 ․  교양필수로 개설되어 있는 외국어를 재학기간 동안 6학점 이상 이수
- 영어: 「기본영어회화(1,2)」, 「생활영어회화(1,2)」, 「실용영어회화(1,2)」
- 중국어: 「기본중국어회화(1,2)」, 「실용중국어회화(1,2)」
- 일본어: 「기본일본어회화(1,2)」, 「실용일본어회화(1,2)」
  위 과목 중 2과목 필수 이수
 ․  영어는 본인 Level에  따라 수강과목이 제한되며, 수강 가능 과목은 수강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
 ․  한국어 읽기 및 쓰기 과목은 외국인 전용 강좌임(한국인 학생은 수강 불가)

구  분 과   목 비    고

2015학번 이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한국어 읽기, 쓰기 과목의 취득 학점도 
인정

2016학번 이후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기타 외국어 과목은 졸업 이수 기준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국제학생은 국제학생 교과이수 기준표 참고

소프트웨어 3
 ․ 「컴퓨터적 사고」, 「소프트웨어적 사고」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  ABEEK 운영학과 학생은 정보화 영역 과목 이수면제 기준 참조

핵심

인간과 삶

6

․ 본인 소속 대학 영역이 아닌 2개 영역 필수 이수(총 2과목 이수)
  - 대학별 영역

영역 인간과 삶 경제와 사회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대학 인문대, 사범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공과대, 의과학대 문화융합대, 문화관광대

   예> 내 소속 대학이 「인간과 삶」영역이면 나는 「인간과 삶」영역이 아닌 나머지 영
역에서 2개 영역 선택하여 각 1과목 이수

사회와 경제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자유 0~19

교양 수강신청 학점
  - 교양과목 취득한 학점은 50학점(미래융합대학 44)까지만 인정(계절학기 포함)
  - 교양필수 학점(품성교양·기초교양·핵심교양)을 선 취득 후 교양선택 학점 (자유교양 

교과목)취득 권장

전공

최소 전공 
인정학점

36~
129

 ․ 전공기초 +  전공필수 + 전공선택(심화학점 제외)

산업체현장실습 3
 ․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패션산업학과/한식조리학과 재학생(국제학생 제외)은 3학점 

이상 이수, 타 대학 학생이 문화관광대학 학과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이수 면제

졸업학점

130

▪ 일반학과
 ◦ 각 영역별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기간 동안 취득 학점이 130학점 이상
 ◦ 졸업(학사)자격
  - 심화전공(단일전공): 주전공의 학점이수(기초+전필+전선+심화)
  - 복수전공: 주전공 학점(기초+최소전공학점) 및 복수전공 학과의 기초+최소전공 학점 이

수
  - 부전공: 주전공 학점(기초+최소전공학점) 및 부전공 학과의 전공학점 21학점 이상 이수

(전필, 전선의 구분 없이 21학점이며, 기초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 학과별∙영역별 기준 학점은 교육과정 이수 기준표 참조

140 ▫ 간호학과

163 ▫ 건축학과
120 ▫ 미래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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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공과대학 복수전공 및 편입생 기초학점 이수 기준표

대  학 주전공 복수전공(타 모집단위에서 복수전공을 이수 시) 
및 편입생 : 6학점 이수

공과대학

30 건축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대학수학(1), 대학수학(2)
6 산업공학과 선형대수, 확률통계
6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공업수학(1), 공업수학(2)
6 소방안전공학과 대학수학(1), 공업수학(1)

30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단과대학 개설 기초 과목 중 택 2

30 토목환경공학과 대학수학(1), 일반화학

6 기계자동차공학과
대학수학(1), 대학수학(2), 공업수학(1), 
공업수학(2), 프로그래밍언어(1), 
일반물리 중 택 2

 2.5 공학교육인증 교양 및 MSC 교과목 이수 기준표

학과
1학년

1학기 2학기
MSC 교양 MSC 교양

건축공학과 대학수학(1)③
일반물리및실험(1)③

외국어③
인성③

대학수학(2)③
일반물리및실험(2)③

외국어③
의사소통③

기계시스템공학과

대학수학(1)③
일반물리및실험(1)③
일반화학③
프로그래밍언어(1)③

외국어③
인성③ 대학수학(2)③

일반물리및실험(2)③

외국어③
의사소통③

전기전자공학과

대학수학(1)➂
일반물리및실험(1)➂
일반생물➂
프로그래밍언어(1)➂

외국어➂
인성➂

대학수학(2)➂
일반물리및실험(2)➂
프로그래밍언어(2)➂
일반화학➂

외국어➂
의사소통➂

컴퓨터공학과
대학수학(1)③
일반물리및실험(1)③
C프로그래밍③

인성③
외국어③

대학수학(2)③
일반물리및실험(2)③
이산수학③

외국어③
논리적사고와글쓰기③

토목환경공학과
대학수학(1)③
일반물리및실험(1)③
일반화학③

외국어③
논리적사고와글쓰기③
기독교교과목③

대학수학(2)③
일반물리및실험(2)③
컴퓨터프로그래밍(1)③

외국어③
인성③

2학년

건축공학과 공업수학(1)③
일반화학③ 핵심교양(1)③ 공업수학(2)③

프로그래밍언어(1)③ 기독교교과목③

기계시스템공학과 프로그래밍언어(2)③
공업수학(1)③ 공업수학(2)③ 기독교교과목③

전기전자공학과 공업수학(1)➂ 공업수학(2)➂ 기독교교과목③

컴퓨터공학과

확률통계③
수치해석③
자바프로그래밍③
선형대수③

핵심교양③ 핵심교양③
기독교교과목③

토목환경공학과 공업수학(1)③ 공업수학(2)③
확률통계③

3학년
건축공학과 프로그래밍언어(2)③ 핵심교양(2)③

기계시스템공학과 수치해석③ 핵심교양(2)③

전기전자공학과 핵심교양(1)③ 핵심교양(2)③

토목환경공학과 컴퓨터프로그래밍(2)③ 핵심교양(1)③ 핵심교양(2)③

4학년
건축공학과 수치해석③

기계시스템공학과 핵심교양(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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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과대학 ABEEK 운영학과 전문프로그램 이수자 졸업학점 이수기준

구 분 전문프로그램(공학인증과정) 일반프로그램

졸업
이수
기준

교양
 ․ 대학교양 졸업기준에 준함
  (단, 소프트웨어 영역 4학점은 면제함)

 ․ 대학교양 졸업기준에 준함
  (단, 소프트웨어 영역 4학점은 학과개설 MSC 영역

의 Computing 과목들로 대체해서 이수할 수 있음)

기초
 ․ MSC 30학점
  (학과별 이수과목 지정)

 ․ 학과별 지정 과목들 중 택2 (6학점)

전공

 ․ ABEEK 인정 전공학점 60학점 (전공필수 
및 기초설계 3학점, 요소설계 6학점 이상, 
종합설계 3학점 포함) 이상 이수

 ․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해야 함

 ․ 전공학점 42학점 (전공필수 학점 포함) 이상 이수

조기졸업
 ․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1 이상 및

  취득학점 112점 이상 이수한 자
 ․ 전문프로그램과 동일함

  ※ ABEEK 운영학과에서 일반프로그램 이수자의 소프트웨어 영역 과목 이수면제 기준

    - 2012학번부터는 프로그래밍언어(1),(2)[토목환경공학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래밍(1),(2)]를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영역 과목의 이수를 면제

    - 컴퓨터공학과는 2013학번부터는 C프로그래밍, 자바프로그래밍을 모두 이수할 경우 소프트웨어과목 이

수를 면제함

    - 2020학번부터는 프로그래밍언어(1),(2)[토목환경공학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래밍(1),(2)]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정보화영역 과목의 이수를 면제

    - 컴퓨터공학과는 2020학번부터는 C프로그래밍, 자바프로그래밍 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할 경우 

      정보화과목 이수를 면제함

 ※ 일반프로그램 이수는 전과생 및 편입생 또는 다전공자(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또는 

ROTC 및 국제학생만 가능

 ※ 공과대학 ABEEK 운영학과 일반프로그램 이수자는 기준 기초과목 중 택 2 (6학점)을 이수해야 함

 ※ 공과대학 ABEEK 운영학과 일반프로그램 이수자 기준 기초과목

학부(학과) 교  과  목 이수학점

기계시스템공학과 개설된 전공 기초과목 중 택 2

6학점
건축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MS 영역 지정교과목 中 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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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별 학위 수여

대학 학과 학위명 대학 학과 학위명

인문

대학

경배와찬양학과 문학사

공과

대학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사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문학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영미언어문화학과 문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일본언어문화학과 문학사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공학사

중국어중국학과 문학사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사

한국어문학과 문학사

문화

융합

대학

게임콘텐츠학과 게임콘텐츠학사

스마트미디어학과 스마트미디어학사

사회

과학

대학

경찰학과 경찰학사

경기지도학과 체육학사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사

공연방송연기학과 공연예술학사법학과 법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행정학과 행정학사

영화방송학과 영상학사

경영

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사

경제학과 경제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학사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사

문화

관광

대학

관광경영학과 관광학사
물류무역학과 경영학사 외식산업학과 외식경영학사

부동산국토정보학과 부동산국토정보학사
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사

회계세무학과 경영학사

의과학

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패션산업학과 이학사

물리치료학과 보건학사 한식조리학과 조리이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문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영어교육과 문학사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중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학사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이학사 한문교육과 문학사

재활학과 이학사 가정교육과 가정학사

환경생명과학과 이학사 과학교육과 이학사

운동처방학과 체육학사 수학교육과 이학사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 공학사

미래

융합

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 경영학사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사

문화융합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사기계시스템공학과 공학사

기계자동차공학과 공학사 농생명ICT학과 농생명ICT학사
산업공학과 공학사

미래기술융합공학과 공학사소방안전공학과 공학사



Ⅱ. 단과대학 교육과정

r 인문대학

r 사회과학대학

r 경영대학

r 의과학대학

r 공과대학

r 문화융합대학

r 문화관광대학

r 사범대학

r 미래융합대학

r 수퍼스타칼리지





 

인문대학 교육과정

   ¦ 경배와찬양학과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영미언어문화학과

  ¦ 일본언어문화학과

  ¦ 중국어중국학과

  ¦ 한국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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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인문대학 (College of Humanities)

1. 대학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지식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인문인재

교육목표

인문대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고 인문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 글로벌 시대 세

계시민으로서의 안목과 역량을 계발하여, 21세기 정보지식화사회를 선도할 인문창의융합인재

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특성화

경배와찬양학과

◾전공필수 과목으로 졸업까지 총 8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공동체 훈련’교

과목 개설

◾‘공동체 훈련’은 전국 유일의 학과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주도적 집단학

습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 찬양 능력 배양

◾2017년부터 방학 중 해외 선교사역 실시

역사문화콘텐츠

학과

◾2014년도부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교과목 개편 및 신설

◾지역사, 문화콘텐츠, 박물관 학예사, 고전국역의 특성화 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개설

영미언어문화학과

◾2014년 Smart-learning의 확대 도입을 위해 멀티미디어 활용 과목 특화 신설

◾2015년에 실용 영어의 특성화 방향을 수립, 실용적 영문 작성 능력을 제고

하는 과목 설강

일본어문화학과

◾‘J-EAT(Japanese + Engineer service+ Air service + Tourism service) 통섭
형 인문공학 인재 양성’이라는 학과 특성화 목표 수립

◾2014년부터 ‘일본 및 일본어 전문가 + IT 공학 전문가’의 융복합 인재상 

구현 과목 설강

◾2015년 K-MOVE 사업 및 교내특성화사업 선정을 계기로 IT관련 과목 설강 

및 운영

◾국내 최초 일본어·영어 멀티링구얼 교육을 통해 해외 취업의 메카로 부상

중국어중국학과

◾실무 중심의 중국어 과목 50% + 중국문화 25% + 중국정치경제 25%를 기

본 원칙으로 전공 교육과정 개설 운영

◾중국 비즈니스 연계전공 및 한류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관련 과목들 설강

한국어문학과

◾‘문화콘텐츠 창작 과정’,‘한국어교원 과정’,‘국어교직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여 학생 역량 극대화

◾한국어교육 특성화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교원 양성

◾학생들의 적성과 관심사를 반영한 비교과프로그램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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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경배와찬양학과

경배와찬양학과 (Dept. of Doxology)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영성과 실력을 갖춘 예배사역 전문지도자

전공능력 선교사역실무능력 · 예배사역실무능력 · Servant-Leadership능력 

교육목표

경배와찬양학과는 신학, 경배와찬양학, 그리고 예배예술학을 융합시킨 교육과정을 통해 
시대가 요청하는 신실한 목회자, 선교사, 예배사역자,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를 향한 분
명한 최상의 목적의식와 탁월한 실력,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차세대 기독교 리더로 양
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영성훈련

  국내 유일 4년간 공동체생활을 통해 영성과 인성을 갖추는 신앙훈련, 경건훈련

  (아침경건훈련, 저녁경건훈련, 화요 캠퍼스전도훈련, 목요 경배와찬양집회)

◾신학 / 경배와찬양학

  구약, 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학, 교회사, 예배학, 기독교 세계관등의 학문을 통
해 신학적 기반을 갖춘 목회자 양성

◾예배예술학

  예배인도 및 4년간 1~2가지 예배예술실기 (Vocal, Keyboard, Drum, Acoustic Guitar, 
Bass Guitar, Electric Guitar)를 선택하여 집중 교육으로 영성과 실력을 갖춘 예배사역
자 양성

수여학위 문학사 (Bachelor of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목회자

선교사

예배사역자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선교사역실무
능력

목회지 또는 선교지 사역 시 필요한 성경 지식과 신학 및 경배와찬양학 연구를 통해 현
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구약 및 신약개론, 선지서연구 등을 통한 성경기본 지식 학습
◾선교학, 교회학, 역사신학, 경배와찬양개론 등의 수업을 통한 신학기초 학습

예배사역실무
능력

예배예술학의 학문적 지식과 실기 수업을 통한 실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사역현장에 적
용할 수 있는 능력 

◾예배 인도, 예배사역의 실제, 예배사역 문헌연구 등의 수업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겸
비한 학습 진행

◾예배예술실기, 지휘법, 경배와찬양레코딩실습, 보컬 앙상블 등을 통한 실습 및 현장 
적용.

Servant-Leade 공동체 영성훈련을 통해 알아가는 섬김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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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선교사역실무능력 예배사역실무능력

Servant-Leadership능
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선교사역실무능력 예배사역실무능력 Servant-Leadership능력

목회자 ● ● ◐

선교사 ● ◐ ●

예배사역자 ◐ ● ●

rship능력
◾공동체 영성훈련을 통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영성훈련과 저녁영성훈련을 통해 실천하고 
배움을 삶으로 옮기는 섬김의 리더십 함양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신학과 예배사역의 

적용연구
예배 사역의 실제를 위한 

훈련
상호협력관계, 전문가적인 

태도, 윤리의식

실무
찬양사역의 실제를 위한 

교육
예배현장의 이해를 위한 실습 적극적 리더십

심화
예배 및 예배인도를 위한 

연구
전공실기능력 함양 섬김의 리더십

기초
신학과 예배예술학의 

융합을 위한 기초적인지식
예배 및 음악이론 기초

공동체훈련을 통한 
영성·인성·지성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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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선교사역실
무능력

예배사역실
무능력

Servant-Le
adership능

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기독교사상사 ◐ ◐ ○ 6 1 3

신학적성서해설 ◐ ● ○ 5 3 2

예배사역문헌연구 ◐ ◐ ○ 4 4 2

복음서연구 ● ◐ ◐ 5 2 3

선지서연구 ● ◐ ◐ 5 2 3

예배예술실기VII ○ ◐ ○ 2 6 2

예배예술실기VIII ○ ◐ ○ 2 6 2

공동체영성훈련(7) ◐ ◐ ● 2 2 6

공동체영성훈련(8) ◐ ◐ ● 2 2 6

실무

그룹앙상블(1) ◐ ● ● 2 6 2

그룹앙상블(2) ◐ ● ● 2 6 2

보컬앙상블Ⅰ ● ● ◐ 2 6 2

보컬앙상블Ⅱ ● ● ◐ 2 6 2

작곡의실제 ◐ ◐ ◐ 3 5 2

선교언어실습(1) ● ◐ ◐ 5 2 3

기독교상담 ◐ ◐ ● 4 4 2

경배와찬양레코딩실습 ○ ◐ ○ 2 6 2

선교학이해 ● ◐ ○ 5 2 3

예배예술실기Ⅴ ○ ◐ ○ 2 6 2

예배예술실기Ⅵ ○ ◐ ○ 2 6 2

공동체영성훈련(5) ◐ ◐ ● 2 2 6

공동체영성훈련(6) ◐ ◐ ● 2 2 6

심화

예배사역의실제 ● ● ◐ 3 4 3

화성학과대위법 ◐ ● ○ 3 5 2

세속문화의이해 ● ● ○ 3 5 2

요한복음의이해 ● ● ○ 5 2 3

조직신학개론 ● ● ○ 4 3 3

예배와설교 ● ● ◐ 5 3 2

예배예술실기Ⅲ ○ ◐ ○ 2 6 2

예배예술실기Ⅳ ○ ◐ ○ 2 6 2

공동체영성훈련(3) ◐ ◐ ● 2 2 6

공동체영성훈련(4) ◐ ◐ ● 2 2 6

기초
인문학기초Ⅰ ◐ ◐ ● 5 3 2

인문학기초Ⅱ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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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선교사역실
무능력

예배사역실
무능력

Servant-Le
adership능

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음악이론기초 ◐ ● ○ 5 3 2

음향제작기초 ◐ ● ○ 5 3 2

예배인도Ⅰ ● ● ● 3 5 2

예배인도Ⅱ ● ● ● 3 5 2

예배예술실기Ⅰ ○ ◐ ○ 2 6 2

예배예술실기Ⅱ ○ ◐ ○ 2 6 2

공동체영성훈련(1) ◐ ◐ ● 2 2 6

공동체영성훈련(2) ◐ ◐ ● 2 2 6

신약개론 ● ● ◐ 5 2 3

구약개론 ● ● ◐ 5 2 3

경배와찬양개론 ● ● ◐ 5 2 3

진로분야 직무
수준 선교사역실무능력 예배사역실무능력 Servant-Leadership능력

목회자

전문
기독교사상사
복음서연구
선지서연구

예배사역문헌연구[필]
신학적성서해설
예배예술실기Ⅶ,Ⅷ[필]

공동체영성훈련(7),(8)[필]

실무

선교학이해 작곡의실제
선교언어실습(1)
예배예술실기Ⅴ,Ⅵ[필]
보컬앙상블Ⅰ,Ⅱ
그룹앙상블(1),(2)
경배와찬양레코딩실습

공동체영성훈련(5),(6)[필]
기독교상담

심화

세속문화의이해[필]
요한복음의이해
조직신학개론[필]

예배사역의실제[필]
화성학과대위법
예배예술실기Ⅲ,Ⅳ[필]
예배와설교[필]

공동체영성훈련(3),(4)[필]

기초

경배와찬양개론[필] 음악이론기초
음향제작기초
신약개론[필]
구약개론[필]
예배인도Ⅰ,Ⅱ[필]
예배예술실기Ⅰ,Ⅱ[필]

공동체영성훈련(1),(2)[필]
인문학기초Ⅰ,Ⅱ[초]

선교사

전문
기독교사상사
복음서연구
선지서연구

예배사역문헌연구[필]
신학적성서해설
예배예술실기Ⅶ,Ⅷ[필]

공동체영성훈련(7),(8)[필]

실무

선교학이해 작곡의실제
선교언어실습(1)
예배예술실기Ⅴ,Ⅵ[필]

공동체영성훈련(5),(6)[필]
기독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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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선교사역실무능력 예배사역실무능력 Servant-Leadership능력

보컬앙상블Ⅰ,Ⅱ
그룹앙상블(1),(2)
경배와찬양레코딩실습

심화

세속문화의이해[필]
요한복음의이해
조직신학개론[필]
예배와설교[필]

예배사역의실제[필]
화성학과대위법
예배예술실기Ⅲ,Ⅳ[필]

공동체영성훈련(3),(4)[필]

기초

신약개론[필]
구약개론[필]
경배와찬양개론[필]
예배인도Ⅰ,Ⅱ[필]

음악이론기초
음향제작기초
예배예술실기Ⅰ,Ⅱ[필]

공동체영성훈련(1),(2)[필]
인문학기초Ⅰ,Ⅱ[초]

예배사역자

전문

복음서연구
선지서연구

예배사역문헌연구[필]
예배예술실기Ⅶ,Ⅷ[필]
기독교사상사
신학적성서해설

공동체영성훈련(7),(8)[필]

실무

선교학이해 작곡의실제
선교언어실습(1)
경배와찬양레코딩실습
예배예술실기Ⅴ,Ⅵ[필]
그룹앙상블(1),(2)
보컬앙상블Ⅰ,Ⅱ

공동체영성훈련(5),(6)[필]
기독교상담

심화

세속문화의이해[필] 예배사역의실제[필]
화성학과대위법
요한복음의이해
조직신학개론
예배예술실기Ⅲ,Ⅳ[필]
예배와설교[필]

공동체영성훈련(3),(4)[필]

기초

경배와찬양개론[필] 음악이론기초
음향제작기초
신약개론[필]
구약개론[필]
예배인도Ⅰ,Ⅱ[필]
예배예술실기Ⅰ,Ⅱ[필]

공동체영성훈련(1),(2)[필]
인문학기초Ⅰ,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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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신학과 예배사역의 

적용연구

예배사역의 실제를 

위한 훈련

상호협력관계

전문

예배사역문헌연구(G)
기독교사상사(PM)
신학적성서해설(PM)

복음서연구(PM)
선지서연구(PM)
예 배 예 술 실 기 Ⅶ , Ⅷ
(G)
공 동 체 영 성 훈 련
(7),(8)(G)

찬양사역의 실제를 

위한 교육

예배현장의 이해를 

위한 실습

실무 그룹앙상블(1),(2)(W)
보컬앙상블Ⅰ,Ⅱ(G)
선교학이해(PM)

작곡의실제(G)
선교언어실습(1)(G)
예배예술실기Ⅴ,Ⅵ(G)
공 동 체 영 성 훈 련
(5),(6)(G)

기독교상담(G)
경배와찬양레코딩실
습(W)

예배 및 예배인도를 

위한 연구

전공실기능력 함양

심화
예배사역의실제(G)
화성학과대위법(G)
예 배 예 술 실 기 Ⅲ , Ⅳ
(G)
공 동 체 영 성 훈 련
(3),(4)(G)

세속문화의이해(G)
요한복음의이해(PM)
조직신학개론(PM) 예배와설교(PM)

신학, 경배와찬양학, 

예배예술학의 

융합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

기초

인문학기초Ⅰ,Ⅱ(G)
음악이론기초(G)
음향제작기초(G)
예배인도Ⅰ,Ⅱ(G)
예배예술실기Ⅰ,Ⅱ
(G)
공 동 체 영 성 훈 련
(1),(2)(G)

신약개론(G)
구약개론(G)
경배와찬양개론(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P)목회자 (M)선교사 (W)예배사역자       

비 

교 

과

▪공동체영성훈련(1),(2) ▪공동체영성훈련(3),(4) ▪공동체영성훈련(5),(6) ▪공동체영성훈련(7),(8)

캄보디아 해외선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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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6 + 전필18 + 전선18) 이상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6 + 전필18 + 전선42) 이상

전필 18 2~3

전선
18 2~4

24 3~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

1~4  ◾공동체영성훈련(1)~(8) 이수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공인어학시험(TOEIC) 700점 이상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0 + 전선 18)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
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학점)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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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10] 교과목 해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2224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Ⅰ 3 3 기초 5 3 2

전선 15000 음악이론기초 Foundation of Music Theory 3 3 기초 5 3 2
전필 12588 예배인도Ⅰ Worship LeadingⅠ 3 3 기초 3 5 2

전선 12563　예배예술실기Ⅰ Individual MajorⅠ 1 1 기초 2 6 2
전필 09948 공동체영성훈련(1) Community Spiritual Training(1) P 기초 2 2 6

2

기초 13190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Ⅱ 3 3 기초 5 3 2
전선 15001 음향제작기초 Foundation of Audio Engineering 3 3 기초 5 3 2

전필 12589 예배인도Ⅱ Worship LeadingⅡ 3 3 기초 3 5 2
전선 12564 예배예술실기Ⅱ Individual MajorⅡ 1 1 기초 2 6 2

전필 09950 공동체영성훈련(2) Community Spiritual Training(2) P 기초 2 2 6

2

1

전필 13885 신약개론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3 3 기초 5 2 3

전필 13890 예배사역의실제 Actuality of worship Ministry 3 3 심화 3 4 3
전선 10837 선교학이해 The understanding of Mission 3 3 실무 5 2 3

전선 16176 그룹앙상블(1) Group Ensemble(1) 3 3 실무 2 6 2
전선 15431　보컬앙상블Ⅰ Vocal EnsembleⅠ 3 3 실무 2 6 2

전선 12565 예배예술실기Ⅲ Individual MajorⅢ 1 1 심화 2 6 2
전필 09951 공동체영성훈련(3) Community Spiritual Training(3) P 심화 2 2 6

2

전필 13786 구약개론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3 3 기초 5 2 3
전필 14138 경배와찬양개론 Introduction Worship & Praise 3 3 기초 5 2 3

전선 14999 화성학과대위법 Music Theory and Counterpoint 3 3 심화 3 5 2
전선 16177 그룹앙상블(2) Group Ensemble(2) 3 3 실무 2 6 2

전선 15432 보컬앙상블Ⅱ Vocal EnsembleⅡ 3 3 실무 2 6 2
전선 12566 예배예술실기Ⅳ Individual MajorⅣ 1 1 심화 2 6 2

전필 09952 공동체영성훈련(4) Community Spiritual Training(4) P 심화 2 2 6

3

1

전필 15433 세속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secular culture 3 3 심화 3 5 2

전필 15648 조직신학개론 Introduction of Systematic Theology 3 3 심화 4 3 3
전선 15646 기독교사상사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3 3 전문 6 1 3

전선 14997 작곡의실제 Actuality of composition 3 3 실무 3 5 2

전선 16178 선교언어실습(1) Practice of Mission Language(1) 3 3 실무 5 2 3

전선 12567 예배예술실기Ⅴ Individual MajorⅤ 1 1 실무 2 6 2
전필 09963 공동체영성훈련(5) Community Spiritual Training(5) P 실무 2 2 6

2

전필 13897 예배사역문헌연구 A study on worship ministry literature 3 3 전문 4 4 2
전선 08174 요한복음의이해 Studies of John's documents 3 3 심화 5 2 3

전선 14998 신학적성서해설 The Biblical Exegesis for the preaching 3 3 전문 5 3 2

전선 12568 예배예술실기Ⅵ Individual MajorⅥ 1 1 실무 2 6 2

전필 09964 공동체영성훈련(6) Community Spiritual Training(6) P 실무 2 2 6

4

1

전필 07208 예배와설교 Worship & Preaching 3 3 심화 5 3 2
전선 13893 경배와찬양레코딩실습 Worship and praise recording practice 3 3 실무 2 6 2

전선 14161 복음서연구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3 3 전문 5 2 3
전선 12569 예배예술실기Ⅶ Individual MajorⅦ 1 1 전문 2 6 2

전선 09982 공동체영성훈련(7) Community Spiritual Training(7) P 전문 2 2 6

2

전선 14160 선지서연구 Research of The Prophets 3 3 전문 5 2 3

전선 12917 기독교상담 Christian Counseling 3 3 실무 4 4 2
전선 12570 예배예술실기Ⅷ Individual MajorⅧ 1 1 전문 2 6 2

전필 09994 공동체영성훈련(8) Community Spiritual Training(8) P 전문 2 2 6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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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Ⅰ

복음주의 지성운동으로서의 경배와찬양학이 대두

된 시대적, 영적, 지적 흐름을 개괄해 본다. 예배

예술을 위한 기초를 만든다.

Outline the contemporary, spiritual, and 

intellectual flow of worship and praise as an 

evangelical intelligence movement.

기초
(532)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FoundationⅡ

인문학과 관련된 종교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초적 내용을 공부한다.

Religious literature related to the humanities The 

study of the basic contents related to the 

philosophy of history.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26)

공동체영성훈련(1)~(2) Community Spiritual Training(1)~(2)

이 과목은 본 전공의 필수 pass과목으로 아침 8시
에 아침영성훈련(M.S.T)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
루를 열고, 저녁 9시에 저녁영성훈련(E.S.T)을 통
해 하루를 돌아보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 하는 훈련의 교과내용이다. 규칙적인 생활 
훈련, 경건 생활 훈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통
해 서로  다른 자아를 알아가고 용납하며 서로 섬
기고 존귀히 여김을 통한 인성과 영성훈련을 받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목이다. 실습을 통해 익힌다. 

 As a compulsory one, this module aims to 
discipline students through a specially established 
community life by Morning Spiritual 
Training(M.S.T) at 6 am with meditation of the 
Word of God and daily prayer for all nations 
through Evening Spiritual Training(E.S.T) in the 
evenings. Such disciplined and set-apart lifestyle 
in one community will help students learn 
respects for others as well as themselves in 
Christ, leading to develop their noble characters 
and spirituality as the people of God.   

심화
(226)

공동체영성훈련(3)~(4) Community Spiritual Training(3)~(4)

이 과목은 본 전공의 필수 pass과목으로 아침 8시
에 아침영성훈련(M.S.T)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
루를 열고, 저녁 9시에 저녁영성훈련(E.S.T)을 통
해 하루를 돌아보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 하는 훈련의 교과내용이다. 규칙적인 생활 
훈련, 경건 생활 훈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통
해 서로  다른 자아를 알아가고 용납하며 서로 섬
기고 존귀히 여김을 통한 인성과 영성훈련을 받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목이다. 실습을 통해 익힌다. 

 As a compulsory one, this module aims to 
discipline students through a specially established 
community life by Morning Spiritual 
Training(M.S.T) at 6 am with meditation of the 
Word of God and daily prayer for all nations 
through Evening Spiritual Training(E.S.T) in the 
evenings. Such disciplined and set-apart lifestyle 
in one community will help students learn 
respects for others as well as themselves in 
Christ, leading to develop their noble characters 
and spirituality as the people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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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26)

공동체영성훈련(5)~(6) Community Spiritual Training(5~(6)

이 과목은 본 전공의 필수 pass과목으로 아침 8시
에 아침영성훈련(M.S.T)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
루를 열고, 저녁 9시에 저녁영성훈련(E.S.T)을 통
해 하루를 돌아보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 하는 훈련의 교과내용이다. 규칙적인 생활 
훈련, 경건 생활 훈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통
해 서로  다른 자아를 알아가고 용납하며 서로 섬
기고 존귀히 여김을 통한 인성과 영성훈련을 받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목이다. 실습을 통해 익힌다. 

 As a compulsory one, this module aims to 
discipline students through a specially established 
community life by Morning Spiritual 
Training(M.S.T) at 6 am with meditation of the 
Word of God and daily prayer for all nations 
through Evening Spiritual Training(E.S.T) in the 
evenings. Such disciplined and set-apart lifestyle 
in one community will help students learn 
respects for others as well as themselves in 
Christ, leading to develop their noble characters 
and spirituality as the people of God.   

전문
(226)

공동체영성훈련(7)~(8) Community Spiritual Training(7)~(8)

이 과목은 본 전공의 필수 pass과목으로 아침 8시
에 아침영성훈련(M.S.T)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
루를 열고, 저녁 9시에 저녁영성훈련(E.S.T)을 통
해 하루를 돌아보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 하는 훈련의 교과내용이다. 규칙적인 생활 
훈련, 경건 생활 훈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통
해 서로  다른 자아를 알아가고 용납하며 서로 섬
기고 존귀히 여김을 통한 인성과 영성훈련을 받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목이다. 실습을 통해 익힌다. 

 As a compulsory one, this module aims to 
discipline students through a specially established 
community life by Morning Spiritual 
Training(M.S.T) at 6 am with meditation of the 
Word of God and daily prayer for all nations 
through Evening Spiritual Training(E.S.T) in the 
evenings. Such disciplined and set-apart lifestyle 
in one community will help students learn 
respects for others as well as themselves in 
Christ, leading to develop their noble characters 
and spirituality as the people of God.   

기초
(352)

예배인도Ⅰ Worship LeadingⅠ

본 교과에서는 예배 인도자를 위한 예배인도 훈련
의 기초 과정으로 예배인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
추어야할 영성, 인도자 자신, 찬양, 팀, 그리고 음
악, 음향 및 기자재들의 기초와 실제 등등 각각의 
분야들을 훈련한다.

This module is a foundation course for providing 
worship leaders with training in spirituality, how 
to manage himself as well as worship team as 
the leader, music, instruments, sound effects, and 
various aids, The overall training is theoretical 
and practical.

기초
(352)

예배인도Ⅱ Worship LeadingⅡ

예배인도1에 연결되는 과목으로 교회나 사역지에
서 이루어지는 환경중 보다 실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예배인도 능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적용훈련
으로 사역지에서 나타날 수많은 상황을 만들어가
고 대처해나가는 종합적 훈련이며, 영성, 인도자 
자신, 찬양, 팀, 그리고 음악, 음향 및 기자재들의 
실제 등등 발생 가능한 환경 모든 부문들의 실제
적 심화훈련 과정이다.

This module happens followed by Worship 
Leading1. It features application training for 
promoting worship leading abilities in the 
virtually-made situations, likely to happen in 
practical ministries of church or in the field. The 
aim of the module is to provide students as 
worship leaders with practical and in-depth 
training to cope and manage their spirituality, 
teamwork, music, instruments, sound effects,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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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tc.

심화
(343)

예배사역의실제 Actuality of worship Ministry 

예배인도자 훈련의 고급 과정으로, 전체 예배를 
기획하며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종합적
으로 훈련한다. 

Advanced training courses of worship leader. 
Comprehensive advanced training of everything 
you need for planning and conducting yourself in 
worship. 

심화
(352)

세속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secular culture

신실한 기독교 문화의 확립을 위해 세속문화의 접
점과 대립점을 연구한다.
교회 내이 침투되어있는 세속문화의 폐해를 파악
하여 오염되지 않는 건강한 사역을 연구한다.

In order to establish a faithful Christian culture, 
we study contact points and confrontations with 
secular culture.
We study the harmfulness of the secular culture 
that is infiltrated in the church and study healthy 
and uncontaminated ministry.

기초
(262)

예배예술실기Ⅰ~Ⅱ Individual MajorⅠ~Ⅱ

학습자의 전공실기 능력을 극대화시켜 전문 예배
예술 사역자, 예술인으로서의 기초 자질을 함양하
기 위하여 학습한다. 학습자와 담당교수와 일대일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개
발하는데 집중하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서 균형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유도한다.

This course aims to maximize the learner 's 
practical skills and to learn basic qualities of 
professional worship arts workers and artists. 
Through the one-to-one learning guidance with 
the learner and the professor, we concentrate on 
develop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and induce effective learning 
methods so that they can do balanced learning in 
various areas related to the major.

심화
(262)

예배예술실기Ⅲ~Ⅳ Individual MajorⅢ~Ⅳ

학습자의 전공실기 능력을 극대화시켜 전문 예배
예술 사역자, 예술인으로서의 기초 자질을 함양하
기 위하여 학습한다. 학습자와 담당교수와 일대일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개
발하는데 집중하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서 균형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유도한다.

This course aims to maximize the learner 's 
practical skills and to learn basic qualities of 
professional worship arts workers and artists. 
Through the one-to-one learning guidance with 
the learner and the professor, we concentrate on 
develop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and induce effective learning 
methods so that they can do balanced learning in 
various areas related to the major.

실무
(262)

예배예술실기Ⅴ~Ⅵ Individual MajorⅤ~Ⅵ

학습자의 전공실기 능력을 극대화시켜 전문 예배
예술 사역자, 예술인으로서의 기초 자질을 함양하
기 위하여 학습한다. 학습자와 담당교수와 일대일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개
발하는데 집중하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서 균형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유도한다.

This course aims to maximize the learner 's 
practical skills and to learn basic qualities of 
professional worship arts workers and artists. 
Through the one-to-one learning guidance with 
the learner and the professor, we concentrate on 
develop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and induce effective learning 
methods so that they can do balanced learning in 
various areas related to the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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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62)

예배예술실기Ⅶ~Ⅷ Individual MajorⅦ~Ⅷ

학습자의 전공실기 능력을 극대화시켜 전문 예배
예술 사역자, 예술인으로서의 기초 자질을 함양하
기 위하여 학습한다. 학습자와 담당교수와 일대일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개
발하는데 집중하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서 균형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유도한다.

This course aims to maximize the learner 's 
practical skills and to learn basic qualities of 
professional worship arts workers and artists. 
Through the one-to-one learning guidance with 
the learner and the professor, we concentrate on 
develop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and induce effective learning 
methods so that they can do balanced learning in 
various areas related to the major.

기초
(523)

구약개론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이 저술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아브
라함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연대기적 
윤곽을 제공하고 비평적 해석 방법과, 구약 성경 
문학에서 제기된 장르 및 신학적 문제들을 바라보
는 통찰력을 가지고 모세 5경, 예언서 및 문서들
을 소개한다.

This module provides chronological frame from 
Abraham to the Israelite exile in Babylon. 
Furthermore, it examines genres, issues in 
theological views, how God is described in each 
book of OT and how it is related to the 
contemporary Christians. 

기초
(523)

신약개론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신약의 처음 부분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구하
는데, 공관복음의 질문들과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
펴본다. 나중 부분은 사도바울의 서신서를 연구한
다. 신약 성경 각 권의 장르 문제, 문학적 의존성 
및 신학 주제 등을 소개하여, 성경을 학문적으로 
읽는데 도움을 준다.

This module examines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of each book of NT and issues in 
theological views. Students will be asked to find 
out the main thought of each authors and how it 
is applied to this age. 

전문
(442)

예배사역문헌연구 A study on worship ministry literature

여러 가지 예배사역에 필요한 분야들의 종류와 내
용을 심층 분석하여 연구한다. 

In-depth analysis of the study, the type and 
content of the fields required for various worship 
ministries. 

기초
(523)

경배와찬양개론 Introduction Worship & Praise

현대예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경배와찬양에 대
한 다양한 이론적, 기능적 접근을 연구한다. 경배
와찬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며 각 
시대별 흐름에 따른 경배와찬양의 변화와 전망을 
알아본다.

We study various theoretical and functional 
approaches to worship and praise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 modern worship. It examin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worship and 
praise, and examines the changes and prospects 
of worship and praise according to the flow of 
each period.

심화
(433)

조직신학개론 Introduction of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은 성경의 바탕위에서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다룬다. 이를 위해 본 
과목은 기독교의 필수불가결한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systematic theology deals with the basic and 
central contents of Christianity on the basis of 
the Bible. In this end, this subject aim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contents of Christianity 
correctly and communicate the truth of God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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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532)

예배와설교 Worship & Preaching

기독교의 기본의식인 예배의 의미와 요소를 다루
고 예배의 순서를 분석하여 신학적 의미를 터득하
며 성례전의 기초적인 이론을 연구한다. 또한 예
배와 설교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설교의 구성과 전
달방법, 그리고 설교자의 기본자세를 배운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meaning and elements 
of worship which is the basic consciousness of 
Christianity. It analyzes the order of worship and 
learns the theological meaning and studies the 
basic theory of sacrament. It also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worship and sermon, how to 
structure and communicate the sermon, and the 
basic attitude of the preacher.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32)

음악이론기초 Foundation of Music Theory

21세기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인 통론, 기초 
화성학, 청음 및 리듬 읽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이다. 

The objectives of class is variety of outline of 
music, basic music theory, ear training and sight 
reading necessary to music and easy to educate 
through practical practice and class. 

기초
(532)

음향제작기초 Foundation of Audio Engineering

공연이 있는 곳엔 언제나 음향 장비가 설치된다. 
이에 공연에 필요한 음향에 대한 기본 지식, 마이
크의 종류 및 사용법, 음향 장비의 운용 방법 등
을 이론과 함께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익혀보도록 
한다.

Sound faculty is installed when people has a 
performance art or music concert. Student will 
learn about basic of sound, microphones and 
instruction of sound faculty in foundation of 
audio engineering. 

심화
(352)

화성학과대위법 Music Theory and Counterpoint

음악의 기본요소 중 하나인 화성학에 대하여 배우
고 화성과 함께 음악을 구성하는 선율에 대한 대
위법을 배우는 수업이다. 화성학과 대위법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배워 음악을 편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Music theory is basic of music studying. At this 
module, student will study about music theory 
and counterpoint for apply to song arrangement.

실무
(262)

그룹앙상블(1) Group Ensemble(1)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조를 구성하여, 매주마다 
다른 조의 팀들이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성
하고 준비하는 수업이다. 이 시간에는 학습자들이 
라이브워십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예배 콘티 및 
예배준비 기도모임, 회의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대
상, 특징, 연주팀들을 기획하고 실제 예배 상황을 
준비하여 실제 예배준비 상황을 학습하도록 한다. 
이 수업은 경배와 찬양의 영성과 수준 높은 음악 
수준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수업으로 진행되며 직접 콘티를 구성하고, 반주팀
들과 호흡, 편성 등을 실습하게 된다.

In this class, students form a group, and teams 
from different groups organize and prepare 
everything they need for worship every week. 
During this time, learners will be required to 
plan the object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teams to worship through the meeting, and 
prepare for the actual service preparation before 
preparing for the Live Worship class. This class 
will be conducted as a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so that the spirituality of worship and 
praise and high level of music can be combined, 
and will organize the conti and practice breathing 



30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and organizing with the accompaniment teams.

실무
(262)

그룹앙상블(2) Group Ensemble(1)

매주마다 발표자를 지정하여 발표자들의 자작곡, 
편곡 혹은 기존곡을 개인 혹은 합주로 연주함으로
써 음악적 경험을 확대한다. 개인연주 발표를 통
하여 학습자들은 연주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여
러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전문 
연주인으로서 필요한 현장 경험을 익히고, 발표자
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문제점들을 점검하면서 해
결해 나간다. 학습자들의 개인적 기술의 향상과 
음악적 자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수업이다.

Each week, a presenter is assigned to expand 
the musical experience by playing the presenter's 
own compositions, arrangements, or existing songs 
individually or in concert. Through individual 
performance announcement, learners will be able 
to find solutions when faced with sudden 
occurrences in playing, learn the field 
experiences necessary as professional performers, 
and solve them by checking the musical problems 
of presenters. It is a class that helps learners 
improve their personal skills and improve their 
musical qualities.

실무
(262)

보컬앙상블I Vocal EnsembleI

여러 명의 보컬들이 모여서 각 자의 파트를 나누
어 노래하는 것을 보컬 앙상블 또는 코러스라 한
다. 함께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화음 구성과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중음
악에서는 다른 악기와도 합주를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보컬 화음 구성법도 익혀야 한다. 이 수업은 
보컬들이 보컬 앙상블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화성
을 쌓는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해보는 수업이다.

It is called a vocal ensemble or a chorus when 
several vocals come together and sing each part 
of the person separately. To sing together, it is 
important to match the composition of the chords 
and the breathing of each other. Especially in 
popular music, it also plays with other musical 
instruments. This class is a class where vocals 
learn basic skills necessary for vocal ensemble 
and how to build harmony.

실무
(262)

보컬앙상블II Vocal EnsembleII

보컬 앙상블 2의 목적은 1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
대로 각 장르에 맞는 보컬 앙상블의 구성과 실습
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다. 1에서 기초적인 화성 
구성법을 배웠다면 2에서는 장르별 음악의 특징과 
더불어 거기에 사용된 보컬 화음을 분석해보고 실
습해보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The purpose of vocal ensemble 2 is to learn the 
composition and practice of vocal ensemble for 
each genre based on the contents learned in 1. 
1, we can analyze the vocal chords that are used 
in the music togeth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enre.

심화
(523)

선교학이해 The understanding of Mission

고대 교회부터 현대까지 제기된 선교의 패러다임
들을 소개한다. 복음 전도로서 선교, 문화화로서의 
선교, 해방으로서의 선교, 신앙간 증거로서의 선
교, 그리고 ‘소망을 가진 행동’으로서의 선교가 
포함된다. 이 외의 다른 패러다임들도 소개되며, 
각각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난 결과도 살펴본다.

The first unit of this module introduces students 
to the variety of paradigms for mission that have 
arisen from the ancient church to the present 
day, including mission as evangelism, as 
inculturation, as liberation, as interfaith witness, 
and as ‘action in hope’.  These and other 
paradigms will be studied and their practical 
consequences on the field of history explored.   

실무
(352)

작곡의실제 Actuality of composition

교회 찬양을 스스로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 Learn and train your ability to write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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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고 훈련한다. praise of the church.

심화
(523)

요한복음의이해 Studies of John's documents

요한복음 및 서신에 흐르는 신학적 사상과 내용 
및 배경에 대해 연구한다. 특별히 요한의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등을 연구한다.

We study the theological thought, contents and 
background flowing in John Gospel and letter. 
John's Christianity, pneumatology, eschatology, 
and ecclesiology.

전문
(613)

기독교사상사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기독교 사상사는 기독교 진리의 등뼈를 구성하는 
사상의 역사적 궤적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하나님
의 계시인 성경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배움으로 성경 66권의 다양한 주제들 속
에 담긴 가장 중요한 시대별 주제들을 이 과목에
서 탐구한다. 고대와 중세와 종교개혁 및 근세와 
현대에 이르는 기독교의 사상적인 변천을 배움으
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상적 흐름을 파악
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취득한다.

Christian thought i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ideas that constitute the 
backbone of Christian truth. By studying how the 
Bible, the revelation of God, has been understood 
in history, we explore in this course the most 
important themes in the various topics of 
Scripture 66. By learning the ancient and 
medieval, religious reforms, and the ideological 
changes of Christianity from the modern to the 
modern, we acquire wisdom to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ideological flow of our times.

전문
(532)

신학적성서해설 The Biblical Exegesis for the preaching

신학적 성서해설은 신학적 지식과 본문과의 만남
을 위한 실천적인 목적을 지닌 과목이다. 성서에 
대한 읽기는 성서신학의 방법론을 따라서 읽어왔
으나 설교를 위해서 주해할때 성서신학적 주해의 
방법론은 성서와 현대인의 만남을 가져오는데 많
은 문제를 파생시켰다. 따라서 조직신학적 방법론
에 입각한 성서 본문의 읽기가 요청된다. 설교를 
위한 성서해설은 성서와 해석자, 성서와 현대인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적인 주해의 실제와 이
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The theological Bible commentary is a subject 
with practical purpose for meeting the theological 
knowledge with the text. Reading about the Bible 
has been read along with the methodology of 
biblical theology, but when commenting for the 
sermon, the methodology of biblical theological 
interpretation has brought about many problems 
in bringing the Bible to modern ma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ad the Bible text based on the 
systematic methodology. The Bible commentary 
for the sermon sets forth the actual and 
theoretical grounds for the academic 
interpretation that enables the meeting of the 
Bible, the interpreter, the Bible and the modern 
man.

실무
(523)

선교언어실습(1) Practice of Mission Language(1)

사역을 준비하며 목회자의 길로, 혹은 선교사의 
길로 가는 학생들에게 있어 언어는 필수적인 요소
로 작용한다. 특히 중화권 선교는 거의 모든 나라
에 적용된다 할 수 있다. 이에 선교사역을 준비하
는 학생들이 한-중 간 언어 실습을 통해 다른 언
어권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이해하고 다가올 선교
사역에 대비하도록 한다. 

Language serves as an essential element for 
students who prepare for ministry and take the 
path of pastors or missionaries. In particular, 
missionary work in China can be said to apply to 
almost all countries. Therefore, students 
preparing for missionary work should understand 
the culture and language of other languages 
through Practice of Mission Languag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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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prepare for future 
missionary work.

전문
(523)

복음서연구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이 과목은 공관복음의 질문들과 요한복음의 특징
을 살펴본다. 신약 성경 각 권의 장르 문제, 문학
적 의존성 및 신학 주제 등을 소개하여, 성경을 
학문적으로 읽는데 도움을 준다. 

This course examines the questions of the 
Synoptic Gospe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John's 
Gospel. It introduces genre issues, literary 
dependence and theological themes of each 
volume of the New Testament and helps to read 
the Bible academically.  

전문
(523)

선지서연구 Research of The Prophets

이 과목은 선지서를 연구하는 과목으로,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며,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 사이의 정치. 경제, 종교적인 배경을 살펴본
다. 선지서가 전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명기적 역사관을 갖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
는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study of the prophecy, and the 
prophecy is divided into the Great Prophet and 
the Little Prophet, and the politics between 
North Israel and Southern Lebanon. Economic, 
and religious backgrounds. Find out what the 
core of the Prophet is about, have a devel- 
oped history, and develop a sense of 
discernment. 

실무
(442)

기독교상담 Christian and Counseling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을 성취하기 위한 목회자의 자질과 기
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Learn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Christian 
counseling and learn the qualities and skills of 
pastors to achieve effective pastoral care.

실무
(262)

경배와찬양레코딩실습 Worship and praise recording practice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스스로 녹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훈련한다. 

Learn and train your ability to record your own 
praise to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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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콘텐츠학과(Dept. of History and Culture Contents)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역사와 문화콘텐츠의 창의적인 인재

전공능력 전공심화능력 · 현장실무능력 · 글로벌소통능력 

교육목표
역사문화콘텐츠학과는 역사과목 필수와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콘텐츠인재로서 이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지역문화인력 양성하기 위해 현장 실

무 및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공분야 진출을 위한 비학점교육, 전공심화특강, 자격증취득 등을 통한 실용교육 운영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능력을 강화하며 전공업계 실무자들을 초빙하여 특강

을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업계의 최근 동향 및 취업 정보 등을 공유하고 실무

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수여학위 문학사(Bachelor of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역사전공전문가 한국사자격증, 한자자격증

박물관큐레이터 한국사자격증, 준학예사 자격증

문화콘텐츠기획전문가 한국사자격증

문화재조사연구원 한국사자격증

역사교사 한국사자격증, 역사교사2급자격증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공심화능력

역사 지식을 기반으로 시대사, 역사인식론, 사료독해, 연구방법론 등 전반에 관해 이해
하는 능력

◾시대사의 주요사건, 유물, 기록, 인물 등에 대하여 안다.
◾지역사, 역사교재, 역사인식이론 등을 안다.

현장실무능력

문화재 조사방법, 문화콘텐츠기획, 전시콘텐츠제작 및 실습 등 실무 능력

◾고고학, 문화유산, 박물관에 관한 기초지식 등의 역량을 갖춘다.
◾콘텐츠의 전시, 기획, 활용에 관한 지식을 인지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한다.

글로벌소통능력

외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 계발을 위해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글로벌 호텔리어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말
하고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외국의 역사문화 자료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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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공심화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공심화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능력

역사전공

전문가
● ◐ ◐

박물관

큐레이터
● ◐ ◐

문화콘텐츠

기획전문가
◐ ● ◐

문화재조사

연구원
● ● ○

역사교사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전시기획, 사례 연구, 

다양한 방법의 콘텐츠구축

지표조사방법, 발굴조사방법, 
역사콘텐츠기획·학습법  

기획마인드,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역사지리학이해,

구술사연구이해,

역사콘텐츠 산업분야분석,

역사공부 지도법

협업적인 태도, 

중립적인 자세

심화
기록물관리 및 분석, 

문화소비재로서 역사 조사

 강독과 활용능력, 기록, 

콘텐츠기획
전문성과 창의성 함양

기초
역사 관련 지식,

지역 인식 변화 탐구,

역사를 읽는 방법, 지역사의 
특수성과 보편성 분석

비판적이며 창의적인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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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공심화능

력

현장실무

능력

글로벌소통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역사교과교육론 ● ● ○ 6 2 2

역사교과교재및연구법 ● ● ○ 6 2 2

역사교육론 ● ● ○ 6 2 2

문화유산과전시콘텐츠 ◐ ● ○ 4 4 2

고고학조사와발굴실습 ◐ ● ○ 6 2 2

실무

디베이트역사해석 ● ◐ 5 3 2

수퍼스타취업설계 ○ ● 4 4 2

역사문화콘텐츠제작실습 ◐ ● 5 3 2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 ◐ ● 5 3 2

문화도시만들기 ◐ ● 5 4 1

역사지리와공간 ● ◐ 4 3 3

역사논술지도법 ● ◐ 5 4 1

심화

한국고대사 ● ○ 6 2 2

한국중근세사 ● ○ 6 2 2

서양현대사 ● ◐ 6 2 2

고문서와생활사 ● 5 2 3

한국근현대사 ● ○ 6 2 2

동아시아근세사 ● ◐ 6 3 1

한국사상․문화사 ● ○ 6 3 1

역사와아카이브 ◐ ● ○ 5 2 3

지역사료강독 ● ○ 6 2 2

韓日文化NETWORK ● ● 6 2 2

Global History&Culture ● ● 6 2 2

문화유적탐방(1) ◐ ● ○ 5 2 3

문화유적탐방(2) ◐ ● ○ 5 2 3

문화유적탐방(3) ◐ ● ○ 5 2 3

문화유적탐방(4) ◐ ● ○ 5 2 3

기초

한국사입문 ● ○ 6 1 3

인문학기초Ⅰ ● ○ 5 3 2

인문학기초Ⅱ ● ○ 5 3 2

호남지역사입문 ● ○ 6 1 3

문화콘텐츠와문화생활 ● ◐ ○ 5 3 2

역사학개론 ● ○ ◐ 6 2 2

역사문화콘텐츠제작입문 ◐ ● ○ 5 4 1

비교문화탐구 ● ● ◐ 6 2 2

고고학탐구 ● ◐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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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공심화능

력

현장실무

능력

글로벌소통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박물관과문화유산 ● ● ◐ 6 2 2

호남고문헌탐구 ● ○ 6 2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공심화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능력

역사전공

전문가

전문 문화유산과전시콘텐츠

실무 역사지리와공간 수퍼스타취업설계[필]

심화

한국고대사[필]
한국중근세사[필]
한국사상․문화사[필]
한국근현대사[필]
동아시아근세사[필]
역사학개론[필]
서양현대사
고문서와생활사
지역사료강독

문화유적탐방(1)
문화유적탐방(2)
문화유적탐방(3)
문화유적탐방(4)
역사와아카이브

韓日文化NETWORK
GLobal History&Culture

기초

한국사입문
호남지역사입문
문화콘텐츠와문화생활
호남고문헌탐구
고고학탐구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비교문화탐구

박물관

큐레이터

전문 문화유산과전시콘텐츠

실무
디베이트역사해석
역사지리와공간

수퍼스타취업설계[필]
역사문화콘텐츠제작실습

심화

한국고대사[필]
한국중근세사[필]
한국사상․문화사[필]
한국근현대사[필]
동아시아근세사[필]
역사학개론[필]

문화유적탐방(1)
문화유적탐방(2)
문화유적탐방(3)
문화유적탐방(4)
역사와아카이브

韓日文化NETWORK
GLobal History&Culture

기초

한국사입문
호남지역사입문
호남고문헌탐구
고고학탐구
문화콘텐츠와문화생활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박물관과문화유산
역사문화콘텐츠제작입문
비교문화탐구

문화콘텐츠

기획전문가
전문

문화유산과전시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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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공심화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능력

실무

역사문화콘텐츠제작실습
문화도시만들기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
수퍼스타취업설계[필]

심화

한국고대사[필]
한국중근세사[필]
한국사상․문화사[필]
한국근현대사[필]
동아시아근세사[필]
역사학개론[필]

문화유적탐방(1)
문화유적탐방(2)
문화유적탐방(3)
문화유적탐방(4)
역사와아카이브

韓日文化NETWORK
GLobal History&Culture

기초

한국사입문
호남지역사입문
문화콘텐츠와문화생활
고고학탐구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역사문화콘텐츠제작입문
비교문화탐구

문화재조사

연구원

전문
고고학조사와발굴실습
문화유산과전시콘텐츠

실무
역사지리와공간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

수퍼스타취업설계[필]

심화

한국고대사[필]
한국중근세사[필]
한국사상․문화사[필]
한국근현대사[필]
동아시아근세사[필]
역사학개론[필]
서양현대사
고문서와생활사

문화유적탐방(1)
문화유적탐방(2)
문화유적탐방(3)
문화유적탐방(4)
역사와아카이브

韓日文化NETWORK
GLobal History&Culture

기초

고고학탐구
한국사입문
호남지역사입문
문화콘텐츠와문화생활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역사문화콘텐츠제작입문
비교문화탐구
박물관과문화유산

전문
역사교과교육론
역사교육론
역사교과교재및연구법

역사교사

실무
디베이트역사해석
역사논술지도법

수퍼스타취업설계[필]

심화

한국고대사[필]
한국중근세사[필]
한국사상․문화사[필]
한국근현대사[필]
동아시아근세사[필]
역사학개론[필]
서양현대사
고문서와생활사

문화유적탐방(1)
문화유적탐방(2)
문화유적탐방(3)
문화유적탐방(4)

韓日文化NETWORK
GLobal History&Culture

한국사입문
호남지역사입문

비교문화탐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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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획 및 분석 
콘텐츠 구축 및 

활성화
전문 역사교과교육론(T)

역사교과교재및연구법(T)
역사교육론(T)

문화유산과전시콘텐츠(HMCR)
고고학조사와발굴실습(R)

역사지리학 및 
구술사연구 이해

활용 및 적용
실무

디베이트역사해석(MT)
수퍼스타취업설계(G)
역사문화콘텐츠제작실습(MC)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CR)

문화도시만들기(C)
역사지리와공간(HMR)
역사논술지도법(T)

시대사 이해
기록물 관리 및 

분석
심화

한국고대사(G)
한국중근세사(G)
서양현대사(HRT)
고문서와생활사(HRT)
문화유적탐방(1)(G)
문화유적탐방(2)(G)
문화유적탐방(3)(G)
문화유적탐방(4)(G)

한국근현대사(G)
동아시아근세사(G)
한국사상·문화사(G)
지역사료강독(H)
韓日文化NETWORK(G)
Global History&Culture(G)
역사와아카이브(HMCR)

한국사 입문
지역사 입문
콘텐츠 입문

 박물관 입문

기초

한국사입문(G)
호남지역사입문(G)
문화콘텐츠문화생활(G)
인문학기초Ⅰ(G)
인문학기초Ⅱ(G)

역사학개론(G)
고고학탐구(G)
박물관과문화유산(MR)
호남고문헌탐구(D)
비교문화탐구(G)
역사콘텐츠제작입문(MCR)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H)역사전공전문가  (M)박물관큐레이터  (C)문화콘텐츠기획전문가 

                               (R)문화재조사연구원 (T)역사교사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공심화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능력

문화콘텐츠와문화생활
고고학탐구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비 
교 
과

▪ 싹수 프로그램
▪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전통문화연수원)

▪ 꿈수 프로그램
▪ 외국어(일본어) 

학습반

▪ 땀수 프로그램
▪ 준학예사 교육 

프로그램

▪ 한자자격증 대비반
▪ 고전클러스터 

강독반

학습 동아리, 춘계·추계 문화유적탐방, 한국사 자격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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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21 + 전선 15)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21 + 전선 15)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전필, 전선) 21학점 이수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21 + 전선 15) 이상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 6 + 전필 21 + 전선 39) 이상

전필 21 2~4

전선
15 1~4

24 1~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 논문 자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필수), TOEIC/TEPS 550점, 
JLPT N3급, HSK 4급,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중 택 1

 ◾졸업 논문 면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TOEIC/TEPS:750점, JLPT N2
급, HSK 5급,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준학예사 시험합격, 공모전 입상 
중 택 1 

 ※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타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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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4675　한국사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2 2 기초 6 1 3

전선 15435 문화콘텐츠와문화생활 Cultural contents and life 3 3 기초 5 3 2
기초 12224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Ⅰ 3 3 기초 5 3 2

2
전선 14660　호남지역사입문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Honam region 2 2 기초 6 1 3
기초 13190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Ⅱ 3 3 기초 5 3 2

2

1

전필 08078 역사학개론 Introduction to the Historiography 3 3 기초 6 2 2

전필 08083 한국고대사 The Ancient times in Korean History 3 3 심화 6 2 2

전선 10388 고고학탐구 Research of Archaeology 3 3 기초 5 2 3

전선 14453 호남고문헌탐구 Research of ancient Honam documents 3 3 기초 6 2 2

전선 11987 문화유적탐방(1) Exploring relics of culture 1 1 심화 5 2 3
전선 16161 문화유적탐방(3) Exploring relics of culture 1 1 심화 5 2 3

2

전선 07887 서양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the West 3 3 심화 6 2 2

전필 13904 한국중근세사 Medieval and modern history of Korea 3 3 심화 6 2 2

전선 14661 박물관과문화유산 Museum and cultural heritage 3 3 기초 6 2 2

전선 15881 고문서와생활사 Document and life history 3 3 심화 5 2 3

전선 15440 역사문화콘텐츠제작입문
Introduction of cre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2 2 기초 5 4 1

전선 15441 비교문화탐구 Comparative cultural exploration 3 3 기초 6 2 2

전선 12298 문화유적탐방(2) Exploring relics of culture 1 1 심화 5 2 3

전선 16162 문화유적탐방(4) Exploring relics of culture 1 1 심화 5 2 3

3

1

전선 14457 디베이트역사해석 Debate of history interpretation 3 3 실무 5 3 2

전필 13907 한국근현대사 Korea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3 3 심화 6 2 2

전선 14146 역사교과교육론 Instructional Theories of History Subject 3 3 전문 6 2 2

전선 14676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 Research of cultural property 3 3 실무 5 3 2

전선 14677 역사와아카이브 History and Archive 3 3 심화 5 2 3

전선 15436 韓日文化NETWORK Network of Korean and Japanese culture 3 3 심화 6 2 2

전선 15437
역사문화콘텐츠제작실습
(캡스톤디자인)

Introduction of cre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Capstone design)

2 2 실무 5 3 2

2

전필 12934 동아시아근세사 Early Modern History of East Asia 3 3 심화 6 3 1

전선 12936 역사교육론 Studies of History Education 3 3 전문 6 2 2

전필 12296 한국사상·문화사 Korean thinking ·Culture history 3 3 심화 6 3 1

전선 14147 역사교과교재및연구법
Teaching Method & Materials of History 
Subject

3 3 전문 6 2 2

전선 14456 지역사료강독 Reading in local documents 3 3 심화 6 2 2

전필 15187 수퍼스타취업설계 Super star job design 3 3 실무 4 4 2

전선 15442 Global History & Culture Global History & Culture 2 2 심화 6 2 2

4

1

전선 14679
역사논술지도법
(캡스톤디자인)

History Essay a method of guidance 
(Capstone design)

2 2 실무 5 4 1

전선 14680
문화유산전시콘텐츠
(캡스톤디자인)

Cultural heritage and exhibit contents 
(Capstone design)

3 3 전문 4 4 2

전선 15439
문화도시만들기
(캡스톤디자인)

Building cultural city(Capstone design) 3 3 실무 5 4 1

2

전선 14459 고고학조사와발굴실습 Archaeological survey and excavation 3 3 전문 6 2 2

전선 14664
역사지리와공간
(캡스톤디자인)

Historical geography(Capstone design) 3 3 실무 4 3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41

인문대학-역사문화콘텐츠학과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 Ⅰ

현재 인문학연구의 주요 대상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지만,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져가는 종교와 심리학 등도 인문학 탐구의 대

상으로 삼고자 한다. 인문학기초 과목은 각 분야

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학문마다의 

기초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동시

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문학 연

구의 의의와 그 효용성, 그리고 대학에서의 공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그리고 대학생활 4년에 대

한 포부를 갖도록 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enhan

ce love and pride for the science of humanities. 

For this purpose emphasis will be given on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individual disciplin

e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 Ⅱ

국어국문학 대한 이해를 높혀 전공 학습에 필요

한 지식과 소양을 쌓는다.

This class deepenes understanding of korean lite

rature and builds knowledge and grouding about 

linguistics and literature which are fundamental f

or human studi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역사학개론 Introduction to the Historiography

역사연구에서 기초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역사인

식론과 연구방법론이 기존의 역사학계에서 어떻

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역사 

연구의 보다 신중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태

도를 갖게 한다.

We look into the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which have advanced in the field of history. 

Thus we take a serious, critical, and creative 

attitude towards the study of history.

심화
(622)

한국고대사 Ancient Korean History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발생과 발전 추이를 살펴본다. 한국 문화의 원류

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한다.

We examin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and understand its original spirit 

and mentality.

심화
(622)

한국중근세사 Medieval and modern history of Korea

고려시대부터 근대화 이전까지의 역사적인 흐름

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통한 전개과정을 

학습한다. 이에 따른 역사적 의의도 되짚어 본다. 

We look back at Koryo modernization and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s of this era of 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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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significance.

심화
(622)

한국근현대사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근대화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시대를 겪으

며, 생겨난 질곡과 애환을 추적해 본다. 한국근현

대사의 다양한 발달 과정과 특성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파악한다. 

We study modern Korean history an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its 

development proces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path from the yoke down to modern 

Korean history has been tumultuous sorrow.

심화
(631)

한국사상·문화사 Korean thinking ·Culture history

한국의 고대, 불교, 유학, 실학, 동학, 민중 사상

과 문화사의 흐름을 고찰한다. 한국사상·문화사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We examine Korean ancient Buddhism, 

Confucianism, Korean positivism, Donghak, 

Republic through and culture history. We 

enlarge understanding Korean thoughts ·culture 

history.

심화
(631)

동아시아근세사 East Asian history

근세 동아시아 역사의 발전과정을 동북아시아 삼

국(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이해한다. 또한 서양의 역사발전단계와의 차이점

도 파악한다.

We learn about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history into modern times. We compare the 

features of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and examine historical stages of 

development and differences from the Western 

world. 

실무
(442)

수퍼스타취업설계 Super star job design

역사문화콘텐츠 관련 직업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

을 이해한다. 자신의 진로 분야를 결정하고 취업

을 위한 학습계획 수립과 실천 방법을 설계한다.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별 인재상과 능력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해당조건과 

능력을 준비시킨다.

Understand a wide variety of jobs, including a 

career in historical culture. Decide on your 

career field and implement a learning plan for 

your employment. Identify accurately the 

necessary abilities and skills of your future 

occupation. Through systemic learning, the 

student implements the necessary conditions and 

abilities in society.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13)

한국사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선사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의 

발전과정을 학습한다. 한국사회 발전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별 역사의 특징을 이해한다.

We research the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from pre-history to modern history. We 

understand chronical features of each history and 

the stream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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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13)

호남지역사입문 Introduction to Local Area of Honam History

한국사 흐름 속에서 호남 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한다. 호남 지역이 역사적

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아보고, 문화적 특

징 또한 살펴본다. 

We examine the distinct and universal features of 

Ho-nam through the stream of Korean History.

심화
(622)

서양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the West

시민혁명 이후, 사회주의와 수많은 장애를 겪으면

서 성장해온 자본제와 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춰 현

대 서구문명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미

래 인류의 역사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한

다.

We study Western contemporary civilization 

critically, focusing on the capitalism and the 

liberalism which distinguished themselves after 

civil revolutions and have come through many 

difficulties, such as both world wars, socialism, 

and so on. Thus we find a fresh way to make 

the world better in the future.

실무
(532)

디베이트역사해석 Debate of history interpretation

역사적 사건은 보는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 이를 각자

의 입장에서 토론해 볼 수 있는 디베이트 방식을 

통해 전공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도록 한

다.  

Historical events are translated differently or 

valued according to a person’s side or view. We 

cultivate professional skills and creativity through 

debates, discussing the stance of each side. 

전문
(622)

역사교육론 Studies of History Education

역사교육방법과 교재의 종류, 성격, 용도 등에 대

해 알아본다. 지도안 작성에 따른 문제들을 검토함

으로써 효율적인 역사교육방법을 학습한다.

Researching the methodologies of history 

education and the usages of material sources for 

history education.

전문
(622)

역사교과교육론 Instructional Theories of History Subject

역사 교육의 이론과 지식 그리고 역사학습의 설명

과 이해, 역사적 사고력에 대한 연구현황과 문제점

을 제시한다. 이로써 앞으로 역사과 교육연구에 일

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gives knowledge about the present 

state and the problems in instructional methods, 

while also explaining the facts of history to pupils 

and helping them understand the meaning and 

value of it.

전문
(622)

역사교과교재및연구법 Teaching Method & Materials of History Subject

역사교육의 교재에 관한 연구, 특히 국정 교과서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다. 학습 자료에 대한 연구가 수

반되도록 하여, 효율적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makes thorough studies of learning 

materials, especially the state-designed text books 

in history to assist in effective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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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23)

고고학탐구 Research of Archaeology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물과 유구를 통해 역사를 

밝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특히 문자가 없던 선사시

대는 고고학 방법론과 유적조사를 통해 실체에 접

근하도록 한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적조

사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이론은 물론 조사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전 능력을 함양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facilitate 

the examination of historic sites and excavation of 

cultural relics in the field of archaeology. This 

course assists students in understanding history 

through archaeological relics and historical sites. 

This course especially focuses on prehistoric 

Korean culture. By studying methodology of 

archaeology and research results, students will 

understand prehistoric Korean culture. At the end 

of this course, students will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archaeological studies and will 

have the talent necessary to work in archaeology 

research activities.

기초
(622)

박물관과문화유산 Museum and cultural heritage

박물관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아울러 실습

을 병행하여 앞으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We acquire basic knowledge of museums. In 

addition, we will work in professional occupation 

paralleling with practical practices. 

실무
(532)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 Research of cultural property

다양한 문화재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문

화재의 유형을 이해하고, 각 유형별에 따른 조사 

방법을 익힌다. 문화재를 찾아 조사 및 정리하는 

현장실습을 병행한다.  

Learn how to research the various cultural 

properties directly. Figure out the types of  

cultural properties and master the research 

method distinguished by each type. It is a lesson 

that runs parallel with finding cultural properties 

in person and examining-organizing. 

전문
(622)

고고학조사및발굴실습 Archaeological survey and excavation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방법을 익힌

다. 실제로 현장에 참여하여 실전 능력을 배양한

다. 유형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그 역사성에 대해서

도 학습한다. 

Learn cultural indicators for heritage survey 

methods, assist in excavations, learn Questionnaire 

teaching practice skills and actually participate in 

the field surveys of the ruins. Also learn about 

sex the types of cultural property and its history.

전문
(442)

문화유산과전시콘텐츠(캡스톤디자인)
Cultural heritage and exhibit contents(Capstone 

design)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지

식을 전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박물관과 관련된 전시 기획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

추도록 한다.

Within the variety of cultural heritage that 

features of knowledge can understand, how can 

you take advantage of research? This course 

equips students with comprehensive knowledge on 

the museum's exhibi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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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433)

역사지리와공간(캡스톤디자인) Historically geography and space(Capstone design)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은 자연공간의 변화에 일정

한 영향을 받아왔다. 역사지리학이 무엇인지를 이

해하고, 한국의 지리와 공간에 투영된 사람들의 삶

의 변화 모습을 알아본다.

Historically, human life has been affected by the 

transformation of natural timetables, We study 

South Korea's geography and understand what the 

people’s lifestyle changes projected into space.

심화
(523)

고문서와생활사 Document and life history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산되는 다양한 기

록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기록에 대한 학습과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We understand to produce a variety of pattern 

recordings and features that human beings create 

between birth and death. We try to examine 

people’s lives through learning and analyzing the 

recordings.

심화
(523)

역사와아카이브 History and Archive

역사적으로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 및 운영

하였는지를 학습한다. 기록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We have a lesson how to produce and manage 

historical recordings. We learn about basic 

knowledge in archival science and understand the 

records management history of Korea.

기초
(622)

호남고문헌탐구 Research of ancient Honam documents

고대 문헌자료를 통한 역사 속 호남지역을 조명해 

보고, 그에 따른 지역 인식의 변화 과정을 탐구한

다.  

This is a lesson that illuminates the area of 

Homan and explores the changing process of 

perception through ancient literature documents.

심화
(622)

지역사료강독 Reading in local documents

지역의 자료를 발굴하여 향토사를 중점으로 중앙

사를 바라 볼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 자료 해

독을 위한 강독과 활용능력도 배양한다. 

To discover regional materials that are hidden 

from the majority, we learn about nurturing 

translation and practical use by seeing the view 

point of the center government.

실무
(541)

역사논술지도법(캡스톤디자인)
History Essay a method of guidance (Capstone 

design)

다양한 역사를 소재로 한 글쓰기를 통해 역사 논

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힌다. 개발된 학습

법에 따른 역사 공부 지도법을 실습한다. 

We raise the ability to teach history study 

methods through history writing. We understand 

various history study methods as historical 

materials as well, and practice teaching history 

study methods on a developed learning method.

기초
(532)

문화콘텐츠와문화생활 Cultural contents and life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학습한다. 문화생활과

의 밀접한 관계를 조사하고, 콘텐츠 산업 분야를 

분석한다. 

We learn diverse concepts of cultural contents. 

Investigate close relation of cultural life, analyzing 

contents industrial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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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41)

역사문화콘텐츠제작입문
Introduction of cre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문화원형의 발굴은 역사문화를 기초로 하며, 많은 

콘텐츠를 포함한다. 역사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하

여 문화콘텐츠 제작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 

Excavation of cultural origin is based on historical 

culture, including many contents. Explore 

possibility of making cultural contents, establishing 

basis on it through learning historical culture.

기초
(622)

비교문화탐구 Comparative cultural exploration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적 차이가 발생되

어진 원인과 사례를 조사한다. 각 문화의 고유한 

특질을 살펴보고,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과 공

유 가치를 분석한다.

We investigate causes and examples brought 

about cultural difference by comparing different 

cultures. We research each culture’s unique 

traits, analyzing universal cultural phenomenon of 

mankind and sharing values.

심화
(622)

韓日文化NETWORK Network of Korean and Japanese culture

역사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상호 문화교류는 동아

시아의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한일 문화교류의 양상을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탐

구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적 연대도 모색

한다.  

Historically, cultural exchange between both 

countries has contributed to political stability of 

East Asia. Study historical examples of trend of 

this Korean and Japanese cultural exchange. 

Through this, seek peaceful solidarity of East 

Asia.

실무
(532)

역사문화콘텐츠제작실습(캡스톤디자인)
Production and practice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Capstone design)

역사문화 자원을 찾아 콘텐츠 기법을 학습하고, 자

료 선별 능력 또한 배양한다. 실습 중심의 콘텐츠 

기획과 제작 방법을 습득한다. 

We learn content technique, finding out historical 

and cultural sources, and cultivate ability of 

selecting materials. Acquire content plan and 

production method of practice centered.

심화
(622)

Global History & Culture Global History & Culture

최근 역사학계는 서양 중심주의적 역사 서술과 자

민족 중심주의적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

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이

러한 학계의 흐름을 이어받아, 다양한 역사 서술의 

개념과 방법을 탐구한다. 

Recent historical schools have escaped from 

Western world centered description and 

ethnocentrism, suggesting new perspective based 

on variety cultures. Taking over this trend from 

schools, explore concepts and methods of variety  

historical descriptions.

실무
(541)

문화도시만들기(캡스톤디자인) Building cultural city(Capstone design)

도시에 문화가 접목된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콘텐

츠를 적용시킨 새로운 도시 기획 방법을 모색한다.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e seek planning method of new cities applied in 

content, analyzing examples that are combined 

with cultures into cities. Run practical program for 

fostering human resources with adequate fiel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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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23)

문화유적탐방(1)~(4) Exploring relics of culture(1)~(2)

국내 역사문화유적을 답사하면서 역사학도로서의 

안목을 넓히고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인

식의 지평을 확대한다.

While exploring Korea's historical sites, it will 

broaden its eye as a history major and expand its 

horizon for self-directed perception of Korean 

histor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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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언어문화학과(Dept.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실무적인 영어실력과 응용능력을 갖춘 인재

전공능력 번역 실무능력·영어활용능력·영어교육능력

교육목표

영미언어문화학과는 영어의 수월성 재고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 시대에 필수․실용적이며, 

영어학과 영문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TESOL과 통번역에 대한 입문과정, 심화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현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영어의 기능을 숙달하고, 학문연구 대상으로서 영어와 영미문화를 심도 있게 연구하며 이의 

실용화 중심의 교육과정

◾실용영어학습에 바탕을 두고 영미언어문화심화전공, 통번역심화전공, 그리고 TESOL심화전공

을 운영

◾실용영어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비학점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한 실무능력의 향상 기회 제공

수여학위 문학사(Bachelor of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통번역가 TOEIC, ITT 자격증, STI 자격증

영어서류 업무 TOEIC, 무역영어 자격증

영어교사 TOEIC, TESOL, 영어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번역 실무능력

정의 정확하고 감각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와 어울리는 영어통번역 능력

준거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황과 시대에 맞는 번역을 하는 훈련을 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번역을 한다.

영어활용능력

정의 국제회의, 협상, 무역 등의 실무영어를 쓰는 현장에서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

준거

◾원어민 교수님과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지속적 훈련을 통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영어표현을 꾸준하게 공부해서 졸업 후 실무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한다.

영어교육능력

정의
영어의 다양한 요소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영
어교수법을 통해 전문교육인으로 성장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영어교수법을 습득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수법을 제공한다.
◾아동, 청소년, 성인등 다양한 연령층을 교육 할 수 있는 영어실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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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번역 실무능력 영어활용능력 영어교육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영미권의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영어청취,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
빠르고 정확하며,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는 태도

실무
영어음운규칙, 

영어독해 및 작문 교수법

회화능력 지도, 

영어 듣기 및 말하기 지도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심화
영어학 연구 방법, 

영어발달사, 영어문장의 
연구

문학작품 해석과 표현, 
영어작문능력, 영어청취능력, 

영어어휘능력

외국인 대상으로의 한국 언어 
및 문화 소개하는 태도

기초
영미문학이해, 
영미문화이해

영어의 반복학습,

문장의미 해석능력

문학작품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번역 실무능력 영어활용능력 영어교육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영어회화 ● ◐ 4 4 2

AI를활용한영어교육 ◐ ● 4 4 2

시사영어 ◐ ● ◐ 4 3 3

전공능력

진로분야
번역 실무능력 영어활용능력 영어교육능력

영어통번역 ● ● ◐

원어회의 및 
기업체 서류업무

◐ ● ◐

영어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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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번역 실무능력 영어활용능력 영어교육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영문강독 ○ ● 4 3 3

영어와사회 ○ ● ◐ 3 4 3

실무

영문학개론 ○ ◐ ● 5 3 2

영미문화 ○ ● ◐ 3 2 5

영어음성음운론 ◐ ● 3 3 4

영어발달사 ◐ ● 4 2 4

영어의어휘 ● ◐ 4 3 3

영어독해 ◐ ◐ ● 3 4 3

영문법 ◐ ● ● 3 4 3

미디어영어 ◐ ● 4 4 2

영어학개론 ○ ◐ ● 3 3 4

영미문학사 ◐ ◐ ● 3 3 4

영어스토리텔링의이해 ● ◐ 4 3 3

영어의미의이해 ● ◐ 4 2 4

영어작문 ◐ ● ◐ 3 4 3

영어교과교육론 ○ ● 3 4 3

영어의구조 ● ◐ 3 3 4

영어의사용과의미 ◐ ● 4 4 2

영미소설 ● ◐ 3 4 3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 ● 4 3 3

심화

번역의이론과실제 (캡
스톤디자인)

● ● 4 3 3

영어청취 ◐ ● ◐ 3 4 3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 ● 4 3 3

영어통번역연습 (캡스
톤디자인)

● ● ◐ 4 3 3

영어학특강 ○ ◐ ● 5 3 2

취업실무영어(1) ◐ ● 3 4 3

취업실무영어(2) ◐ ● 3 4 3

기초

인문학기초Ⅰ ○ ◐ ● 5 3 2

인문학기초Ⅱ ○ ◐ ● 5 3 2

영어기초Ⅰ ◐ ● 3 2 5

영어기초Ⅱ ◐ ● 5 2 3



51

인문대학-영미언어문화학과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번역 실무능력 영어활용능력 영어교육능력

통번역가

전문
영어회화
영문강독
시사영어

실무

영미문화[필]
영문법[필]
미디어영어
영어의어휘
영어작문
영어의사용과의미

영문학개론[필]
영어독해[필]
영어학개론[필]

심화
번역의이론과실제(캡스톤디자인)
영어통번역연습(캡스톤디자인)

영어청취
취업실무영어(1)
취업실무영어(2)

영어학특강[필]

기초
영어기초Ⅰ
영어기초Ⅱ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영어서류업무

전문
영어회화
영문강독
영어와사회

실무

영미문화[필]
영문법[필]
영어의어휘
영어작문
미디어영어
영어스토리텔링의이해
영미소설

영문학개론[필]
영어독해[필]
영어학개론[필]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심화
번역의이론과실제(캡스톤디자인)
영어통번역연습(캡스톤디자인)

영어청취 영어학특강[필]

기초
영어기초Ⅰ
영어기초Ⅱ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영어교사

전문
영어회화
AI를활용한영어교육

실무

영미문화[필]
영문법[필]
영어의미의이해
영어의구조

영문학개론[필]
영어독해[필]
영어학개론[필]
영미문학사
영어발달사
영어음성음운론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심화
취업실무영어(1)
취업실무영어(2)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영어학특강[필]

기초
영어기초Ⅰ
영어기초Ⅱ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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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영어 듣기 및 
말하기 지도

전문
영어회화(G)
AI를활용한영어교육(E)

시사영어(T)
영문강독(TD)
영어와사회(D)

영미문학의 
이해

영미문화의 
이해

영어문장의 
연구

실무

영문학개론(G)
영미문화(G)
영어음성음운론(E)
영어발달사(E)
영어의어휘(TD)
영어독해(G)
영문법(G)
미디어영어(TD)

영어학개론(G)
영미문학사(E)
영어스토리텔링의이해(D)
영어의미의이해(E)
영어작문(TD)
영어교과교육론(E)
영어의구조(E)
영어의사용과의미(T)
영미소설(D)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DE)

영어독해 및 
작문 교수법

번역 
실무능력

심화 영어학특강(G)

번역의이론과실제
(캡스톤디자인)(TD)
영어통번역연습
(캡스톤디자인)(TD)
취업실무영어(1)(TE)
취업실무영어(2)(TE)
영어청취(TD)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E)

문장의미 
해석능력

기초

영어기초Ⅰ(G)
영어기초Ⅱ(G)
인문학기초Ⅰ(G)
인문학기초Ⅱ(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T)통번역가  (D)영어서류업무  (E)영어교사

비 
교 
과

▪ 싹수 프로그램 ▪ 꿈수 프로그램 ▪ 땀수 프로그램

해외연수 프로그램, 취업영어(TOEIC)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영미언어문화학과 동아리 T.I (영어 글모음), 영미언어문화학과 동아리 ALL.T (번역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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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6 + 전필18 + 전선18)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6 + 전필18 + 전선18 + 심화24) 이상

전필 18

1~4
전선

18

24

졸업자격(논문) P 4
 - 정규 TOEIC 700점 이상 취득
 - 졸업시험 중 택 1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교직과정 이수자를 제외한 최소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제2의 전공(연계전공 포함)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해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 기본 이수영역의 교과목을 포함해서 전공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 시   

영어 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학점)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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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 ★과목은 교직이수자 필수 과목임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2224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Ⅰ 3 3 기초 5 3 2

전선 14148 영어기초Ⅰ Basic EnglishⅠ 3 3 기초 3 2 5

2
기초 13190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Ⅱ 3 3 기초 5 3 2

전선 14149 영어기초Ⅱ Basic EnglishⅡ 3 3 기초 5 2 3

2

1

전필 10122 영문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3 3 실무 5 3 2

전필 10826 영미문화 English & American Culture 3 3 실무 3 2 5

전선 14682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 Phonology 3 3 실무 3 3 4

전선 06467 영어발달사 History of English Language 3 3 실무 4 2 4

전선 11567 영어의어휘 English Morphology 3 3 실무 4 3 3

2

전필 14612 영어독해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3 3 실무 3 4 3

전필 06323 영문법 English Grammar 3 3 실무 3 4 3

전선 06352 영어회화 English Speech 3 3 전문 4 4 2

전선 16138 AI를활용한영어교육 AI in English Education 3 3 전문 4 4 2

전선 15800 미디어영어 Media English 3 3 실무 4 4 2

3

1

전필 06632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 3 실무 3 3 4

전선 06796 영미문학사 History of English & American Literature 3 3 실무 3 3 4

전선 15975 영어스토리텔링의 이해 Understanding English Storytelling 3 3 실무 4 3 3

전선 11566 영어의미의이해 Understanding on English Meaning 3 3 실무 4 2 4

전선 14611 영어작문 English Composition 3 3 실무 3 4 3

전선 15707 ★영어교과교육론 English Curriculum and Educational Theory 3 3 실무 3 4 3

2

전필 16129 영어학특강 A special lecture on English Linguistics 3 3 심화 5 3 2

전선 15802 시사영어 Current English 3 3 전문 4 3 3

전선 08673 영어의구조 English Syntax 3 3 실무 3 3 4

전선 08672 영어의사용과의미 English Pragmatics 3 3 실무 4 4 2

전선 08474 영미소설 English & American Novel 3 3 실무 3 4 3

전선 14085 ★영어교과교재및연구법 English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3 3 실무 4 3 3

4

1

전선 14151 번역의이론과실제(캡스톤디자인)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 Capstone design 3 3 심화 4 3 3

전선 05992 영문강독 Reading in English 3 3 전문 4 3 3

전선 15525 취업실무영어(1) Practical English for Job finding (1) 3 3 심화 3 4 3

전선 06802 영어청취 English Listening 3 3 심화 3 4 3

2

전선 14613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Teaching English Through Multimedia 3 3 심화 4 3 3

전선 15803 영어와사회 English and Society 3 3 전문 3 4 3

전선 14647 영어통번역연습(캡스톤디자인)
Exercise of English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Capstone design
3 3 심화 4 3 3

전선  15525 취업실무영어(2) Practical English for Job finding (2) 3 3 심화 3 4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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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 Ⅰ

현재 인문학연구의 주요 대상은 문학과 역사와 철

학이지만,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커

져가는 종교와 심리학 등도 인문학 탐구의 대상으

로 삼고자 한다. 인문학기초 과목은 각 분야의 학

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학문마다의 기초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문학 연구의 의의와 

그 효용성, 그리고 대학에서의 공부 방법 등에 대

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애정과 자

긍심, 그리고 대학생활 4년에 대한 포부를 갖도록 

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love and pride for the science of 

humanities. For this purpose emphasis will be 

given on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individual discipline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 Ⅱ

국어국문학 대한 이해를 높혀 전공 학습에 필요

한 지식과 소양을 쌓는다.

This class deepenes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builds knowledge and grouding 

about linguistics and literature which are 

fundamental for human studi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실무
(532)

영문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영문학의 모든 배경과 고대, 중세, 근세의 영문학

을 살펴봄으로 영미문학이해에 도움이 되게 한다.

The courses will work towards giving the students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nglish literatur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ways in which literature can be explored through 

associated disciplines such as history, philosophy, 

and the literatures of other languages.

실무
(325)

영미문화 English & American Culture

영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등에 대한 개괄적 학습을 통해 영국과 미국의 생

활과 문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American 

and British life and culture through learning 

American and British politics, economics, society, 

geography etc.

실무
(334)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영어학 연구방법론, 

영어의 음운, 통사, 의미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영어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developing the basic concept of the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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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language in explanation of the structure of 

English Phonology, Syntax, Semantics and other 

Linguistics.

실무
(343)

영어독해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학생들이 영어문장을 문법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과 영어로 쓰여진 전체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읽기

과정의 전 단계를 학습한다.

English Reading introduces students to reading 

skills development, vocabulary building, language 

analysis. The readings gathered from wide range 

of genres(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personal essays, textbook chapters, book excerpts, 

on-line discussions, and interviews) help students 

handle various subjects they will encounter as 

they read more widely in English.

실무
(343)

영문법 English Grammar

영문법은 단어들을 결합하여 좀 더 큰 단위인 문

장을 만드는 규칙들의 집합이다. 본 과목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영어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영어의 네 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과목

이다.

 English grammar is the set of rules that allow us 

to combine words in English into larger units, that 

is, sentences. This course is intended for students 

who wish to improve four skills in English to 

provide the most useful tools for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심화
(532)

영어학특강 A special lecture on English Linguistics

본 수업은 영어학개론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

로 해서 영어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해당 수업을 

통해 영어학의 응용분야인 음성과학, 언어처리, 뇌

과학등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미래사회에서 

영어학응용분야가 어떻게 사용 될 수 있을지 알아 

볼 수 있다.

Based on what we have learned in the 

introduction class of English studies, this class 

aims to conduct deep learning in various fields of 

English linguistics. Students can expect to learn 

English language science, language processing, and 

brain science, which are the applications of 

English studies. Through this class, students will 

understand how those applications can be used in 

future societi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325)

영어기초Ⅰ Basic EnglishⅠ

영문과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영어 실력 함양을 

위해 고교시절에 배운 영어를 반복학습 한다.

 To make the students prepared for the English 

major courses, this subject focuses on enhancing 

the English ability by reviewing what they learned 

in high school English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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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23)

영어기초Ⅱ Basic EnglishⅡ

영문과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영어 실력 함양을 

위해 고교시절에 배운 영어를 반복학습 한다.

To make the students prepared for the English 

major courses, this subject focuses on enhancing 

the English ability by reviewing what they learned 

in high school English classes.

전문
(442)

영어회화 English Speech

학생들이 영어의 네 가지 능력을 학습하여 온 것들

을 최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기능력교과목의 성

격을 띈다. 이 과목은 3-4학년의 통번역과정을 효

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이

다.

This is an advance English conversation course for 

intermediate to advanced students of English. It 

focuses on English pronunciation minimal pairs, 

intonation, etc. which are difficult for Korean 

students.

전문
(442)

AI를활용한영어교육 AI in English Education

본 수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연구를 통해 4차산

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영어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학생

들은 팀원들과 협력하여 영어교육과 학습을 위한 

실제적인 인공지능 시스템(AI Chatbot, Augmented 

Reality(AR), Virtual Reality(VR), AI Speaker, etc.)

을 응용 또는 직접 개발해 본다. 

Based on an in-depth analysis and research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nglish educ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this class aims to develop 

concrete and creative ways to learn and teach 

English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y 

explor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AI technology, 

students can expect to stimulate their intellectual 

curiosity, which encourages them to apply and/or 

create a practical AI system(AI Chatbot, 

Augmented Reality(AR), Virtual Reality(VR), AI 

Speaker, etc.) for English education in 

collaboration with other peers.

실무
(442)

미디어영어 Media English

영어영화를 통하여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습득하여 영어회화, 영어청취능력을 기르

며 영상번역 및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청취 지도에 

활용하며 TOEIC/TOEFL의 듣기능력 시험에 대비

한다.

This is an intermediate listening practice course, 

which aims at listening and understand normal 

speed English of native speakers. This course is 

recommended to the students who passed 

successfully English conversation course.

실무
(334)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 Phonology

영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의 조음과정과 조음점, 

조음방법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영어의 음운규칙

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English 

phonological rules which include the point, 

process, and method of English articulation. 

실무
(424)

영어발달사 History of English Language

"영어"라는 언어의 시작과 그 발전과정, 그리고 현재

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발달과정에 대해 공부한다. 

영어형성에 영향을 끼친 정치 문화사를 살피고 이들

을 통해 변모하는 영어의 전 과정을 음운의 변화, 어

A survey of the history of English. A useful 

approach to studying language is the historical 

one, which in the case of English demonstrates 

how many of the irregularities of th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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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휘의 생성과 변화, 통사구조의 발달과정 및 의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어의 발달과정을 단계별로 공부

한다.

are the remnants of earlier, quite regular 

patterns. Studying the history of English.

실무
(433)

영어의어휘 English Morphology

영어단어의 구조, 파생, 단어의 형성 규칙, 영어의 

철자와 발음간의 관계 등 영어어휘에 대한 체계적

인 학습을 통하여 영어어휘의 기본지식을 습득하

여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및 

TOEIC/TOEFL의 어휘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to provide a synthesis of what 

linguists and students have found out about 

English words, that is, the study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English words such as morpheme, 

affixes, compounds, etc. 

전문
(433)

시사영어 Current English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전통적인 영미문학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영미문학에 접근하는 과목이

다. 이를 통하여 현대의 시각, 공간예술을 이해하

고 음미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의 

새로운 해석과 다양한 표현 가능성에 주목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performing art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developing one's 

ability to appreciate performing arts closely, 

perceptively, and imaginatively, and to speak and 

write about them thoughtfully, critically, and 

creatively and gaining an understanding of the 

arts as both literary and performance texts.

실무
(334)

영미문학사 History of English & American Literature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문

학의 시대적, 사상적, 문예사조의 변천과정을 대표

적인 작가와 작품을 통해 익힘으로써 영미문학에 

대해 이해한다.

Students learn the history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literature from 

the Celt to present through the periodic, thought 

and others in the representative writer's works.

실무
(433)

영어스토리텔링의이해 Understanding English Storytelling

해당 수업은 영어의 다양한 채널(소설, 드라마, 시 

등등)을 통해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스토리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영어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해 할 

수 있고, 스스로의 컨텐츠를 만드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다. 

The class is a class that understands the flow of 

stories through various channels of English 

(fiction, drama, poetry, etc.) and practices making 

stories on its own. Through this class, students 

can understand various English stories and 

practice creating their own content.

실무
(343)

영미소설 English & American Novel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영미의 대표적 소설작품들을 

읽고 소설의 이론을 학습하고, 작품에 담긴 영미

문화상을 직접적으로 이해한다. 

Students learn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ories 

of novel and works each period.

실무
(334)

영어의구조 English Syntax

언어지식을 토대로 하여 인류가 사용해 왔던 현대 

제언어들을 언어이론에 근거하여 영어의 문장에 

관한 공시적인 연구를 한다.

Study of techniques and formalism for analyzing 

syntactic phenomena of human languages within 

the framework of 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 such as minimalism.

실무 영어의미의이해 Understanding on English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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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424)

영어를 중심으로 모든 언어에 나타난 의미현상을 

최근의 언어이론과 언어철학이 제시하는 방법론에 

따라 공시적으로 연구한다.

 Following the recent ways that are connect to 

the theory of language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we officially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meaning situation which is nowadays 

presented to all of the languages by English 

which is mainly made the meaning situation.

실무
(442)

영어의사용과의미 English Pragmatics

추상적인 기호체계로서의 언어가 아닌, 의사 전달 

상황 속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발화행위를 연구 대

상으로 하여 실제적인 언어이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for studying practical 

Linguistic theory. Its objective is the language not 

as an abstract symbolic system but as a speech 

act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in practical 

communication situations. 

실무
(343)

영어작문 English Composition

영어문단의 구조와 문단이 모여 작문이 되는 과정 

등을 공부한 후 작문연습을 통해 의사표현능력과 

창의적인 작문능력을 키운다.

This is an advanced English writing course for 

advanced students of English. It focuses on how 

to write English letters, resume, autobiography, 

research papers, business cards, application form 

for the university, etc.

심화
(433)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Teaching English Through Multimedia

영어교육은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멀티미디어 자료

의 활용을 통해 영어를 부담 없이 재미있게 공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Multimedia English is a course to encourage 

students to familiarize with informations written in 

English related to each individual student's chosen 

field of study and to develop information 

technology skills such as the use of computers as 

word processor, for communication through e-mail 

and as an information retrieval tool & the use of 

the Intern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discovery 

of information.

심화
(433)

번역의이론과실제(캡스톤디자인)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 Capstone 

design

번역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쌓은 후 구체적

인 번역 연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실

무, 유학, 영상, 게임, 생활문서, 문학작품 등에 관

한 글을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옮기

는 번역의 능력을 향상시켜 번역 실무능력을 기른

다. 통번역 심화전공 교과목이다.

This course aims at practicing translation after 

learning general theories concerning translation 

studies. By practicing translation English into 

Korean and vice versa using such various material 

as trade, study, film, game, and literature, the 

students can enhance their translation abilities. It 

is a deepen subject abou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전문
(433)

영문강독 Reading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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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학생들이 영어문장을 문법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과 영어로 쓰여진 전체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It's not grammatical analysis about English 

sentences. It grows comprehensible ability about 

meaning of the whole sentences in the flow of 

the context written in English.

심화
(343)

취업실무영어(1), (2) Practical English for Job finding(1), (2)

대학 졸업 후의 취업에 대비하여 영어 본래의 기

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국제 업부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배

운다. 취업시험에 대비하여 토익식 영어 문제들을 

다루어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As the student have to have a job after 

graduation this course will teach to increase 

communication ability in everyday life and 

international trade etc. this course will help the 

student to adjust the changing social 

circumstances by preparing entrance exam.

전문
(343)

영어와사회 English and Society

영어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고 이용하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영어와 

학습, 사고 그리고 문화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a overall 

comprehension on various parts, which use English 

in our daily lives. Therefore, this course has a 

concrete object to study learning, thinking and 

culture with English.

심화
(343)

영어청취 English Listening

한국인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영어발음의 청취능력

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음소, 음운규칙, 초분절

음소인 억양, stress 등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른다. 

영어회화, TOEIC, TOEFL의 듣기시험에 대비하거

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함으로서 멀티미디

어 활용 영어지도 및 영어회화 등 실용에 적응하

는 능력을 배양한다. 심화전공 공통과목이다.

This is an intermediate listening practice course, 

which aims at listening and understand normal 

speed English of native speakers. This course is 

recommended to the students who passed 

successfully English conversation course.

심화
(433)

영어통번역연습(캡스톤디자인)
Exercise of English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 Capstone design

영미언어문화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번역과 통역의 

훈련을 통하여 더 많은 영미의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사회생활

에 있어서의 도움이 될 효과적인 실용영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Exercise of English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troduces students to intensive translation training 

in wide range of topics. By exposing students to a 

variety of text types and genres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learn to handle the information 

written in English. Highly selected reading 

materials and complimentary readings for 

background knowledge help the students to handle 

the richness and depth of writing styles and, 

ultimately, to translate and interpreate into clear 

and beautiful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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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433)

영어교과교재 및 연구법 English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영문과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영어 실력 함양을 

위해 고교시절에 배운 영어를 반복학습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syllabus design for English 

teaching, curriculum theories, materials 

development, material adaptation and other topics 

related to English teac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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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어문화학과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새로운 한일관계를 주도해 갈 창의융합형 인재

전공능력 일본어 소통능력·일본문화 함양능력·일본어 실무능력

교육목표
일본언어문화학과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본어능력을 갖추며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주도해 나갈 창의융
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새로운 시대의 한일관계를 주도할 기초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환유학생제도·복수학위제도·단기어학연수 등을 통한 살아있는 일본어·일본문화 습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일본현지 인턴십·전공 관련 산업체현장실습 등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
공

수여학위 문학사 (Bachelor of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무역업 해외MD JLPT, JPT

항공서비스업 JLPT, JPT, TOEIC

호텔관광업 JLPT, JPT, TOEIC

출판업체 JLPT, JPT, ITT전문번역자격증(한일, 일한)

일본어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 JLPT, JPT

해외 및 국내

IT업계
JLPT, 정보처리기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일본어 
소통능력

일본인과 일상회화는 물론 심화적인 내용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회사의 회의등의 업무
지침에 대해서 대화 할 수 있는 능력

◾회사의 업무 지침, 회의 등의 전문용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다.
◾일본어로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다.

일본문화 
함양능력

일본의 다양한 사회상과 여러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일본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

◾일본의 기업문화와 한국의 기업문화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한다.
◾일본의 문화와 사회 및 시대상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일본어

실무능력

국내외의 일본관련 업계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무 수행 능력

◾일본 현지의 기업에 취업하고 일본 기업문화에 적응 할 수 있다.
◾각 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업무 능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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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일본어 소통능력 일본문화 함양능력 일본어 실무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일본어번역, 

인터넷 등을 활용한 일본어 
전문지식 함양, 일본문학과 
역사 등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

통번역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활용하여 실무 

연결

일본의 문화와 역사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

실무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회와 
능력을 위한 지식 함양, 

IT와 비즈니스 관련 일본어 
능력의 증대, 

일본어word작성법을 통한 
접목 지식  

IT와 비즈니스 관련 기술을 
함양, 일본어 능력과의 접목  

일본 기업 내에서 적응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태도를 
함양

심화
일본어 숙달과정. 일본어 
읽기와 쓰기, 말하기와 
듣기 능력의 심화, 

일본의 소통능력을 심화하여 
완벽한 일본어 구사의 기술

존경어 겸양어 등을 적극 
활용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함양

전공능력

진로분야
일본어 소통능력 일본문화 함양능력 일본어 실무능력

무역업 해외MD ◐ ◐ ●

항공서비스업 ● ◐ ●

호텔관광업 ● ● ◐

출판업체 ◐ ◐ ●

일본어교원 ◐ ● ○

해외 및 국내

IT업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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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일본어학과 문학 등에 대한 
심화된 지식의 습득

기초
일본어 기초지식, 

일본문화의 기본적 이해
일본어 활용능력, 일본인과의 

소통능력
일본문화 특유의 겸손하고 

예의바른 태도 함양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일본어 
소통능력

일본문화 
함양능력

일본어

실무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일본어교과교육론 ◐ ◐ ● 6 2 2

일본어교과교재및연구법 ◐ ◐ ● 3 4 3

일본어word작성법 ● ◐ ● 4 6 0

인터넷일본어 ◐ ● ● 2 6 2

일본어프리토킹 ● ● ◐ 4 4 2

일본어번역클리닉(1) ◐ ● ● 4 4 2

일본어번역클리닉(2) ◐ ● ● 4 4 2

일본의근대풍경 ◐ ● ○ 6 2 2

일본문학속의여성 ◐ ● ○ 6 2 2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 ● ● 4 3 3

실무

일본어회화 ● ◐ ○ 4 4 2

일본어회화(2) ● ◐ ◐ 4 4 2

일본어회화(3) ● ◐ ◐ 4 4 2

일본어회화(4) ● ◐ ● 4 4 2

일본의IT창업과
비즈니스

◐ ● ● 4 3 3

일본어청해(1) ● ◐ ● 5 5 0

일본어청해(2) ● ◐ ● 5 5 0

영상일본어 ◐ ● ◐ 4 4 2

심화

점핑일본어(1) ● ◐ ○ 4 4 2

점핑일본어(2) ● ◐ ○ 4 4 2

생활일본어(1) ◐ ● ○ 4 4 2

생활일본어(2) ◐ ● ○ 4 4 2

일본어작문 ◐ ◐ ● 4 4 2

일본어작문(2) ◐ ◐ ● 4 4 2

일본어강독 ● ◐ ○ 4 4 2

일본어강독(2) ● ◐ ○ 4 4 2

일본어학개론 ● ◐ ○ 5 3 2

일본문학개론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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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일본어 
소통능력

일본문화 
함양능력

일본어

실무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일본어문법 ● ● ○ 5 3 2

기초

일본어기초 I ● ◐ ○ 4 4 2

일본어기초 II ● ◐ ○ 4 4 2

일본문화 ◐ ● ● 6 2 2

인문학기초 I ○ ◐ ○ 5 3 2

인문학기초 II ○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일본어 소통능력 일본문화 함양능력 일본어 실무능력

무역업

해외MD

전문
일본어프리토킹 일본의근대풍경 일본어Word작성법

인터넷일본어

실무

일본어회화[필]
일본어회화(2)[필] 
일본어화화(3)
일본어회화(4)

영상일본어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심화
점핑일본어[필]
점핑일본어(2)[필]
일본어학개론[필]

일본문학개론[필]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기초
일본어기초Ⅰ
일본어기초Ⅱ

일본문화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2)

항공

서비스업

전문 일본어프리토킹 일본의근대풍경 인터넷일본어

실무

일본어회화[필]
일본어회화(2)[필]
일본어화화(3)
일본어회화(4)

영상일본어 일본어청해(1)
일본어청해(2)

심화

점핑일본어[필]
점핑일본어(2)[필]
일본어학개론[필]

일본문학개론[필]
일본어문법
생활일본어(1)
생활일본어(2)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기초
일본어기초Ⅰ
일본어기초Ⅱ

일본문화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호텔

관광업

전문 일본어프리토킹 일본의근대풍경 인터넷일본어

실무

일본어회화[필]
일본어회화(2)[필]
일본어화화(3)
일본어회화(4)

영상일본어 일본어청해(1)
일본어청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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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일본어 소통능력 일본문화 함양능력 일본어 실무능력

심화

점핑일본어[필]
점핑일본어(2)[필]
일본어학개론[필]

일본문학개론[필]
일본어문법
생활일본어(1)
생활일본어(2)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기초
일본어기초Ⅰ
일본어기초Ⅱ

일본문화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출판업체

전문
일본어프리토킹 일본의근대풍경

일본문학속의여성
일본어번역클리닉(1)
일본어번역클리닉(2)
일본어Word작성법

실무
일본어회화[필]
일본어회화(2)[필]

영상일본어

심화

점핑일본어[필]
점핑일본어(2)[필]
일본어학개론[필]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2)

일본문학개론[필]
일본어문법

기초
일본어기초Ⅰ
일본어기초Ⅱ

일본문화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일본어

교원

전문
일본어프리토킹 일본의근대풍경

일본문학속의여성
일본어교과교육론
일본어교과교재및연구법
인터넷일본어

실무

일본어회화[필]
일본어회화(2)[필]
일본어화화(3)
일본어회화(4)

영상일본어

심화

점핑일본어[필]
점핑일본어(2)[필]
일본어학개론[필]

일본문학개론[필]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기초
일본어기초Ⅰ
일본어기초Ⅱ

일본문화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해외 및 

국내

IT업계

전문
일본의근대풍경 인터넷일본어

일본어word작성법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실무

일본어회화[필]
일본어회화(2)[필]
일본어화화(3)
일본어회화(4)

영상일본어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심화

점핑일본어[필]
점핑일본어(2)[필]
일본어학개론[필]

일본문학개론[필]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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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일본문학과 역사 등 
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

통번역기술 함양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무 연결

전문

일본어교과교육론(T)
일본어교과교재및연구법(T)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E)

일본어word작성법(MPE)
인터넷일본어(MAHTE)
일본어프리토킹(MAHPT)
일본어번역클리닉(P)
일본어번역클리닉(2)(P)
일본의근대풍경(G)
일본문학속의여성(PT)

 IT와 비즈니스 관련 
일본어 능력의 증대, 

일본기업 내에서 
적응을 위한 기본적 

태도를 함양

실무
일본어회화(G)
일본어회화(2)(G)

일본어회화(3)(MAHTE)
일본어회화(4)(MAHTE)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E)
일본어청해(1)(AH)

영상일본어(G)
일본어청해(2)(AH)

일본어 구사 능력의 
심화, 일본어학과 

문학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의 습득

심화

점핑일본어(1),(2)(G)
생활일본어(1),(2)(G)
일본어작문(G)
일본어작문(2)(G)

일본어강독(G)
일본어강독(2)(G)
일본어학개론(G)
일본문학개론(G)
일본어문법(G)

일본어 기초지식, 
일본문화의 기본적 

이해
기초

일본어기초Ⅰ(G)
일본어기초Ⅱ(G)
인문학기초Ⅰ(G)
인문학기초Ⅱ(G)

일본문화(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M)무역업 해외MD (A)항공서비스업 (H)호텔관광업
                      (P)출판업계  (T)일본어교원  (E)해외 및 국내 IT 업계 
 

비 
교 
과

▪고른기회전형 대상 
전공기초 역량강화 
프로그램 

▪선후배 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해외 현장실습
▪비교과 멀티링구얼 
특강

▪해외취업동아리

▪해외 현장실습
▪비교과 멀티링구얼 
특강

▪비교과 해외 취업
  비즈니스 특강
▪해외취업 동아리

▪비교과 멀티링구얼 
특강

▪비교과 해외 취업
  비즈니스 특강
▪해외취업 동아리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모임,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일본어 소통능력 일본문화 함양능력 일본어 실무능력

기초
일본어기초Ⅰ
일본어기초Ⅱ

일본문화
인문학기초Ⅰ[초]
인문학기초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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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6 + 전필18 + 전선18)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6 + 전필18 + 전선18 + 심화24) 이상

전필 18 2~3

전선
18 2~4

24 3~4

졸업자격(논문) P 4
- 자격증: JPT640점 이상 JLPT N2 이상의 자격증
   * JLPT 자격증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졸업시험 중 택 1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
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
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학점)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전선, 전필)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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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4152 일본어기초Ⅰ Basic JapaneseⅠ 3 3 기초 4 4 2

1 기초 12224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Ⅰ 3 3 기초 5 3 2

2 전선 14154 일본어기초Ⅱ Basic JapaneseⅡ 3 3 기초 4 4 2

2 기초 13190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Ⅱ 3 3 기초 5 3 2

2

1

전필 14417 점핑일본어(1) Jumping Japanese Language(1) 3 3 심화 4 4 2

전필 14683　일본어회화 Japanese Conversation 3 3 실무 4 4 2

전선 06815　생활일본어(1) Living Japanese(1) 3 3 심화 4 4 2

전선 14684 일본어작문 Japanese Composition 3 3 심화 4 4 2

2

전필 14418 점핑일본어(2) Jumping Japanese Language(2) 3 3 심화 4 4 2

전필 14614 일본어회화(2) Japanese Conversation(2) 3 3 실무 4 4 2

전선 07521 생활일본어(2) Living Japanese(2) 3 3 심화 4 4 2

전선 09864 일본어작문(2) Japanese Composition(2) 3 3 심화 4 4 2

3

1

전선 09257 일본어교과교육론 Instructional Theories of Japanese Subject 3 3 전문 6 2 2

전선 14685 일본문화 Introduction to Japanese Culture 3 3 기초 6 2 2

전선 14686 일본어강독 Reading Japanese 3 3 심화 4 4 2

전필 08156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nguistics 3 3 심화 5 3 2

전선 14687 일본어회화(3) Japanese Conversation (3) 3 3 실무 4 4 2

전선 16113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Basic Strategies for IT Star-ups in Japan 3 3 전문 4 3 3

2

전선 09276 일본어교과교재및연구법 Teaching Method & Materials of Japanese Subject 3 3 전문 3 4 3

전필 07207 일본문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3 3 심화 6 2 2

전선 15821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IT Startups and Business in Japan 3 3 실무 4 3 3

전선 08500 일본어문법 Japanese Grammar 3 3 심화 5 3 2

전선 14615 일본어회화(4) Japanese Conversation (4) 3 3 실무 4 4 2

전선 08501 일본어청해(1) Listening Japanese(1) 3 3 실무 5 5 0

전선 14616 일본어강독(2) Reading Japanese(2) 3 3 심화 4 4 2

4

1

전선 08685 영상일본어 Screen Japanese 3 3 전문 4 4 2

전선 08686 일본문학속의여성 Women in Japanese Literature 3 3 전문 6 2 2

전선 08688 일본어word작성법 How to Use Word processor in Japanese 3 3 실무 4 6 0

전선 09863 일본어번역클리닉(1) Translation Clinic for Japanese(1) 3 3 전문 4 4 2

전선 08687 일본어청해(2) Listening Japanese(2) 3 3 실무 5 5 0

2

전선 08689 인터넷일본어 Internet Japanese 3 3 전문 2 6 2

전선 09862 일본어번역클리닉(2) Translation Clinic for Japanese(2) 3 3 전문 4 4 2

전선 08691 일본어프리토킹 Japanese Free talking 3 3 전문 4 4 2

전선 08692 일본의근대풍경 The modern History of Japan 3 3 전문 6 2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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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 Ⅰ

현재 인문학연구의 주요 대상은 문학과 역사와 철

학이지만,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커

져가는 종교와 심리학 등도 인문학 탐구의 대상으

로 삼고자 한다. 인문학기초 과목은 각 분야의 학

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학문마다의 기초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문학 연구의 의의와 

그 효용성, 그리고 대학에서의 공부 방법 등에 대

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애정과 자

긍심, 그리고 대학생활 4년에 대한 포부를 갖도록 

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love and pride for the science of 

humanities. For this purpose emphasis will be 

given on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individual discipline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 Ⅱ

국어국문학 대한 이해를 높혀 전공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쌓는다.

This class deepenes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builds knowledge and grouding 

about linguistics and literature which are 

fundamental for human studi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442)

점핑일본어(1),(2) Jumping Japanese Language(1),(2)|

초급 일본어 과정으로 읽기와 쓰기를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어휘 수를 늘리고 기본적 문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Application of various systems, procedures, and 

controls associated with a modern hotel 

housekeeping department. Emphasizing on 

management delegation, scheduling systems, 

routines, and equipment requirement.

실무
(442)

일본어회화 Japanese Conversation

명사, 형용사, 동사의 기본적인 활용법과 회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형을 익힌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bilities to speak 

and listen in Japanese. Enables students to hold 

group discussions by cultivating skills through 

listening exercises, and practice with structural 

transformations and rephrasing of statements.

실무
(442)

일본어회화(2) Japanese Convers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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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명사, 형용사, 동사의 기본적이 활용법과 회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형을 익힌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bilities to speak 

and listen in Japanese. Enables students to hold 

group discussions by cultivating skills through 

listening exercises, and practice with structural 

transformations and rephrasing of statements. 

심화
(532)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nguistics

일본어의 문자, 음성, 음운, 문법, 어휘, 방언, 언어

생활 등 제반 언어사항 및 언어학상의 특징을 개

괄적으로 강의한다.

A series of lectures regarding the Japanese 

language, focusing on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letters, phoneme, sounds, grammar, vocabulary, 

dialect, and colloquial usage, as well as general 

linguistic considerations.

심화
(622)

일본문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일본문학에 대한 소양과 기초적인 지식을 기르기 

위해 일본 문학 전체를 개관, 정리한다.

Generalizes Japanese Literature to broaden the 

literary attainments and the basic knowledge of 

Japanese Literatur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42)

일본어기초Ⅰ Basic JapaneseⅠ

초급 일본어 과정으로 읽기와 쓰기를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어휘 수를 늘리고 기본적 문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As a beginning level course in Japanese,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focus on practicing 

reading and writing to expand their vocabularies 

and to learn to use basic sentence structures.

기초
(442)

일본어기초 II Basic Japanese II

초급 일본어 과정으로 읽기와 쓰기를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어휘 수를 늘리고 기본적 문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As a beginning level course in Japanese,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focus on practicing 

reading and writing to expand their vocabularies 

and to learn to use basic sentence structures.

심화
(442)

생활일본어(1),(2) Living Japanese (1),(2)

일상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중

심으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일상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를 중

심으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심화
(442)

일본어작문 Japanese Composition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 

의사를 올바른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을 

한다.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to express themselves 

precisely in Japanese using expressions from 

normal conversation.

심화
(442)

일본어작문(2) Japanese Composition(2)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 

의사를 올바른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을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to express themselves 

precisely in Japanese using expression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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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한다. normal conversation.

기초
(622)

일본문화 Introduction to Japanese Culture

일본의 역사·문학을 포함하는 문화전반을 내용삼

아 일본인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Makes students understand Japanese people and 

their culture, focusing on general Japanese culture 

including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Japan.

심화
(442)

일본어강독 Reading Japanese

중급정도의 일본어 문장의 구문분석과 정확한 이

해를 통하여 일본어 어휘력, 독해력, 표현력을 기

른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bilities to read 

and understand Japanese by focusing on 

vocabulary, reading, exercises, through the 

analysis and comprehension exercises of sentence 

structures working with the intermediate Japanese 

sentences.

심화
(442)

일본어강독(2) Reading Japanese(2)

중급정도의 일본어 문장의 구문분석과 정확한 이

해를 통하여 일본어 어휘력, 독해력, 표현력을 기

른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bilities to read 

and understand Japanese by focusing on 

vocabulary, reading, exercises, through the 

analysis and comprehension exercises of sentence 

structures working with the intermediate Japanese 

sentences.

실무
(442)

일본어회화(3),(4) Japanese Conversation (3),(4)

장면과 상황에 알맞은 일본어 회화 연습 This course aims to encourage students to speak 

Japanese precisely. The course uses various 

teaching materials such as textbooks, comic, 

music, and so on, putting emphasis on listening 

and writing.

실무
(433)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IT Startups and Business in Japan

본 과목은 IT 해외 취업과 관련된 지식습득 및 해

외 취업에 관한 이해도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1) 일본의 IT 산업환경과 IT 산업 시장에 대한 이

해

(2) 일본 IT취업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및 비즈니

스 현장에 대한 교육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ncrease the level of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IT 

employment abroad.

(1) Understanding the IT Industry Environment and 

the IT Industry Market in Japan

(2) Training on business manners and business 

sites for IT employment in Japan

심화
(532)

일본어문법 Japanese Grammar

현대 일본어문법의 기초적인 사항을 학습하고, 일

본어의 문구성 법칙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킨다.

Make students learn the basic grammar of Modern 

Japanese, and throughly examine the rules of 

sentence structures of Japanese.

실무
(550)

일본어청해(1),(2) Listening Japanese(1),(2)

각종 음성에 의한 표현, 즉 회화, 대담, 라디오드라

마, 스피치, 강연, 강의, 뉴스, 프로의 청취, 이해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음성테이프 또는 VTR 등을 

This course develops students' abilities to listen 

and understand Japanese through the expressions 

of various voice such as conversation, talks,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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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사용하여 독해 또는 작문능력과의 상승효과를 도

모하는 연습을 한다.

drama, speeches, lectures, news, and various 

programs by using voice tapes or VTR. In 

addition, let students practice Japanese to enhance 

their ability to read and write through them.

전문
(442)

영상일본어 Screen Japanese

영상일본어 자료로 번역·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Students train their abilities to translate, interpret 

the contents into Korean through the screen  

Japanese.

전문
(622)

일본문학속의여성 Women in Japanese Literature

일본 문학 속에 그려진 여성의 모습을 고찰함으로

써 당시의 역사·사회·문화 등을 함께 이해하도

록 한다.

By examining women's images in Japanese 

literature works, students understand history, 

society, culture in those days.

실무
(460)

일본어word작성법 How to Use Word processor in Japanese

국내 워드프로세서 일본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본어로 논문 보고서 이력서 이메일 작

성 등과 같은 문서작성 능력을 신장시킨다.

This course enhance student‘s abilities to commit 

theses, reports, resumes, e-mails to writing in 

Japanese using Korean word processor and 

Japanese word processor programs.

전문
(442)

일본어번역클리닉(1),(2) Translation Clinic for Japanese (1),(2)

번역 및 일본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

목으로, 양국의 최신 신문 기사, 잡지기사 등을 일

본어 또는 한국어로 옮기는 연습을 한다.

This course is to improve students' abilities for 

translation and conversation. According to this goal, 

students practice translating the latest newspaper 

articles and magazine articles into Japanese or 

Korean.

전문
(262)

인터넷일본어 Internet Japanese

인터넷의 일본어교육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자료

수집 방법을 익히고 일본어 학습을 한다.

Students learn to collect datum through Japanese 

education sites on internet and study Japanese by 

using them.

전문
(442)

일본어프리토킹 Japanese Free talking

자신의 생각, 느낌, 의사표현 등을 일본어로 자유

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서 외국인과

의 완벽한 의사 전달 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improve their abilities to speak their 

thoughts, feelings, expressions freely so that they 

cultivate their abilities to communicate their 

thoughts to native speakers perfectly.

전문
(622)

일본의근대풍경 The modern History of Japan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오늘에 이르는 일본의 

근현대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생생

한 일본 역사를 습득하도록 한다. 

Students learn the vivid history of Japan, focusing 

of the critical events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 of Japan from the Meji Restoration in 1868 to 

the present day.

전문
(622)

일본어교과교육론 Instructional Theories of Japanese Subject

일본어교육의 발전과정·성격·현황·전반적인 문

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Concretely examines the developmental process, 

characteristics, the present conditions, and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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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problems in Japanese Education.

전문
(343)

일본어교과교재및연구법 Teaching Method & Materials of Japanese Subject

일본어교과교육론에 연계된 교과로 일본어의 교재

연구 및 지도 방법을 실제로 탐구하여 교육실습에 

대비한다. 

Prepares students for Practicum by practically 

researching Teaching Method and Materials of 

Japanese Subject connected with the Instructional 

Theories of Japanese Subject.

전문
(433)

일본의IT창업과기초전략 Basic Strategies for IT Start-ups in Japan

본 과목은 IT 해외 창업과 관련된 지식습득 및 해

외 창업에 관한 이해도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1) IT산업의 발전방향과 최신 트랜드 기술

(2) 일본 창업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적인 비즈니스 지식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gai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overseas startups related to IT 

overseas startups. 

(1) The direction of IT industry development and 

latest trend technology 

(2) Basic knowledge of Japanese business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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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중국학과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Sinology)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동아시아 교류협력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적 실무인재

전공능력 중국학 실무 능력 - 중국어 소통 능력 – 창조 리더십 능력

교육목표
 • 중국의 언어, 문화, 역사,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체계적 이해  
 • 중국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교육과정
 • 중국어 및 중국학교육의 실용화와 현장화
 • 다양한 분야의 중국학 교육
 • 교내 프로그램을 통한 중국 장단기 교환학생제도

수여학위 문학사 (Bachelor of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중국어교원 중국어중등 정교사 2급, HSK, CPT 등

호텔관광업 HSK, CPT,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등

항공서비스 HSK, CPT,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등

중국어통번역 HSK, ITT 등

중국 통상 
관련 기업체

HSK, CPT, BCT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중국학 실무 
능력

중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한⦁중 비즈니스 역량 함양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한⦁중 산업 협력에 필요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실무 능력을 갖춘다.

중국어 소통 
능력

수준 높은 중국어 사용능력

◾산업계 각 분야의 특수 목적 중국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한다.
◾중국의 각 매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중국어 청취 및 독해 능력을 갖춘다.

창조 리더십 
능력

한⦁중 교류의 새로운 시도와 발전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

◾한⦁중 교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교류의 발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한⦁중 교류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통찰하여 미래에 필요한 교류와 협력의 방식을 모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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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중국학 실무 능력 중국어 소통 능력 창조 리더십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중국 사회과 문화에 대한 이해 

중국의 뉴스 및 자료 번역

중국과 한국사회의 비교분석

중국 사회, 문화 지식 활용

중국의 사상에 대한 이해

중국어를 활용한 자유로운 소통

실무 중국 비즈니스 실무 중국어 
중국 정치, 경제 지식 활용

중국어 회화 및 작문 능력

중국 기업 및 사회의 교류 
방법을 이해

심화 중국사와 문화에 대한 탐구 어학 및 문학적 지식의 활용
중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기초
인문학 교양 및 중국어의 

기초 지식 습득

중국어 문법의 활용

독해 및 회화 연습

중국어 전달 및 표현에 
적극적인 자세 

전공능력

진로분야
중국학 실무 능력 중국어 소통 능력 창조 리더십 능력

중국어교원 ◐ ● ●

호텔관광업 ◐ ● ◐

항공서비스업 ◐ ● ◐

중국어통⦁번역 ● ● ◐

중국 통상 관련

기업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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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중국학 실무 
능력

중국어 소통 
능력

창조 리더십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중국지역과문화 ● ◯ ● 5 2 3

고급중국어연습(1) ◐ ● ◯ 5 2 3

고급중국어연습(2) ◐ ● ◯ 5 2 3

중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 ● ● 6 2 2

중국사상의세계 ◐ ◯ ● 3 2 5

중국어번역의이해 ● ◐ ◐ 4 4 2

시사중국어 ◐ ◐ ● 4 4 2

중국과한국 ● ◯ ◐ 4 4 2

중국학특강 ● ◯ ● 5 3 2

중국어교과교육론 ◯ ● ● 6 2 2

중국어프리스피치 ◐ ● ◐ 3 3 4

실무

중국정치의이해 ● ◯ ◐ 2 4 4

비즈니스중국어 ● ● ◐ 6 2 2

중국기업과경영 ● ◯ ● 3 3 4

현대중국사회 ◐ ◯ ● 3 4 3

심화

중국어권문화 ● ◯ ◐ 4 2 2

중국역사전통 ◐ ◯ ● 4 4 2

중국문학개론 ● ◯ ◐ 6 3 1

중국어학개론 ◐ ● ◯ 6 2 2

중국어강독 ◐ ● ◯ 6 3 2

중공역사 ◐ ◯ ● 4 4 2

중국근현대사 ◐ ◯ ● 4 3 3

중국고전명문감상 ◐ ◯ ● 2 4 4

중국어작문 ◐ ● ◯ 4 4 2

기초

인문학기초(1) ● 5 3 2

인문학기초(2) ● 5 3 2

기초중국어(1) ◐ ● ◯ 6 2 2

기초중국어(2) ◐ ● ◯ 6 2 2

중국어독해연습(1) ◐ ● ◯ 5 3 2

중국어독해연습(2) ◐ ● ◯ 5 3 2

중국어회화 ◐ ● ◯ 3 5 2

중국어듣기와표현 ● ◐ ◯ 2 3 5

중국어문법 ● ◐ ◯ 4 4 2

중국어문법의적용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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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중국학 실무 능력 중국어 소통 능력 창조 리더십 능력

중국어교원

전문
중국학특강 중국어교과교육론

중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중국사상의세계
시사중국어

실무
비즈니스중국어 현대중국사회

심화

중국문학개론
중국어권문화

중국어학개론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중국역사전통
중공역사
중국근현대사

기초

중국어문법[필]
중국어듣기와표현[필]
중국어문법의적용[필]

기초중국어(1)
기초중국어(2)
중국어독해연습(1)[필]
중국어독해연습(2)[필]
중국어회화[필]

인문학기초(1)[초]
인문학기초(2)[초]

호텔관광업

전문

중국지역과문화
중국어번역의이해
중국학특강

고급중국어연습(1)
고급중국어연습(2)
중국어프리스피치

시사중국어

실무 비즈니스중국어 중국기업과경영

심화
중국어권문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기초

중국어문법[필]
중국어듣기와표현[필]
중국어문법의적용[필]

기초중국어(1)
기초중국어(2)
중국어독해연습(1)[필]
중국어독해연습(2)[필]
중국어회화[필]

인문학기초(1)[초]
인문학기초(2)[초]

항공

서비스업

전문

중국지역과문화
중국어번역의이해
중국학특강

고급중국어연습(1)
고급중국어연습(2)
중국어프리스피치

시사중국어

실무 비즈니스중국어 중국기업과경영

심화
중국어권문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기초

중국어문법[필]
중국어듣기와표현[필]
중국어문법의적용[필]

기초중국어(1)
기초중국어(2)
중국어독해연습(1)[필]
중국어독해연습(2)[필]
중국어회화[필]

인문학기초(1)[초]
인문학기초(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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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중국학 실무 능력 중국어 소통 능력 창조 리더십 능력

중국어

통⦁번역

전문

중국어번역의이해 고급중국어연습(1)
고급중국어연습(2)
중국어프리스피치

시사중국어

실무 비즈니스중국어 중국기업과경영

심화
중국고전명문감상
중국문학개론

중국어학개론
중국어강독

중국역사전통

기초

중국어문법[필]
중국어듣기와표현[필]
중국어문법의적용[필]

기초중국어(1)
기초중국어(2)
중국어독해연습(1)[필]
중국어독해연습(2)[필]
중국어회화[필]

인문학기초(1)[초]
인문학기초(2)[초]

중국 관련

통상

기업체

전문

중국지역과문화
중국과한국
중국어번역의이해

중국어프리스피치 시사중국어

실무

비즈니스중국어
중국정치의이해

중국기업과경영
현대중국사회

심화

중국어권문화 중국어작문 중국역사전통
중국근현대사
중공역사

기초

중국어문법[필]
중국어듣기와표현[필]
중국어문법의적용[필]

기초중국어(1)
기초중국어(2)
중국어독해연습(1)[필]
중국어독해연습(2)[필]
중국어회화[필]

인문학기초(1)[초]
인문학기초(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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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중국지역 이해의 전
문화와 활용
직무별 전문적인 중
국어 활용 

전문

중국지역과문화(HSB)
고급중국어연습(1)(2)(HSC)
중국어교과교육론(T)
중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T)

중국사상의세계(T)
중국어번역의이해(HSCB)
시사중국어(G)
중국과한국(B)
중국학특강(THS)
중국어프리스피치(HSCB)

중국지역에 대한 이
해, 
중국어실무능력,

실무
중국정치의이해(B)
비즈니스중국어(G)
중국기업과경영(HSCB)

현대중국사회(TB)

중국문화의 이해
중국역사의 이해
중국어학습의 심화

심화

중국어권문화(THSB)
중국역사전통(TCB)
중국문학개론(TC)
중국어강독(THSC)

중국어학개론(TC)
중공역사(TB)
중국근현대사(TB)
중국고전명문감상(C)
중국어작문(THSB)

중국어 기초 이해
중국학 기초 탐색
인문학의 기본 이해

기초
인문학기초(1)(2)(G)
기초중국어(1)(2)(G)

중국어독해연습(1)(2)(G)
중국어회화(G)
중국어듣기와표현(G)
중국어문법(G)
중국어문법의적용(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T)중국어교원  (H)호텔관광업  (S)항공서비스업  (C)중국어통⦁번역  
             (B)중국 통상 관련 기업체
   

비 
교 
과

▪고른기회전형 대상 
전공기초 역량강화 
프로그램 

▪선후배 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어학능력시험 특강 ▪어학능력시험 특강 ▪전공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모임,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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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 (기초6 + 전필18 + 전선18)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6학점 (기초6 + 전필18 + 전선18 + 심화24)  이상

전필 18 2~3

전선
18 2~4

24 3~4

졸업자격(논문) P 4 - HSK5급 180점 이상 또는 졸업시험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전필, 전선)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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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과목은 교직이수자 필수과목임.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2224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Ⅰ 3 3 기초 5 3 2

전선 14155 기초중국어(1) Elementary Chinese(1) 3 3 기초 6 2 2

2
기초 13190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Ⅱ 3 3 기초 5 3 2

전선 14156 기초중국어(2) Elementary Chinese(2) 3 3 기초 6 2 2

2

1

전필 14462 중국어독해연습(1) Chinese Reading Practice(1) 3 3 기초 5 3 2

전필 14985 중국어회화 Chinese Conversation 3 3 기초 3 5 2

전필 10832 중국어문법 Chinese Grammar 3 3 기초 6 2 2

전선 06825 중국역사전통 Historical Tradition of China 3 3 심화 4 4 2

전선 14984 중국어권문화 A man in power in China 3 3 기초 4 4 2

전선 14158 중국정치의이해 Introduction to politics in China 3 3 심화 2 4 4

2

전필 14467 중국어독해연습(2) Chinese Reading Practice(2) 3 3 기초 5 3 2

전필 14986 중국어듣기와표현 Chinese Listening & Expression 3 3 기초 2 3 5

전필 14748 중국어문법의적용 Application of Chinese Grammar 3 3 기초 6 2 2

전선 13902 비지니스중국어 Chinese Economy and Related language 3 3 실무 6 2 2

전선 08166 중국문학개론 An introduction to Chinese literature 3 3 심화 6 3 1

전선 15518 중국기업과경영 Chinese Enterprise and Management 3 3 실무 3 3 4

3

1

전선 09258 ★중국어교과교육론 Syllabus Design in Chinese Curriculum 3 3 전문 6 2 2

전선 11570 중국근현대사 Modern History of China 3 3 심화 4 3 3

전선 08163 중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3 3 심화 6 2 2

전선 10866 고급중국어연습(1) Advanced Chinese Practice(1) 3 3 전문 5 2 3

전선 11975 현대중국사회 Study on Chinese contemporary society 3 3 실무 3 4 3

전선 14159 중국고전명문감상 Appreciate Chinese classic Literature 3 3 심화 2 4 4

2

전선 09277 ★중국어교과교재및교육법
Studies on Chinese Teaching Materials & 
Method

3 3 전문 6 2 2

전선 11979 중국지역과문화
Regions and culture studies in contemporary 
China

3 3 전문 5 2 3

전선 14618 중국어강독 Chinese translation 3 3 심화 6 2 2

전선 11572 고급중국어연습(2) Advanced Chinese Practice(2) 3 3 전문 5 2 3

전선 06560 중국어작문 Chinese Composition 3 3 심화 4 4 2

전선 11573 중공역사 The History Of PRC 3 3 심화 4 4 2

4

1

전선 05124 시사중국어 Current Events in Chinese 3 3 전문 4 4 2

전선 11976 중국과한국 China and Korea 3 3 전문 4 4 2

전선 06037 중국학특강 Seminar in Selected Topics in Chinese Studies 3 3 전문 5 3 2

전선 13901 중국어프리스피치 Chinese Free conversation 3 3 전문 3 3 4

2

전선 12294 중국사상의세계 Intellectual History of Chinese politics 3 3 전문 3 2 5

전선 13419 중국어번역의이해 Understanding Chinese translation 3 3 전문 4 4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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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 Ⅰ

현재 인문학연구의 주요 대상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지만,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져가는 종교와 심리학 등도 인문학 탐구의 대

상으로 삼고자 한다. 인문학기초 과목은 각 분야

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학문마다의 

기초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동시

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문학 연

구의 의의와 그 효용성, 그리고 대학에서의 공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그리고 대학생활 4년에 대

한 포부를 갖도록 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love and pride for the science of 

humanities. For this purpose emphasis will be 

given on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individual discipline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 Ⅱ

국어국문학 대한 이해를 높혀 전공 학습에 필요

한 지식과 소양을 쌓는다.

This class deepenes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builds knowledge and grouding 

about linguistics and literature which are 

fundamental for human studi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중국어문법 Chinese Grammar

중국어 통사론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를 통해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Promotes the abilities to use proper sentences in 

writing through th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Chinese syntax.

기초
(352)

중국어회화 Chinese Conversation

중국어의 기본적인 문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하며, 좀 더 심화된 문법구조를 파악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중국어 회화 훈

련이 병행된다.

Understanding the basic sentence pattern of the 

Chinese precedence must be obtained, and, more 

complex grammatical structures and can use to 

create the ability to learn Chinese language 

training. Parallel.

기초
(532)

중국어독해연습(1)~(2) Chinese Reading Practice(1)~(2)

다양한 장르의 문장들을 강독함으로써 장르별 작

문법과 어휘 활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응용하도록 

하며, 고학년에서 진행될 원서강의에 적응할 수 있

This course is the first step of Elementary 

Chinese course. Students enrolling in this course 

will be able to practice Chinese pronunci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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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도록 한다. to learn the basic of elementary level grammar, 

reading and writing. 

기초
(235)

중국어듣기와표현 Chinese Listening & Expression

중국어의 기본적인 문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하며, 좀 더 심화된 문법구조를 파악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이 병행된다.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grammar 

structure and the practice of Listening skills and 

Speaking skills.

기초
(622)

중국어문법의적용 Application of Chinese grammar

중국어 통사론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를 통해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Promotes the abilities to use proper sentences in 

writing through th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Chinese syntax.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442)

중국어작문 Chinese Composition

상용어휘, 기본문형을 익힌 바탕 위에서 중국어의 

기본적인 문장에서부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

확한 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To write sentence correctly in Chinese, students 

drill Chinese writing systematically from the basic 

sentences of Chinese on the basis of Chinese 

characters in common use.

심화
(244)

중국고전명문감상 Appreciate Chinese Classic Literature

중국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에

서 대표적인 뿌리 깊은 역사의 산물, 고전에 대해 

학습한다.

 For understanding about China, study to chinese 

classic literature.

실무
(622)

비지니스중국어 Chinese Economy and Related Language

중국 경제와 중국어를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중국

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First, it needs that understanding about Chinese 

economy is most important purpose of this class, 

and second, it is necessary for student to 

understand of Chinese people economic life and 

languages.

심화
(631)

중국문학개론 An introduction to Chinese literature

중국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학의 

조류를 역사적으로 구명하고 문학 사상적으로 조

명하여 각 시대의 문학의 특징 그리고 시대별 작

가와 작품들에 대해 고찰한다.

Studies and examines China's renowned literary 

men or women and their literary works.

기초
(442)

중국어권문화 A man in power in China

중국의 역사적 지역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별로 테마를 정하고 이를 조사 발표함으로

Studies and examines Chinese traditional or 

regional culture through survey and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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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서 현대 중국학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전통에 대

해 고찰한다.

by students groups.

심화
(442)

중국역사전통 Historical Tradition of China

중국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과 그 정신을 통사식으

로 개괄한다.

 This course aims to summarize the stream and 

spirit for historical tradition of China in the 

aggregate.

전문
(325)

중국사상의세계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시대

적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제기된 각종 정치사상들

을 개관한다

This course aims to make a general survey of the 

various political thoughts in Chinese political 

change from the ancient China to the present 

time.

실무
(343)

현대중국사회 Study on chinese contemporary society

중국의 급변하는 사회의 실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

해를 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wholly the actual 

facts of society in Contemporary China.

전문
(523)

고급중국어연습(1)~(2) Advanced Chinese Practice(1)~(2)

일반 회화체에서 벗어난 공식석상에서 사용하는 

서면어의 활용과 수사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강독

과 회화연습을 병행한다.(내국인 교수와 중국인 교

수의 팀티칭 과목)

Focuses on the practice of advance conversation 

skills used in formal situations.(Team teaching: a 

Korean teacher and a Chinese teacher)

전문
(622)

중국어번역의이해 Understanding Chinese translation

각종 장르의 문장에 대한 번역 연습을 진행한다. 

번역 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파악하여 정

확하고 정제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It practices translation of various genres of 

sentences. It grasps the errors that can happen 

during translation in advance so it can help to 

make accurate and refined translations. 

전문
(622)

중국어교과교육론 Syllabus Design in Chinese Curriculum

중국어교육의 발전 과정, 성격, 현황, 전반적인 문

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This course aims to consider problems concretely 

about the development process, character, and 

present situations of the Chinese education.

심화
(244)

중국정치의이해 Introduction to Politics in China

중국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현존의 정치 및 경제, 사회, 인물들에 

대한 분석과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학습한다.

 Scrutinize China's powerful exist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gures and analyzes their 

political background and disposition.

전문
(334)

중국어프리스피치 Chinese Studying Abroad

중국어프리스피치  수업은 현재 중국에서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대화 또는 중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Chinese Free speech classes are now routinely 

used in China, Chinese people often use to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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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표현 등 책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화 위주로 학생들과 원어민강사가 1:1

로 대화하는 수업이다.

or express representation and not a book coming 

out in everyday conversation using mainly native 

students and the instructor is teaching a 1:1 

conversation

전문
(532)

중국학특강 Seminar in Selected Topics in Chinese Studies

중국학의 특정한 분야 중에서 현재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깊

게 다룬다. 그리고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다.

Students deal in the only subject thoroughly that 

has a high opinion of particular fields of Chinese 

studies and they may use that subject as a form 

of seminar.

심화
(433)

중국근현대사 Modern History of China

아편전쟁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까지의 

보수와 개혁, 국공의 좌우투쟁 등 복잡하고 혼란스

러운 중국 근대사와 현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를 통해 근대이후 중국 사회에 새롭게 정립되는 

역사적 현상과 조류를 분석한다.

Studies the history of China from the Opium war 

to the establishment of PRC.

심화
(622)

중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둔

다. 어음, 문자, 어휘 방면으로 나누어 중국어의 특

징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중국

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It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It analyzes in details of 

Chinese's features based on pronunciation, letters, 

and vocabulary to help to use the correct Chinese 

language.

전문
(523)

중국지역과문화 Regions and culture studies in contemporary china

중국에 대한 연구는 이제 전체로서의 중국이 아니

라 지역의 개념이다. 지방의 특색과 인문,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각 지역을 크게 분류하여 개괄적

인 이해를 가진다. 이것이 각 중국 지역연구의 중

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The concept of region is nowadays the focus of 

studying China area. As China has broad territory, 

it is meaningless to learn whole China. Instead it 

needs to understand areas of China by broad 

scope. The overview of regions is required to 

understand contemporary China areas.

심화
(622)

중국어강독 Chinese translation

중국학 분야의 원서를 강독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도록 한다.

Students choose a field of Chinese original 

materials and read it, and then they try to 

understand Chinese original materials.

전문
(622)

시사중국어 Current Events in Chinese 

 뉴스 및 신문을 통해 최근 중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어 뉴스 청취와 신문강독을 

통해 고급중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It helps to understand the latest China's situation 

through news and newspaper. Through hearing 

Chinese news and reading Chinese newspaper, it 

can help to develop advanced Chinese skills. 

전문 중국과한국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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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442)

중공정권 수립 이후 중국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

정 및 특성을 이해하여 이러한 특성이 어떤 식으

로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 능력을 길러 주고 아울러 중국의 대외개방정

책이 한 중간의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분석

한다.

 Students understand the foreign policy's founding 

process of Chinese government after the 

govern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s 

established, and analyze that the foreign opening 

principle of China has an influence on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Moreover they enhance 

ability to analyse theoretically the influence on 

the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전문
(622)

중국어교과교재및연구법 Studies on Chinese Teaching Materials & Method

중국어 교과교육론에 연계된 교과로 중국어의 교

재연구및 지도 방법을 실제로 탐구하여 교육실습

에 대비한다.

This course is relation to Chinese education. Then 

this course aims to prepare for the teaching 

practice as researching the textbooks and teaching 

methods about Chinese.

심화
(442)

중공역사 The History Of PRC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으로부터 최근까지

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심도있게 이해 할 수 있도

록 공화국 초기의 대내외적 상황, 문혁전후의 상

황, 문혁이후 개혁개방 상황 등을 파악한다.

Studies the history of China from the 

establishment of PRC to the present.

실무
(334)

중국기업과경영 Chinese Enterprise and Management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

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관련된 경영 이슈를 

학습한다. 성공 및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Students will learn issues related to business 

administration through analysis of representative 

companies in China and global companies that 

have entered China.

기초
(622)

기초중국어(1)~(2) Elementary Chinese(1)~(2)

다양한 장르의 문장들을 강독함으로써 장르별 작문법

과 어휘 활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응용하도록 하며, 

고학년에서 진행될 원서강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다.

 Prepares students for the advance Chinese 

reading course through the reading practice of 

various genres of short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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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학과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우리말과 우리글의 전문가 양성, 전공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 

인문 인재

전공능력 문화콘텐츠 창작능력 ·국어교직 능력 ·한국어교원 능력

교육목표
한국어문학과는 한국어교육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이바지할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인문학
적 창의력과 문화적 실용을 겸비한 문화콘텐츠 창작 인재 양성, 국어국문학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국어국문학의 바탕 위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학과 교육과정 
안에 문화콘텐츠 창작과정, 국어교직 과정,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한국어교육 과정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전문가를 양성 (지정 커
리큘럼 이수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문화콘텐츠 창작과정에서는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전통적인 문학 장르뿐만 아니라 드라
마 시나리오, 게임스토리 등 현대적 감각의 실용적 스토리텔링 영역을 포함

◾국어교직 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국어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

수여학위 문학사 (Bachelor of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문화콘텐츠 창작 작가(방송․시나리오․스토리텔러 등), 독서논술지도사

국어교직 중등교사 자격증(2급)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자격증(2급)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문화콘텐츠 
창작능력

현대의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실무 수행 능력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자신의 창작물이 다양한 미디어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과 시행 능력을 키운다.

국어교직 능력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공 지식 능력을 갖춘다.
◾전공분야의 실력과 함께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인성과 품성을 갖춘다. 

한국어교원 
능력

국내외 대학 및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역사 등의 지식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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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문화콘텐츠 창작능력 국어교직 능력 한국어교원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기획 및 인력 전략

사례연구 현장 문화사업
현장 외부환경 분석

창작 마인드,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현장감각을 익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축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습한

내용을 토대로 검증

전문적인 한국어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문화콘텐츠 현장감각,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체화

심화
스토리텔링의 이론 및 

기획창작과 

다양한 스토리를 현장

학습을 통해 수집 및 분류

문학사적 관점에 대해 이해

읽기, 듣기영역의 언어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안 

기초
문예창작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 및 능력

영상 중심 서사예술의 

시나리오 창작

문학 창작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작품 분석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문화콘텐츠 
창작능력

국어교직 
능력

한국어교원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국어교육론 ● ◐ 3 5 2

의사소통교육론 ● ◐ 4 4 2

전공능력

진로분야
문화콘텐츠 창작능력 국어교직 능력 한국어교원 능력

문화콘텐츠 창작자 ● ◐ ◐

국어교사 ◐ ● ◐

한국어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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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문화콘텐츠 
창작능력

국어교직 
능력

한국어교원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한국어발음교육론 ◐ ● 3 3 4

한국어문법교육론 ◐ ● 4 2 4

한국어표현교육론 ◐ ● 3 3 4

한국문화교육론 ◐ ◐ ● 2 4 4

한국어이해교육론 ◐ ● 3 3 4

한국어교수방법론 ● 5 3 2

국어교과교육론 ● ◐ 4 4 2

시가교육론 ● ◐ 3 3 4

문예창작심화 ● ○ 2 3 5

실무

현장실습(1)-산학협력프로젝트 ● ○ ○ 4 4 2

현장실습(2)-산학협력프로젝트 ● ○ ○ 4 4 2

이야기영상워크샵 ● 5 3 2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디자인) ● 3 5 2

현장실습(3)-산학협력프로젝트 ● ○ ○ 4 4 2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 5 3 2

한국어교육실습 ◐ ● 3 3 4

심화

한자어휘교육론 ● ● 3 3 4

스토리미디어의이해 ● 4 4 2

시나리오작법 ● ◐ ○ 4 4 2

국문학개론 ● ◐ 2 3 5

국어학개론 ● ● 2 3 5

고소설의이해 ○ ◐ ○ 3 3 4

국문학사 ● 3 3 4

소설론 ◐ 2 4 4

사회언어학 ◐ ● 2 2 6

현대시의이해 ◐ ◐ ◐ 4 4 2

한국어사 ◐ ● 2 2 6

국어사 ● ◐ 2 2 6

한국민속학 ○ ◐ ● 4 4 2

한국어교육학개론 ● 2 2 6

콘텐츠기획론 ● 5 3 2

작가와사회 ◐ 4 4 2

기초

인문학기초(1) ◐ ○ ○ 5 3 2

인문학기초(2) ◐ ○ ○ 5 3 2

문예창작기초 ● ◐ 4 4 2

언어학개론 ○ ● 2 3 5

한국문학의이해 ○ ● ●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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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문화콘텐츠 창작능력 국어교직 능력 한국어교원 능력

문화콘텐츠 
창작자(C)

전문 문예창작심화

실무

현장실습(1)-산학협력프로젝트
현장실습(2)-산학협력프로젝트
현장실습(3)-산학협력프로젝트
이야기영상워크샵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디자인)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심화

스토리미디어의이해
콘텐츠기획론
시나리오작법

작가와사회
국문학개론
고소설의이해
국문학사
소설론
현대시의이해
국어학개론[필]

한국민속학
한자어휘교육론

기초
문예창작기초
인문학기초I[초]
인문학기초II[초]

언어학개론
한국문학의이해[필]

국어교사(T)

전문

문예창작심화 국어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시가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한국어교수방법론

실무
현장실습(1)-산학협력프로젝트
현장실습(2)-산학협력프로젝트
현장실습(3)-산학협력프로젝트

심화

스토리미디어의이해
시나리오작법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국어학개론[필]
국어사
작가와사회
고소설의이해
소설론
현대시의이해

한국어교육학개론

기초
문예창작기초
인문학기초I[초]
인문학기초II[초]

언어학개론
한국문학의이해[필]

한국어교사

(K)

전문

문예창작심화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수방법론

실무
현장실습(1)-산학협력프로젝트
현장실습(2)-산학협력프로젝트
현장실습(3)-산학협력프로젝트

한국어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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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문화콘텐츠 창작능력 국어교직 능력 한국어교원 능력

심화

시나리오작법 고소설의이해
현대시의이해
국어학개론[필]

한자어휘교육론
한국민속학
사회언어학
한국어사
한국어교육학개론

기초
문예창작기초
인문학기초I[초]
인문학기초II[초]

언어학개론 한국문학의이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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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 진로분야 구분: (G)공통교과 (C)문화콘텐츠실무능력  (T)국어교사자격  (K)한국어교원자격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유학생 TOPIK 특강
▪유학생 
한국문화교육 체험

▪순수문예창작 
동아리

▪영상제작 동아리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한국어교육 
해외실습

▪영상제작 동아리
▪한국어교원양성 
동아리

▪한국어교육 해외실습
▪영상제작 동아리
▪한국어교원양성 

동아리

방송작가 특강, 문학작가 특강, 방송PD 특강, 편집프로그램 실습, 문학답사

기획 및 인력 전략 
사례연구 현장 

문화사업
전문

국어교육론(T)
의사소통교육론(T)
한국어문법교육론(K)
한국어표현교육론(K)

한국어발음교육론(K)
한국문화교육론(K)
한국어이해교육론(K)
시가교육론(T)
국어교과교육론(T)

문예창작심화(G)
한국어교수방법론(TK)

현장감각을 익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축
실무 현장실습(1)-산학협력프로젝트(G) 현장실습(2)-산학협력프로젝트(G)

이야기영상워크숍(C)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디자인)(C)
현장실습(3)-산학협력프로젝트(G)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C)

한국어교육실습(K)

스토리텔링의 이론 및 
기획창작

심화

한자어휘교육론(CK)
스토리미디어의이해(CT)
시나리오작법(G)
국어학개론(G)
고소설의이해(G)
국문학사(CT)
소설론(CT)
사회언어학(K)
한국어교육학개론(TK)

국문학개론(CT)
현대시의이해(G)
한국어사(K)
국어사(T)
한국민속학(CK)

콘텐츠기획론(C)
작가와사회(CT)

문예창작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 및 

능력
기초

인문학기초I(G)
인문학기초IIG)
문예창작기초(G)
언어학개론(TK)
한국문학의이해(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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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6 + 전선 30)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6 + 전선 30)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전필, 전선) 21학점 이수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30)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54)이상
 ※ 전공선택 중 현장실습(1), 현장실습(2), 현장실습(3) 과목의 경우 

본 전공으로 입학한 내국인 학생은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전공자 및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전공선택 3학점으
로 대체할 수 있으며, 2019년 이전 입학자에게 소급적용함. 

전필 6

1~4
전선

30

24

졸업자격(논문) P 4
- KBS한국어능력시험 필수 응시, 550점 이상 졸업시험 면제
- KBS한국어능력시험 550점 이하 졸업시험 필수 응시 
- 외국인 학생 TOPIK 4급 이상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학과 내규를 따름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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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2224 인문학기초 I Humanities BasicsⅠ 3 3 기초 5 3 2

전선 10378　문예창작기초 Basic of Literary Writing 3 3 기초 4 4 2

2

기초 13190 인문학기초 Ⅱ Humanities Basics Ⅱ 3 3 기초 5 3 2

전선 13915 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Linguistics 3 3 기초 2 3 5

전필 13918 한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3 3 기초 3 3 4

전선 14968 현장실습(1)-산학협력프로젝트 Fieldwork(1)-Capstone Design 1 1 실무 4 4 2

2

1

전선 13927 한자어휘교육론 Theory of Teaching Sino-Korean Vocabulary 3 3 심화 3 3 4

전선 15443 스토리미디어의이해 Understanding of Story Media 3 3 심화 4 4 2

전선 08366 국문학사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3 3 심화 3 3 4

전필 06611 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3 3 심화 2 3 5

전선 13924 한국어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3 3 심화 2 2 6

전선 13021 국어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Korean Language 3 3 전문 3 5 2

전선 12930 의사소통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Communication Skill 3 3 전문 4 4 2

2

전선 13610 사회언어학 Sociolinguistics 3 3 심화 2 2 6

전선 11694 시나리오작법 Scenario Creation method 3 3 심화 4 4 2

전선 13925 한국어문법교육론 Theory of Teaching Korean Grammar 3 3 전문 4 2 4

전선 13926 한국어표현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Expression Skill in Korean 3 3 전문 3 3 4

전선 10366 고소설의이해 Understanding of Classic Novels 3 3 심화 3 3 4

전선 08368 소설론 Understanding Korean Modern Novels 3 3 심화 2 4 4

전선 14969 현장실습(2)-산학협력프로젝트 Fieldwork(2)-Capstone Design 1 1 실무 4 4 2

3

1

전선 13919 한국어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3 3 심화 2 2 6

전선 08066 국문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3 3 심화 2 3 5

전선 15444 이야기영상워크샵 Workshop of story culture 3 3 실무 5 3 2

전선 10372 현대시의이해 Understanding of Modern Poetry 3 3 심화 4 4 2

전선 13617 한국문화교육론 Theory of Korean culture education 3 3 전문 2 4 4

전선 14052 국어교과교육론 Plan and Practi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3 3 전문 4 4 2

2

전선 13613 한국어발음교육론 Theory of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3 3 전문 3 3 4

전선 14645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디자인) Planning storytelling exercise(Capstone Design) 3 3 실무 3 5 2

전선 14644 국어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3 3 심화 2 2 6

전선 13920 한국어이해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Comprehension Skill 

in Korean
3 3 전문 3 3 4

전선 13615 한국민속학 Korea folklore 3 3 심화 4 4 2

전선 12932 시가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Korean Classic Poetry 3 3 전문 3 3 4

전선 14970 현장실습(3)-산학협력프로젝트 Fieldwork(3)-Capstone Design 1 1 실무 4 4 2

4

1

전선 15445 콘텐츠기획론 Theories of Contents Planning 3 3 심화 5 3 2

전선 13917 한국어교수방법론 Pedagogical Theory of Korean Teaching Method 3 3 전문 5 3 2

전선 15880 작가와사회 Writers in Society 3 3 심화 4 4 2

전선 13618 한국어교육실습 Practicum of Korean Language Teaching 3 3 실무 3 3 4

2

전선 15853 문예창작심화 Advance of Literary Writing 3 3 전문 2 3 5

전선 14646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Content planning team project(Capstone Design) 3 3 실무 5 3 2

논문 05139 논문 Advising of Thesis Writing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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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Ⅰ Humanities BasicsⅠ

현재 인문학연구의 주요대상은 문학과 역사와 철

학이지만,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커

져가는 종교와 심리학 등도 인문학 탐구의 대상으

로 삼고자 한다. 인문학기초 과목은 각 분야의 학

문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그 학문마다의 기초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문학 연구의 의의

와 그 효용성, 그리고 대학에서의 공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그리고 대학생활 4년에 대한 포부를 갖도

록 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affection and pride for the science of 

humanities. For this purpose emphasis will be 

given on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individual disciplines. 

기초
(532)

인문학기초Ⅱ Humanities Basics Ⅱ

국어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 전공 학습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쌓는다.

 This class deepenes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builds knowledge and grouding 

about linguistics and literature which are 

fundamental for human studi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235)

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한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개념과 특징, 한국어의 계통과 역사 등

에 대하여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In this 

subject, students examine the concept, 

characteristics, lineage, and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기초
(334)

한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작품을 통한 한국문화의 이해를 도모한

다. 대표적인 한국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함

으로써 문학작품에 반영된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를 이해한다.

 This subject attempts at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in terms of Korean literary 

works. Students understand Koreans’ emotion 

and culture reflected in literary works by 

interpreting and appreciating representative 

Korean literar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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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42)

문예창작기초 Basic of Literary Creation

시, 소설, 동화, 시나리오 등 다양한 문예창작을 위

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강좌이

다.

It is chair to master basic knowledge for various 

literature creation such as poetry, novel, 

assimilation, scenario and function.

실무

(442)

현장실습(1)~(3) Fieldwork(1)~(3)

이야기문화원형에 대한 채록과 생애사 구술, 스토

리텔링 창작 실습을 통해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스토리텔러로서의 현장감각을 익힌다. 

Students try to get used to practical senses as 

creative storytellers required by the digital period 

in terms of collection of story-cultural archetypes, 

oral description of life histories, and practice of 

storytelling creation.

심화

(442)

시나리오작법 Scenario Creation Method

문자 중심이 아닌 영상 중심 서사예술의 시나리오

는 어떻게 창작되는지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

해봄으로써 창작 마인드를 고취한다.

This subject enhances students’ creative minds 

by allowing them to learn via theories and 

practices how scenarios, image- rather than 

letter- based narrative art, are created.

심화

(334)

한자어휘교육론 Theory of Teaching Sino-Korean Vocabulary

한국어 어휘에 나타나는 한자어의 특징을 이해한

다. 한자 어휘의 조어 방식과 필수 한자어를 이용

한 어휘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i 

no-Korean words in the Korean vocabulary. They 

explores methods of lexical education using Si 

no-Korean word formation methods and essential 

Si no-Korean words.

심화

(442)

스토리미디어의이해 Understanding of Story Media

 하이퍼텍스트, 인터넷소설, 컴퓨터게임서사, 멀티

픽션 등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새로운 예술 텍스

트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미학적 가치를 조망한다.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aesthetic value of 

new art texts made possible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hyper texts, internet novels, computer 

game narratives, and multi-fiction are examined.

기초

(235)

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Linguistics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이해한다. 언어습득에 나타

나는 보편적 특성과 인간 언어에만 나타나는 고유

한 특징을 살핀다. 그리고 여러 언어에 두루 나타

나는 보편 문법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언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모색한다.

In this subject, students understand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language. They take a look at 

the universal properties seen in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human language. Then, they attempt at essential 

understanding of language by exploring what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 grammar seen from 

various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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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334)

고소설의이해 Understanding of Classic Novels

고소설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다. 고소설의 개념과 범위, 고소설의 형성 배경과 

전개를 살펴보고, 중요한 작품에 대한 강독을 통하

여 고소설의 실상과 장르적인 성격을 파악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generally 

understand the genre of classical novel. It takes a 

look at the concept and range of classical Korean 

novels, and their backgrounds and unfolding, and 

tries to clarify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Korean novels as a genre in terms of 

reading some of the important works.

전문

(334)

한국어발음교육론 Theory of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한국어 발음의 특징과 그 원리는 무엇이며,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subject, students learn what the 

characteristics and principles of Korean 

pronunciation, and how one can teach it 

effectively to foreign learners.

심화

(235)

국문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본 다음, 국문학의 장

르와 장르별 주요 작품, 그리고 개별 작품의 내용

과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국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본 강좌의 목표이다.

 Examining the concept and range of Korean 

literature, this subject aims to generally 

understand Korean literature by reviewing its 

genres, main works in each genre, and the 

contents and properties of individual literary 

works.

심화

(334)

국문학사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국문학의 기원에서 조선말까지 한국문학을 고전문

학이라 한다. 고전문학은 중국문학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문학의 

총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국문학의 장르적 전개

와 장르별 개별 작품들의 역사적 의미와 전개를 살

펴본다.

 Korean literature from the origin to the late 

Joseon period is called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s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s closely related with 

Chinese literature,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general flow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from that 

perspective. It also takes a look at genre unfolding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historical meanings 

and unfolding of individual works in each genre.

전문

(352)

국어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Korean Language

 국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국어교육

의 모든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국어 교육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어에 관

련된 제반의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This subject is provided for leading students to 

have basic knowledge of all area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cultivate their ability to work on various issues 

related Korean with some awareness of Korean 

educational phenomena.

전문

(442)

국어교과교육론 Plan and Practi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이 과목은 국어교육의 실행에 관련되는 국어과 교

육과정, 국어과 교수-학습, 국어과 교재, 국어과 평

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

를 익히고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As a Korean teacher, student has to be able to 

know how to construct curriculum, plan teaching 

and learning, compose teaching material and plan 

evaluation. This class aims to mak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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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 위해 개설되었다. promote these practical ability.

심화

(244)

소설론 Understanding Korean Modern Novels

현대소설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근

대문학에 있어서 현대소설의 위상과 주요 작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시대별, 작가별 소설

의 특징 및 소설이론 등을 강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understand 

modern novels in various ways. It leads students to 

generally understand the status of modern novels in 

early modern literature, and main works. The 

characteristics of novels in each period and by 

each novelist as well as theories of novels are 

taught.

전문

(334)

시가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Korean Classic Poetry

 고시가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고시가의 장르

별 연원과 생성, 형식과 내용상의 변화과정을 분석

하고 주요 작품에 대한 이해와 문학적 가치 등을 

살펴본다.

This subject takes a look at the concept and 

range of classical Korean poetry, analyzes the 

origin and generation of each genre in classical 

Korean poetry and the course of changes in its 

forms and contents, and attempts at understanding 

of main works and their literary values.

전문

(442)

의사소통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Communication Skill

 효율적으로 말하고 듣는 능력을 신장함으로써 효

과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

황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In this subject, students increase their ability to 

efficiently speak and listen for leading an 

effective language life. They set up and 

experience various communication situations that 

are likely to occur in reality for actively coping 

with every situation.

심화

(622)

한국어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한국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

는지를 살핀다. 음운의 변화, 어휘의 변화, 통사의 

변화 및 사회언어학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

는지를 각각 살핌으로써 한국어의 통시적 특성을 

이해한다.

 This subject takes a look at how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changed in the flow of time. 

Students understand the diachronic characteristics 

of Korean by examining its phonological, lexical, 

syntactic, and sociolinguistic character changes.

전문

(334)

한국어이해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Comprehension Skill in 

Korean

 읽기영역과 듣기영역의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문자를 통한 정보와 음성을 

통한 정보가 저장되는 인식과정을 각각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This subject tries to provide educational methods 

to cultivate linguistic competence in the areas of 

reading and listening. Students understand the 

respective cognitive courses in which information 

is stored via letters and sounds, and consider what 

educational methods using them are.

심화

(532)

콘텐츠기획론 Theory of Content Planning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콘텐츠 기획의 변

화를 이해하고, 실제 사례 분석과 개인 프로젝트 

Understand changes in content planning due to the 

emergence of new media, and cultivate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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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진행을 통해 콘텐츠 기획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배양

한다.

skills in content planning through case studies and 

individual projects

전문

(532)

한국어교수방법론 Pedagogical Theory of Korean Teaching Method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면서 각 이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교실 상

황별 및 학습 목적별 교수 방안을 살펴본다.

 This subject examines theories and practices of 

methods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o understand each theory’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takes a look at teaching methods 

for individual classroom situations and learning 

goals.

심화

(226)

한국어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

습자 대상의 국어교육과 구별되는 요소를 살핀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엇이고, 적절한 교육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해한다.

This subject examines the elements that distinguish 

education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from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native Korean 

learners. Examining what educational contents are 

necessary for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and what appropriate educational 

methods are, students understand how evalu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전문

(424)

한국어문법교육론 Theory of Korean Grammar Education

한국어의 문법적 요소를 제시하는 교육방법을 이해

한다. 자모의 교육방법, 음운론적 특성의 교육방법, 

통사적 문법요소의 교육방법을 제2 언어 교육의 관

점에서 살펴본다.

 Students understand educational methods to present 

grammatical elements of Korean. They examine 

methods of education of Korean letters, phonological 

properties, and syntactic grammatical el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econd language education.

전문

(334)

한국어표현교육론 Pedagogical Theory of Expression Skill in Korean

 말하기 표현과 쓰기 표현의 특징을 각각 살피고, 

표현 방식에 나타나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차이

를 통해서 말하기 표현과 쓰기 표현의 교육 방안을 

이해한다.

In this subject, students explores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spoken and written expressions, 

and understand educational methods of spoken and 

written expressions in terms of the differences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observed 

from expressive methods.

심화

(442)

현대시의이해 Understanding of Modern Poetry

한국 현대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다. 주요 작품과 작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작

품을 현대사회와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아울러 시 창작에 대한 이론 강의와 습작을 통하여 

시인으로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general understanding 

of modern Korean poetry. Students explore main 

works and writers, and understand such works from 

the perspectives of modern society and literary 

history. In addition, they explore opportunities to 

enter the literary world as poets via theoretical 

lectures and practices in poetry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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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442)

작가와사회 Writers in Society 

한국의 주요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현실과 

그 사회적 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탐구하고 

각 작품이 지니고 있는 문학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또한 작가의 삶과 당대 현실 및 작품이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social reality reflected in 

major Korean works and the artist's view of the 

world. It also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s life, contemporary reality and the 

work. 

전문

(235)

문예창작심화 Advance of Literary Writing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을 통해 논술지도를 할 수 있

는 교육적 역량을 강화한다.

  This subject strengthens students’ educational 

ability to instruct essay writing in terms of 

practices in logical writing.

심화

(226)

사회언어학 Sociolinguistics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자들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언어 변

이와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핀다.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e speaker mad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specific use of languag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variation and social factors, systematic engineering.

실무

(532)

이야기영상워크숍 Workshop of story culture 

다양한 이야기를 현장 학습을 통해 수집하고 분류

하고 영상으로 제작함으로서 문화산업의 소스로서

의 스토리의 가치를 학습한다.

We learn the value of story as a source of 

cultural industry by collecting, classifying, and 

producing various stories through field learning.

실무

(352)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디자인) Planning storytelling exercise(Capstone Design)

스토리텔링의 이론을 문화산업 영역별로 살펴보고, 

기획과 창작 실습을 통해 스토리텔링기획능력을 배

양한다.

torytelling by the theory of cultural industry zone 

look, planning creative planning skills through 

hands-on storytelling are cultured.

전문

(244)

한국문화교육론 Theory of Korean culture education

한국어와 문화 교육의 연계 방안, 문화 교육 내용

의 선택과 배열, 문화 교육 방법, 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및 교수요

목 등 문화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다.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raining plan linked,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the contents of cultural 

education, culture, teaching methods,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for cultural education, cultural, 

educational and cultural educationincluding curriculum 

and syllabus covers general information

심화

(226)

국어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고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음운체계의 

변화, 어휘 및 문장구조의 사적 변천 과정을 종합

적으로 분석 지도한다.

We synthetically analyze and guide the change of 

phonological system, the course of historical 

changes of vocabulary and sentence pattern from 

ancient Korean to modern Korean

실무

(334)

한국어교육실습 Practicum of Korean language teaching

실제적 상황에서 그간 강의를 통해 배웠던 이론적

인 내용들을 검증하고, 적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

아, 전문적인 한국어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학습한다.

Lessons learned from actual situations validate the 

theoretical content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een, because you, as a qualified professional 

educators will lear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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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532)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Content planning team project(Capstone Design)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콘텐츠기획을 팀 프로젝트

를 통해 실습해봄으로써 현장감각을 익히고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Content in the industry that requires planning, 

practice by doing things with a team project site 

to learn about sensation and embodies the 

creative ideas.





 

사회과학대학 교육과정

  

  ¦ 경찰학과

  ¦ 문헌정보학과

  ¦ 법학과

  ¦ 사회복지학과

  ¦ 상담심리학과

  ¦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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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인재

교육목표
사회과학대학은 사회기본규범을 기초로 한 실용과학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창조적이며 정

의·복지 사회의 전문인,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특성화

 기초학문과 실용학문이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

  ◾ 사회기본규범과 사회현상의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 학문의 실용화를 위한 전공 및 산학협동의 연계교육 

  ◾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한 창조적 실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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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Dept. of Police Scienc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올바른 공직관을 갖춘 치안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전공능력 행정관리 · 상황분석 · 의사소통 · 위해보호

교육목표
경찰학과는 공직자로서 구비해야 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을 갖추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공안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경찰조직과 인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
안을 학습하는 전문화된 교육과정

◾과학수사, 경찰관서 실습, 무도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기법 및 
기술을 습득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수여학위 경찰학사(Bachelor of Police Science)

관련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경찰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단증, 워드 등 컴퓨터 자격증 등

검찰, 교정 등 

기타형사사법 기관
무도 단증, 워드 등 컴퓨터 자격증 등 

경호경비 무도 단증, 경비지도사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행정관리

공무원 조직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행정문서의 이해와 작성, 처리 등 조직의 행정을 관리
하는 능력 

◾행정문서의 이해와 작성 및 처리 방법을 인지한다.
◾조직의 관리 및 인사 행정을 운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상황분석

범죄현상 및 범죄자에 대한 판단과 범죄관련 정책의 시행, 수사 등 법집행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 

◾범죄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범죄자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다.
◾정책의 실시과정과 법집행과정의 실무에 대한 적용 능력을 갖춘다.

의사소통

중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각종 상황에 대응하거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열린 사고를 통해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한다. 
◾업무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사소통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다. 

위해보호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신체 능력과 범죄상황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을 갖춘다. 
◾자신 및 타인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 가치관 등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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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행정관리 상황분석 의사소통 위해보호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범죄분석, 범죄예방 등 
법집행 관련 기획

조직운영 및 인사관련 기획

범죄통계 분석능력

조직관리 능력

위협분석 및 관리능력

논리적 판단능력

설득력 있는 표현력과 

발표력

건전하고 중립적 가치관

실무

신문 등 진술조사기법

forensic device 등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 운용능력

범죄 등 현장대응능력 

forensic 수사기법 운용기술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학문분야에 대한 개방적 

이해와 수용적 태도

심화

경찰제도 및 범죄에 대한 

지식

범죄수사, 법집행 관련 

법률지식

법집행 관련 정보수집, 
조합능력

사례 및 판례 분석능력

집중력 및 이해력

준법정신 및 적용력

기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기초지식

경찰에 대한 이해 및 
기초체력

상황해석 및 판단능력

경찰관으로서의 운동능력

객관적 판단능력

강인한 체력 및 협동정신

전공능력

진로분야
행정관리 상황분석 의사소통 위해보호

경찰 ◐ ● ● ●

검찰, 교정 등 

기타형사사법기관
◐ ◐ ● ○

경호경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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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행정관리 상황분석 의사소통 위해보호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경찰조직관리론 ● ◐ ○ 6 2 2

범죄예방론 ● ◐ 5 3 2

경찰인사관리론 ● ○ ◐ 5 3 2

경찰학연구방법론 ◐ ● 4 4 2

경찰학세미나 ◐ ● 4 3 3

경찰보안론 ● ◐ 5 3 2

경찰법세미나 ◐ ● 4 3 3

경찰윤리 ● ◐ 3 3 4

실무

경찰학각론 ◐ ● ○ 4 5 1

무도(2) ◐ ● 3 5 2

소년범죄론 ● ◐ 4 4 2

과학수사론 ● 3 5 2

피해자학 ◐ ● 3 5 2

민간경비론 ○ ◐ ● 4 4 2

범죄유형론 ● ◐ 4 4 2

경찰교육훈련 ◐ ● ◐ 4 4 2

심화

형법(1) ● 6 2 2

경찰학총론 ● ◐ 6 2 2

행정법 ◐ ● 6 2 2

범죄심리학 ○ ● ◐ 5 3 2

형법(2) ● 6 2 2

경찰법 ◐ ● 6 2 2

형사소송법 ● 6 2 2

한국경찰사 ◐ 6 2 2

기초

경찰학기초 ◐ 7 2 1

무도(1) ◐ ● 3 5 2

법학개론 ● 7 2 1

경찰수사론 ● ◐ ◐ 7 1 2

헌법 ◐ ● 7 2 1

범죄학 ● ◐ 6 2 2

형사사법제도의이해 ◐ 6 2 2

사회의이해 ● ◐ 6 2 2



110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행정관리 상황분석 의사소통 위해보호

경찰

(P)

전문
경찰윤리
경찰조직관리론
경찰인사관리론

경찰학연구방법론
범죄예방론

경찰학세미나
경찰법세미나

실무

경찰학각론
경찰교육훈련
과학수사론
소년범죄론

피해자학 무도(2)

심화
경찰학총론
한국경찰사 

형법(1), (2)
형사소송법
범죄심리학

행정법

기초
경찰학기초[필]
법학개론[필]
형사사법제도의이해[초]

사회의이해[초]
범죄학 
경찰수사론

헌법 무도(1)

검찰, 교정 등 

기타형사사
법기관

(C)

전문

경찰윤리 경찰학연구방법론
범죄예방론
경찰보안론

경찰법세미나
경찰학세미나

실무

경찰교육훈련
과학수사론
소년범죄론
범죄유형론

피해자학 무도(2)

심화
형법(1), (2)
형사소송법
범죄심리학

행정법
경찰법

기초

경찰학기초[필]
법학개론[필]
형사사법제도의이해[초] 

사회의이해[초]
범죄학
경찰수사론

헌법 무도(1)

경호경비

(S)

전문
경찰조직관리론
경찰인사관리론
경찰윤리

경찰보안론
범죄예방론
범죄유형론

경찰학세미나
경찰법세미나

실무
경찰학각론
경찰교육훈련

무도(2)
민간경비론

심화

경찰학총론 범죄심리학
형법(1), (2)

행정법
경찰법

기초

경찰학기초[필]
법학개론[필]
형사사법제도의이해[초]

사회의이해[초]
범죄학

헌법 무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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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조직관리
범죄분석
공직윤리

기획 및 판단

전문 경찰조직관리론(PS) 경찰학연구방법론(PC)
경찰인사관리론(PS)
범죄예방론(G)

경찰학세미나(G)
경찰법세미나(G)
경찰윤리(G)
경찰보안론(CS)

수사기법 
현장대응능력
협력 및 공감

실무
무도(2)(G)
경찰학각론(PS)

소년범죄론(PC)
피해자학(PC)
과학수사론(PC)

범죄유형론(CS)
민간경비론(S)
경찰교육훈련(G)

사례 및 판례분석
범죄심리
경찰제도

심화

범죄심리학(G)
행정법(G)
형법(1)(G)
형법(2)(G)
경찰학총론(PS)

경찰법(CS)
한국경찰사(P)
형사소송법(PC)

형사사법에 대한 이해
경찰행정에 대한 이해

운동능력
기초

무도(1)(G)
경찰수사론(PC)
법학개론(G)
경찰학기초(G)
형사사법제도의이해(G)
사회의이해(G)

범죄학(G)
헌법(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P)경찰 (C)검찰, 교정 등 기타 형사사법기관 (S)경호경비

비 
교 
과

▪형사사법기관 견학 
프로그램(경찰청, 
교도소,  법원 등) 

▪멘토링을 통한 
신입생 동기부여 

▪경찰체력 준비 
프로그램

▪비형사사법기관 견학 
프로그램

  (국정원, 청와대, 
국방부 조사본부)

▪경찰공무원 수험공부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수험관련 스터디활동

▪경찰공무원 초청 
실전모의면접 

▪수험관련 스터디활동

캠퍼스폴리스, 주요분야 진출 선배 특강(경찰 등), 누리캅스, 
고시반, 기숙장학 프로그램, 대학생 도박예방캠페인, 방학 중 수험교과목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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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 전공 48학점(기초 6 + 필수 6 + 전선 36) 이상 

- 심화과정 : 전공 78학점(기초 6 + 필수 6 + 전선 66) 이상 

필수 6 1

전선
기본 36 2~4

심화 30 2~4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논문, 토익700점이상, 경찰공무원시험 합격, 

  재직증명서(취직자에 한함) 중 택1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 48학점(기초 6 + 필수 6 + 전선 36) 이수 

◾ 졸업자격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
수전공 시

◾ 기본과정 48학점(기초 6 + 필수 6 + 전선 36) 이수 

◾ 졸업자격 충족

부전공 ◾ 전공영역의 교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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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3870　 경찰학기초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3 3 기초 7 2 1

전선 14694　 무도(1) Defensive Tactics(1) 3 3 기초 3 5 2

기초 16057 사회의이해 Introduction to Society 3 3 기초 6 2 2

2

전필 13871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3 3 기초 7 2 1

전선 16261 경찰수사론 Theory of Police Investigation 3 3 기초 7 1 2

기초 16052 형사사법제도의이해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System 3 3 기초 6 2 2

2

1

전선 06671 경찰조직관리론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3 3 전문 6 2 2

전선 13123　 헌법 Constitutional Law 3 3 기초 7 2 1

전선 10207 범죄학 Criminology 3 3 기초 6 2 2

전선 10935 형법(1) Criminal Law(1) 3 3 심화 6 2 2

전선 13934 경찰학총론 General Theory of Police Science 3 3 심화 6 2 2

2

전선 13407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3 3 심화 6 2 2

전선 08706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10938 형법(2) Criminal Law(2) 3 3 심화 6 2 2

전선 13866 경찰학각론 Special part of police science 3 3 실무 4 5 1

전선 14695 무도(2) Defensive Tactics(2) 3 3 실무 3 5 2

3

1

전선 13408 경찰법 Police Law 3 3 심화 6 2 2

전선 13125 소년범죄론 Juvenile Crime & Criminal Justice System 3 3 실무 4 4 2

전선 08650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3 3 심화 6 2 2

전선 13475 범죄예방론 Police Crime Prevention 3 3 전문 5 3 2

전선 07660 경찰인사관리론 Police Personnel Management 3 3 전문 5 3 2

2

전선 13124 경찰학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Police Science 3 3 전문 4 4 2

전선 13935 과학수사론 Science Investigation 3 3 실무 3 5 2

전선 13128 피해자학 Victimology 3 3 실무 3 5 2

전선 08509 한국경찰사 History of Korean Police 3 3 심화 6 2 2

4

1

전선 14177 경찰학세미나 Seminar in Police Science 3 3 전문 4 3 3

전선 16160 경찰보안론 Police Security Theories 3 3 전문 5 3 2

전선 11928 민간경비론 Private Security 3 3 실무 4 4 2

2

전선 14178 경찰법세미나 Police Law seminar 3 3 전문 4 3 3

전선 14749 범죄유형론 Crime Typology 3 3 실무 4 4 2

전선 16159 경찰교육훈련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3 3 실무 4 4 2

전선 14088 경찰윤리 Police Ethics 3 3 전문 3 3 4

논문 05139　 논문 Graduation Thesis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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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52)

무도(1) Defensive Tactics(1)

기초무도 강좌에서는 무도의 한 종류인 유도를 

습득하여,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강인한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며 인격완성하고 체포술

과 호신술을 연마하여 상대를 제압하는데 목적이 

있다.

In the basic this courses, acquire judo, a kind of 

martial art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rain the opponent to conquer self-defense skills. 

In that way, build strong physical strength 

through attack and defens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721)

경찰학기초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경찰학을 학습하기 위한 입문과정으로 근대경찰

제도의 탄생과 정착, 경찰의 기능, 경찰제도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As an introductory course in learning police 

science, in this course, learn about the birth and 

establishment of modern police systems, police 

functions, police systems.

기초

(721)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법학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법학학습의 특징, 법률해석 및 

적용 일반론, 법이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The course takes basic legal knowledge to take 

courses in professional law. Lear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law learning, legal 

interpretation and general theories, and legal 

theori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사회의이해 Introduction to Society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검토하며, 사

회문제,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통해

서 사회문제와 해결방법을 올바로 인식하게 한다.

This course reviewed to ensure social problems 

and solutions. Various perspectives and theories 

of society are reviewed, and considerations of 

social problems and social pathology. 

기초

(622)

형사사법제도의 이해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 System

본 강좌는 형사사법 관련 분야의 현안이 되는 

쟁점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식 위주의 

수업을 탈피하여,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민간

경비, 소방 등 다양한 사례 소개를 통해 형사사

법 실무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issues in 

criminal justice areas. Taking away from the 

theoretical classes, it will be easier to 

understand the practice of criminal justice 

through various cases such as police, 

prosecutors, courts, calibration, private security.



115

사회과학대학 - 경찰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전문

(622)

경찰조직관리론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일반적인 조직과 다르게 경찰조직이 가지는 특수

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조직의 진단지

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일반조

직이론과 경찰조직의 특수한 요소를 습득케 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specificity of 

the police organization differently than the 

general organization. Acquire a basic and 

essential of general organizational theory and 

special police organization theory that can 

become a diagnostic indicator of a police 

organization.

심화

(622)

경찰학총론 General Theory of Police Science

경찰행정의 본질, 경찰행정학의 발전과정, 각국의 

경찰조직, 경찰인사행정, 경찰조직관리, 경찰재무

관리 등 경찰행정학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

식을 습득시킴으로써 경찰행정학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ing police administration by 

acquiring basic knowledge of police personnel 

management, police organization, police finance 

management. 

기초

(622)

범죄학 Criminology 

 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

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범죄학에서의 범죄의 개념

정립과 같은 광범위한 범죄학에서부터 범죄의 실태

나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는 협의의 범죄학까지 살

펴본다. 

This course aims to acquire a general knowledge 

of the study of crime. Learning from a wide range 

of criminology like definition of crime concept to a 

narrow range of criminal criminology.

기초

(721)

헌법 Constitutional Law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기본권론, 국가론, 통치구조론, 헌정사 등에 대하

여 학습한다.

This course aimed at understand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nation's highest law. 

To learn about basic rights, nationalism, 

governance, and constitutional issues.

심화

(622)

형법(1) Criminal Law(1)

형법 및 형법학의 기초이론과 사상을 다루고 범

죄성립에 관한 일반적 요건과 범죄미수, 공범에 

관한 이론 및 현행법의 해석, 판례의 평석, 죄수

론과 형벌에 관한 이론 및 현행법의 해석, 또한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

을 법해석학적으로 다루고 그 입법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 판례, 평석 등을 다룬다.

This subject deals with basic concepts and 

theories, such as definition of criminal law, 

principle of legality etc., and theories of criminal 

act, definition of offence, criminal illegality, 

culpability, attempt, the principal offence & 

complicity, criminal sanction, award of 

punishment and concurrence.

심화

(622)

경찰법 Police Law

경찰의 개념, 경찰제도, 경찰의 종류, 경찰작용, 

경찰조직 등에 관련된 경찰행정법규의 이해와 실

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습득시킨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police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arding with concept 

of police, police system, the kind of police, 

police action, police organization, and acquire 

the skill to make those knowledge applied to the 

actual work of police.

전문

(532)

경찰인사관리론 Police Personnel Management

경찰임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찰 This class studies human resourc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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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관의 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승진전보, 사

기, 복무규율 등 경찰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

적 이해를 도모한다.

of police officers, such as morale, motivation 

and the recruitment selection process.

전문

(532)

범죄예방론 Police Crime Prevention

 경찰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과 범죄예방, 범죄피해와 

예방, 범죄의 원인과 범죄예방의 실제에 대해 실

무적 배경과 이론적 기초를 학습한다. 

This class consists of three major components: 

(1) the relation between criminal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2) the prevention of 

victimization, and (3) the causes of crime and 

the solution to reduce it.

실무

(442)

소년범죄론 Juvenile Crime & Criminal Justice System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사회의 해체과정 

속에서 소년범죄의 증가현상 및 죄질의 정도 등에 

관한 전문적 이해를 도모하고 소년보호, 선도 및 교

정에 중점을 두어 소년비행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

게 한다.

This class studies the phenomena, causes and 

appropriate measures of juvenile delinquenc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심화

(622)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이 교과목은 형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국가형벌권

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헌법적, 형사소송법적 절

차와 소송주체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의 증진

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stitutional, 

legal process, criminal proceedings and 

proceeding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national authority of punishment subject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전문

(433)

경찰학세미나 Seminar in Police Science 

이 교과목은 경찰행정학의 특정한 이슈를 이해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학전반에 

걸친 새로운 지식과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추진

되고 있는 정책들을 이해한다.

This class explores important and essential 

subjects of the role of police in modern society 

and seek insight on police administration.

실무

(442)

민간경비론 Private Security

산업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민간경비에 대한 중요

성의 인식,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한 경비개념, 

그리고 각종 관련법규의 소개 및 인적경비와 기

계경비시스템 등의 total 경비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총체적 방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Recogniz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is class studies the 

concept of private security and introduces laws 

relevant to private security.

전문

(532)

경찰보안론 Police Security Theories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경찰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보안에 

관한 제이론을 현실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적용

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체계화 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raining 

practical professional security police officers. 

Develop a theoretical basis by learning a wide 

variety of theories about security.

기초

(712)

경찰수사론 Theory of Police Investigation

경찰의 수사활동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공부하고 
사례교육을 통해 범죄수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Students study theories and techniques related to 
police investigation activities, and increas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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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높일 수 있도록 한다. and understanding in criminal investigation through 
case education.

실무

(451)

경찰학각론 Special part of police science

경찰학각론은 경찰행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경찰의 조직, 인사원리 및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

적인 이론의 습득을 통하여 학문적 기초를 확립

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목이다.

The course aims to establish academic 

foundations through the acquisition of basic 

theories of police officers, police personnel 

principles and police actions in police 

departments.

실무

(352)

무도(2) Defensive Tactics(2)

경찰관의 임무수행과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필요

한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경찰활동에 필요한 각

종 무도기술을 연마한다.

This course intends to provide martial arts 

training to students aiming to become police 

officers. It helps them to maintain mental and 

physical fitness, and acquire practical self 

defense skills.

심화

(532)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비행동기에 관한 각종이론, 범죄자의 심리, 검사, 

범죄자 행동유형에 관한 고전 및 현대이론의 사

례연구, 정신분석학의 도입, 사회학습이론에서 본 

공격성의 메커니즘, 비행잠재성의 예측 등 범죄심

리분야의 전반에 걸쳐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area of 

psychology and law research on forensic 

psychology. Contents are as follows. The 

accuracy of witness statements, polygraph, 

hypnosis, criminal justice system responsibility 

and mental disorders, psychology in trials, 

sentencing, and overall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심화

(622)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은 국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

에서는 먼저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터득하게 하고, 

행정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이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n this course, first, to learn the basic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second, let students solve 

how the administrative process works.

심화

(622)

형법(2) Criminal Law(2)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

을 법해석학적으로 다루고 그 입법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 판례, 평석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nterpret the legal requirements of 

various crimes in the criminal law and study 

comparative legal research and judicial 

precedents.

전문

(442)

경찰학연구방법론 Methodology of Police Science

다양한 형사사법 및 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연구

를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학습한다. 이를 위해 통

계분석의 개념과 기초적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basic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to analyze crime 

data. This course studies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the crime data analysis, the concept 

of statistical analysis and data processing. 

실무 과학수사론 Scien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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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352)

범죄수사 및 형사공판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법과

학적 분석기법과 증거들을 이해하고, 실무운용능

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various forensic 

analyses and eviden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criminal trials, and to cultivate practical 

operational capabilities.

실무

(352)

피해자학 Victimology

범죄현상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 피해자의 방어

와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사법제도, 범죄피해자보

호 등과 관련한 제 문제를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the interactions between 

victim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nnections between victims and other social 

groups and social movements. 

심화

(622)

한국경찰사 History of Korean Police

한국 역사상의 경찰제도사를 중심으로 시대적인 

특징 속에서 경찰제도를 이해시키며, 시대적 흐름

에 따른 경찰의 역할의 변화와 활동분석을 통해 

보편성을 찾고 경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police 

system and features in Korean history. Police is 

affected by the environment and times 

constantly. So this class studied about change 

the role of the police and activity. This course 

will give in-depth notion about police.

전문

(433)

경찰법세미나 Police Law seminar

본 강좌는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접근, 경찰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윤리, 경찰정책과 기획, 경찰

조직관리, 경찰재무관리, 경찰업무관리, 경찰책임

과 통제, 마지막으로 경찰행정의 혁신, 경찰행정

의 비전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course aims to learn about the academic 

approach of police administration, police policy 

and ethics, police officers management and 

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전문

(334)

경찰윤리 Police Ethics

시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

사하여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

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

과 부패하지 않는 경찰윤리를 학습한다.

Establish a righteous police ethics as a service 

provider for all the citizens. This class provides 

the basic concepts of police ethics and studies 

on issues of police discretion.

실무

(442)

경찰교육훈련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경찰 실무활동에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과 사례에 
대해 공부하고,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실습을 통해 
경찰공무원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theoretical 
knowledge and cases necessary for 
working-level police activities, and to 
cultivate the abilities necessary for police 
officers through practice on local police 
offices.

실무

(442)

범죄유형론 Crime Typology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전통적 범죄에 

속하는 살인, 강도, 주거침입 절도, 강간 등은 물

론 신종범죄에 속하는 테러리즘, 화이트칼라범죄, 

조직범죄, 기업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various types of crimes. Learn murder, burglary, 

rape, which belong to the traditional crime also 

learn new type crime such as terrorism, white 

color crime, organized crime, cybe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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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과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지식정보와 데이터 간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형 전문 인재

전공능력 지식정보 및 데이터 관리 능력·이용자와의 소통 및 서비스 능력·문화프로그램 기획 능력 

교육목표
문헌정보학과는 지식정보 및 데이터가 핵심 가치가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각종 도서관 및 정
보센터의 관리․운영을 주도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모든 이론과 기술을 갖춘 창의적인 지식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도서관·정보센터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실무 및 프로젝트 중심의 차별화된 커리큘럼 운영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팀 프로젝트, 자체학습모임, 전공학습 멘토링 운영

◾지식정보 및 데이터 수집·분석·처리를 위한 최첨단 실습환경을 구축하여 

  미래 데이터 중심 사회의 지식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운영 

◾인턴십·실무실습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며 관련 기관
의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   

수여학위 문헌정보학사 (Bachelo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초·중등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사서교사(초·중등), 2급 정사서, 독서·논술지도사 등

대학도서관 사서  2급 정사서,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등

사서직 공무원  2급 정사서,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연구원 및 기업체 
정보자료실 사서

 2급 정사서,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웹켄텐츠 기획자, 
정보컨설턴트 등

 2급 정사서, 정보검색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지식정보 및 
데이터 관리 

능력

지식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조직, 검색, 분석,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수집, 조직, 축적, 검색, 이용,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수집, 분석, 설계, 공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용자와의 
소통 및 

서비스 능력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이용자가 요구하는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능력 

◾특정 주제 분야의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여 이용자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용자의 주제배경에 따라 요구하는 지식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한다. 

문화프로그램
기획 능력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용자 생애주기별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한다.



120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지식정보 및 데이터 

관리 능력

이용자와의 소통 및 

서비스능력
문화프로그램 기획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구분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직무 전문
도서관기획, 데이터기반 
마케팅, 캡스톤디자인

도서관 내·외부 환경분석,

지역데이터 환경 분석, 도서관 
및 데이터 전략 수립

사회적 책임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윤리의식

현장 실무

디지털도서관 이론, 
정보콘텐츠 개발, 

정보 및 데이터 분석 처리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조화, 
실무연계 데이터 수집 분석,

개방·공유·협력적 사고,

실무지향적 태도

전공 심화

도서관 경영이론, 

저작권법, 정보 및 데이터 
처리이론

분류 및 목록 작성, 조사 및 
통계처리, 저작권 기반 
공유저작물 수집 처리

과학적 사고,

법 및 제도 기반적 사고

전공 기초

도서관 역사 및 지식,

지식정보서비스 현황 및 
동향

전공 기초영어 활용능력

정보커뮤니케이션 능력

공동체 의식

이용자 지향적 태도 

전공능력

진로분야

지식정보 및 데이터 관리 

능력

이용자와의 소통 및 

서비스능력
문화프로그램 기획 능력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 ● ◐

대학도서관 사서 ● ● ◐

사서직 공무원 ● ● ●

연구원 및 기업체

정보자료실 사서
● ● ○

웹컨텐츠 기획자,

정보컨설턴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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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지식정보 및 

데이터 관리 

능력

이용자와의

소통 및 

서비스 능력

문화프로그램 

기획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빅데이터와도서관 ● ◐ ○ 6 3 1

정보공유와XML의활용 ● ◐ ○ 3 6 1

정보와지적재산 ● ◐ ○ 4 2 4

정보공유와LOD ● ◐ ○ 6 3 1

데이터베이스구축실습 ● ◐ ○ 3 6 1

MARC과RDA ● ○ ○ 4 4 2

정보이용자론 ○ ● ◐ 4 3 3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 ◐ ○ 3 6 1

메타데이터구축실습 ● ○ ○ 4 4 2

실무
캡스톤디자인 ○ ● ● 3 2 5

현장실무실습 ● ● ● 2 5 3

심화

학교도서관운영 ◐ ● ◐ 3 4 3

공공도서관운영론 ○ ◐ ● 3 4 3

인문사회과학서지 ● ◐ ○ 6 2 2

NIE와논술지도 ○ ◐ ● 3 3 4

정보검색 ● ◐ ○ 6 3 1

디지털도서관 ● ◐ ○ 6 3 1

자연과학서지 ● ◐ ○ 6 2 2

독서교육 ○ ◐ ● 4 2 4

장서관리론 ● ◐ ○ 6 2 2

기록관리론 ● ◐ ○ 5 3 2

도서관기획론 ○ ◐ ● 4 2 4

자료조직론 ● ○ ○ 5 3 2

기초

문헌정보학개론 ◐ ◐ ◐ 5 2 3

영어자료읽기 ● ◐ ○ 4 4 2

정보커뮤니케이션론 ○ ● ◐ 2 4 4

4차산업혁명과도서관 ○ ◐ ● 6 2 2

분류학 ● ○ ○ 3 5 2

정보봉사론 ● ● ◐ 4 2 4

도서관경영론 ○ ◐ ● 4 4 2

목록학 ● ○ ○ 3 5 2

정보자원의탐색과이해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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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지식정보 및 데이터 관리 
능력

이용자와의 소통 및 
서비스 능력 문화프로그램 기획 능력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S)

전문

정보와지적재산
MARC와RDA
메타데이터구축실습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정보공유와XML의활용
빅데이터와도서관

실무 현장실무실습

심화

정보검색[필]
디지털도서관[필]
자료조직론
자연과학서지
인문사회과학서지
장서관리론

학교도서관운영 도서관기획론
NIE와논술지도
독서교육

기초

문헌정보학개론[필]
영어자료읽기[필]
분류학[필]
정보봉사론[필]
목록학[필]
정보자원의탐색과이해[필]

정보커뮤니케이션론[초] 4차산업혁명과도서관[초]
도서관경영론[필]

대학도서관 사서

(A)

전문

빅데이터와도서관
정보공유와XML의활용
정보와지적재산
정보이용자론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메타데이터구축실습
데이터베이스구축실습
정보공유와LOD

실무 현장실무실습 캡스톤디자인

심화

인문사회과학서지
정보검색[필]
디지털도서관[필]
자연과학서지
기록관리론
장서관리론

독서교육
도서관기획론

기초

문헌정보학개론[필]
영어자료읽기[필]
분류학[필]
정보봉사론[필]
목록학[필]
정보자원의탐색과이해[필]

정보커뮤니케이션론[초] 4차산업혁명과도서관[초]
도서관경영론[필]

사서직

공무원

(P)

전문

빅데이터와도서관
정보와지적재산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메타데이터구축실습
MARC와RDA
정보공유와XML의활용

실무 현장실무실습 캡스톤디자인



123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진로분야 직무
수준

지식정보 및 데이터 관리 
능력

이용자와의 소통 및 
서비스 능력 문화프로그램 기획 능력

심화

정보검색[필]
디지털도서관[필]
자료조직론
자연과학서지
인문사회과학서지
장서관리론

공공도서관운영론
도서관기획론
독서교육

기초

문헌정보학개론[필]
영어자료읽기[필]
분류학[필]
정보봉사론[필]
목록학[필]
정보자원의탐색과이해[필]

정보커뮤니케이션론[초] 4차산업혁명과도서관[초]
도서관경영론[필]

연구원 및 기업체

정보자료실 사서

(R)

전문

빅데이터와도서관
정보공유와XML의활용
정보와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구축실습
MARC와RDA
정보이용자론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정보공유와LOD

실무 현장실무실습 캡스톤디자인

심화

인문사회과학서지
정보검색[필]
디지털도서관[필]
자연과학서지
기록관리론
장서관리론

기초

문헌정보학개론[필]
영어자료읽기[필]
분류학[필]
정보봉사론[필]
목록학[필]
정보자원의탐색과이해[필]

정보커뮤니케이션론[초] 4차산업혁명과도서관[초]
도서관경영론[필]

웹켄텐츠 기획자,

정보컨설턴트 등

(W)

전문

빅데이터와도서관
정보공유와XML의활용
정보와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구축실습
MARC와RDA
정보이용자론
메타데이터구축실습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정보공유와LOD

실무 현장실무실습 캡스톤디자인

심화

정보검색[필]
디지털도서관[필]
인문사회과학서지
장서관리론

기초
문헌정보학개론[필]
영어자료읽기[필]

정보커뮤니케이션론[초] 4차산업혁명과도서관[초]
도서관경영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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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지식정보 및 데이터 관리 
능력

이용자와의 소통 및 
서비스 능력 문화프로그램 기획 능력

분류학[필]
정보봉사론[필]
목록학[필]
정보자원의탐색과이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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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현장실무
 기획 및 관리

전문
캡스톤디자인(APRW)
현장실무실습(G)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정보시스템 활용능력
정보 및 데이터처리

실무
빅데이터와도서관(G)
정보공유와XML의활용(G)
정보와지적재산(G)

정보공유와LOD(ARW)
데이터베이스구축실습
(ARW)
MARC과RDA(SPRW)

정보이용자론(ARW)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G)
메타데이터구축실습
(SAPW)
자료조직론(SAPR)

도서관운영관리
 및 기획

도서관전산시스템 
심화 학교도서관운영(S)

공공도서관운영론(P)
인문사회과학서지(G)
NIE와논술지도(S)
정보검색(G)
디지털도서관(G)
장서관리론(G)

자연과학서지(SAPR)
독서교육(SAP)
기록관리론(AR)
도서관기획론(SAP)

정보의 이해
도서관의 이래

외국어능력
기초

문헌정보학개론(G)
영어자료읽기(G)
정보커뮤니케이션론(G)
4차산업혁명과도서관
(G)

분류학(G)
정보봉사론(G)
도서관경영론(G)
목록학(G)
정보자원의탐색과이해(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S)초·중고등학교도서관 사서   (A)대학도서관 사서
 (P)사서직 공무원   (R)연구원 및 기업체 정보자료실 사서   (W)웹컨텐츠 기획자 등  

비 
교 
과

▪팀프로젝트 및 
전공학습 멘토링 
운영

▪자체학습모임 운영

▪팀프로젝트 및 
전공학습 멘토링 
운영

▪자체학습모임 운영

▪전문가 초청 진로 및  
취업 특강

▪자체학습모임 운영
▪인턴십 교육

▪전문가 초청 진로 및 
취업 특강

▪임용시험 대비반 운영
▪공무원 사서직 대비반 
운영

학술동아리(마따호쉐프) 운영, LIS Field Research, 졸업생 초청 진로 및 취업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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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30 + 전선 12) 이상

- 심화과정: 전공 72학점(기초 6 + 전필 30 + 전선 36) 이상

전필 30 1~3

전선
12 2~4

24 2~4

졸업자격(논문) P 4 - 자격증취득(졸업인증제도 운영)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이수자는 현장실무실습을 필히 이수하도록 
한다.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 기본이수영역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전공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0 + 전선 12)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0 + 전선 12)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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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54 정보커뮤니케이션론 Understnading the Communication 3 3 기초 2 4 4

전필 05921 문헌정보학개론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 3 기초 5 2 3

2

기초 16262 4차산업혁명과도서관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ibrary 3 3 기초 6 2 2

전필 13936 영어자료읽기
Rea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
3 3 기초 4 4 2

2

1

전필 08589 분류학 Introduction to Classification 3 3 기초 3 5 2

전필 10944 정보봉사론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3 3 기초 4 2 4

전필 12128 도서관경영론 Library Management 3 3 기초 4 4 2

전필 15275 빅데이터와도서관 Big Data and the Library 3 3 전문 6 3 1

2

전필 09109 목록학 Introduction to Cataloging 3 3 기초 3 5 2

전필 16267 정보자원의탐색과이해
Understading and Searching Information 

Resoures
3 3 기초 4 4 2

전선 08591 정보와지적재산 Information and Copyright 3 3 전문 4 2 4

전선 14610 학교도서관운영 School Library Management 3 3 심화 3 4 3

전선 14405 정보공유와 XML의 활용
Practice of Information Linking and 

XML
3 3 전문 3 6 1

3

1

전필 12461 디지털도서관 Digital Library 3 3 심화 6 3 1

전선 13860 공공도서관운영론 Public Library Management 3 3 심화 3 4 3

전선 08001 인문사회과학서지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n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 3 심화 6 2 2

전선 14404 MARC과 RDA MARC and RDA 3 3 전문 4 4 2

전선 14403 정보공유와LOD Understanding of Linked Open Data 3 3 전문 3 6 1

2

전필 05086 정보검색 Information Storage & Retrieval 3 3 심화 6 3 1

전선 13726 NIE와 논술지도 NIE & Writing Instruction 3 3 심화 3 3 4

전선 16265 장서관리론 Collection Management 3 3 심화 6 2 2

전선 16264 데이터베이스구축실습 Construction on Database 3 3 전문 3 6 1

4

1

전선 06266 자연과학서지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3 3 심화 6 2 2

전선 15276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Data Processing & Statistical Analysis 3 3 전문 3 6 1

전선 08744 독서교육 Reading Instruction 3 3 심화 4 2 4

전선 14412 메타데이터구축실습 Construction of Meta Data 3 3 전문 4 4 2

전선 14411 현장실무실습 The Practicum 3 3 실무 2 5 3

전선 16266 정보이용자론 Information User Studies 3 3 전문 4 3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전문 o

2

전선 13136 도서관기획론 Library Planning 3 3 심화 4 2 4

전선 10942 자료조직론 Organization of Library Materials 3 3 심화 5 3 2

전선 16263 기록관리론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3 3 심화 5 3 2

전선 14409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실무 3 2 5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전문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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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44)

정보커뮤니케이션론 Understanding the Communication

정보의 활용과 정보 자료의 문헌정보학적 수용범

위와 이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Analysis and study of general models of 

communication; the roles of Information and 

libraries in the total information process.

기초
(622)

4차산업혁명과도서관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ibrary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기술 혁신 및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개괄한다. 이를 통

해 변화하는 도서관의 역할 및 서비스,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발전방향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정보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명과 과제를 고찰할 기회를 갖는다. 

Overview the various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changes to a more intelligent society result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lass, 

students understand the changing role and service 

of librarie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They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consider the mission and chanllenges that librarians 

should have in the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23)

문헌정보학개론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문헌정보학의 입문과정으로서 그 의의와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문헌정보학을 구성하는 각 교과

목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와 그 체계를 이해한다.

As enrollment process of the literature 

information crane it investigates the questionable 

matter and a history background, the summary 

synopsis against each subject which composes 

the literature information crane and the system 

it understands.

기초
(442)

영어자료읽기
Rea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

 독서력의 발달에 따른 도서관 그리고 정보 과학 

문학, 읽기를 영어로 소개하고 독해하며 영문자료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이다.

An introduction to reading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reading skills in 

English.

기초
(352)

분류학 Introduction to Classification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조직에 관한 원리, 역사와 

세계주요 분류체계를 알아보고 KDC, DDC, LC를 

통해 실제 분류연습을 중점으로 실습하는 실용교

육이다.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bibliographic 

organization and control of information, and the 

world widely used classification schemes such as 

DDC and LC. Emphasizes the practice of KDC.

기초 정보봉사론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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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424)

도서관 업무에서 참고업무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

하고 각 유형의 참고질문, 이용자들을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효과적인 봉사유형 및 실행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사서양성교육이다.

Survey of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information use by people in their 

various roles, situations, and contexts. Methods 

that are used to study information needs, use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cluding 

community analysis.

기초
(442)

도서관경영론 Library Management

각 도서관과 자료센터의 조직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경영이론과 경영학, 행정학 등 관련 학

문에서 적용된 이론 교육이다.

Administrative theory, organizational planning, 

leadership styles, decision making, problem 

solving, operations researc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other aspects of the 

management process applied to libraries.

전문
(631)

빅데이터와도서관 Big Data and Library

본 과목에서는 빅데이터의 개념, 기술, 유용성,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을 습득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빅데

이터를 적용한 실제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운영의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is for those new to data science 

and interested in understanding why the Big 

Data Era has come to be. It is for those who 

want to become conversant with the 

terminology and the core concepts behind big 

data problems, applications, and systems. At the 

end of this course, you will be able to:

1) Describe the Big Data landscape including 

examples of real world big data problems 

including the three key sources of Big Data: 

people, organizations, and sensors. 

2) Explain the V’s of Big Data (volume, 

velocity, variety, veracity, valence, and value) 

and why each impacts data collection, 

monitoring, storage, analysis and reporting.

기초
(352)

목록학 Introduction to Cataloging

정보자료의 검색을 위한 목록이론과 목록 기술법, 

표목선정 및 편성방법, MARC의 적용 교육이다.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ataloging and 

suitable techniques. Includes descriptive 

cataloging, selected entry headings, and MARC.

기초
(442)

정보자원의탐색과이해 Understading and Searching Information Resoures

다양한 정보자원의 유형 및 특징을 이해하고, 온라

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자원의 조사방법을 학

습한다. 

This course educates advanced survey of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on online and 

offline.

심화
(631)

디지털도서관 Digital Library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 방법, 네트워크, 도서관 업

무시스템분석을 통한 전산화 방안을 습득하는 교

Uses of computers for managing library 

databases and information systems; comparison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육을 실시하여 실무에 즉각 적용하기 위한 교육

이다.

of approaches to library automation; design, 

evaluation, and selection of automated systems.

심화
(631)

정보검색 Information Storage & Retrieval

정보관리자로서 정보검색시스템에 관한 이론과 

실제 검색 기법을 교육하여 도서관 정보자료에 

적합한 검색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대해 살펴보

고 실무에 적용하도록 교육한다.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components of 

information systems; principles and techniques 

for classifying information needs analysis; 

operation of manual and automated systems; 

evaluation of information system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424)

정보와 지적재산 Information and Copyright

저작권 기초이론과 도서관상호협력에 따른 문제

점 등 지적재산과 도서관의 관계를 교육한다.

Analysis of present and emerging telecommunications 

and the relationship to information transfer relating 

to the copyright issues. In the context of societal 

change, examination of developments in 

telecommunic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libraries/information agencies.

심화
(343)

학교도서관운영 School Library Management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요 요소인 자료, 시설, 비품

의 운영 기법은 물론 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와 

교육 등에 대하여 배운다.

This course covers the information services and 

information literacy for users as well as 

management techniques of materials, facilities, 

and equipment at the school library 

environment.

전문
(361)

정보공유와XML의활용 Practice of Information Linking and XML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 및 연계학습을 XML을 이

용하여 실습한다.

This course covers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XML for information sharing and integrating.

심화
(343)

공공도서관운영론 Public Library Management

공공도서관경영의 일반적인 개념과 구조, 지역주민

을 위한 정보서비스 활동 추의, 공공도서관 조직 및 

직원, 장서의 특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주제들을 다룬

다.

Public library management covers topics to 

promote the planning, staffing, budgeting,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 of public library.

심화
(622)

인문사회과학서지
The Bibliograph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분야의 정보원과 각종 서지

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탐색한다.

Practice of comprehensive retrieval abou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ources and 

bibliography.

전문 MARC과RDA MARC and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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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442)
메타정보 구축을 위하여 자동화목록형식과 RDA 

기술규칙을 학습한다.

This course educates MARC & RDA for 

constructing meta information.

전문
(361)

정보공유와LOD Understanding of Linked Open Data

웹 환경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출판 공

유, 재사용하기 위한 LOD의 개념 및 요소 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한다.

This course educates the publishing, re-using 

and sharing of structured data in web 

environment, as well as understand the concept, 

core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services of 

LOD.

심화
(334)

NIE와논술지도 NIE & Discourse Instruction

신문자료를 활용한 논술 작성법 및 독서·논술교

육 방법을 익혀 독서교육과 논술교육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Strengthen educational capacity that can do 

statement guidance through news paper.

심화
(622)

장서관리론 Collection Management

장서관리에 대한 제반 지식과 전자자원에 대한 

개발 전략을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collection (both print materials and 

electronic resources) development, evaluation, 

selection criteria, and tools. Discussion of 

community analysis, censorship, library standards, 

and the publishing industry.

전문
(361)

데이터베이스구축실습 Consturction on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 개념과 구조, 모델링에 대

한 이론을 학습하고, Microsoft Access를 활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RDF, XML의 구조와 

LOD 표현 형식을 실습한다.

Studies in the theories, methods and techniques of 

database are essential in modern computer system. 

Students mainly learn basic concepts, model, and 

data operation of database and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 and studends also learn 

how to use Microsoft Access to build a database.

심화
(622)

자연과학서지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ources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 문헌의 특성과 서지통정, 

정보원 등에 대해 배운다.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sciences 

information environment; structure, functions, 

and service patterns;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blems. Science and Technology 

literature; information needs, resources, and 

reference services; networks trends.

전문
(361)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Data Processing & Statistical Analysis

데이터 분석의 기초적 개념인 데이터 처리 및 코

딩, 통계 분석 방법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구체

적으로 데이터 처리 및 통계분석 개념에 대한 전

반이해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실습을 통

해 데이터 처리 및 통계분석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teaches the foundational topics in 

data analytics such as data manipulation, 

statistical analysis. The class will focus on 

breadth and present the topics briefly instead of 

focusing on a single topic in depth. This will 

give you the opportunity to apply the basic 

knowledge of data processing and data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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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424)

독서교육 Reading Instruction

여러 유형의 독서활동을 개관하고, 각 목적과 독

서자 수준에 맞는 도서방법에 접근하며, 독서요

법과 독서영역에 대해 다룬다.

An examination of the overview of various reading 

activities; criticism and evaluation;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Techniques of reading guidance in school 

or public libraries in relationship to developmental 

interests, needs and skills by levels of readers.

전문
(442)

메타데이터구축실습 Construction of Meta Data

MARC 및 KCR 규칙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교육을 수행한다.

This course educates construction of meta data 

and practice with MARC and KCR.

실무
(253)

현장실무실습 The Field Practical Training

LOD, XML관련 정보기관 및 도서관에 현장실무

자로서의 실습을 수행한다.

This course provides practical experience to 

students about libraries and agencies that 

related with LOD, XML as a practitioner.

전문
(361)

정보이용자론 Information User Studies

다양한 정보환경 속에서 정보이용자가 행하는 정보

추구 및 이용행태, 정보이용에 대한 이론을 살펴봄

으로써 정보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효

과적인 정보서비스 설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

적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demand and access 

behavior of knowledge information in various 

information environments, and the theory of 

information use. This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users and have the ability to design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s.

심화
(424)

도서관기획론 The theory of Library Planning

도서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도서관 업무의 

설계 및 실행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planning and evaluation of 

the library, and it is covers all process related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ibrary services. 

심화
(532)

자료조직론 Materials Organization

도서관자료조직과 관련된 분류 및 목록의 이론을 

보다 깊이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분류와 목록의 

역사와 발전과 제규정과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익혀 도서관 자료의 조직능력을 배양한다.

The depth which sees the objection of the 

classification which relates with a library data system 

and list the system ability of library data with the 

deepening process which it treats, it learns the history 

and a development and my regulation and the 

systematic back of classification and list concretely and 

it cultivates.

심화
(532)

기록관리론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국내외 사례를 살펴

보며, 기록관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는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수집, 선별, 평

가, 정리기술 및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전문가, 디지

털 보존 등에 관한 기본내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teaches basic concepts of record 

managemen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recor 

management and archives. Specifically, it teaches 

the core area of record management and archives: 

concepts of collection, appraisal and selection, 

description, information service, archivist, digital 

preservation.



133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25)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특정 과업을 설계

하고 제작한다.

A capstone design is an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which aims to improve the students' 

ability on analysis and design of practical 

industrial problems by use of overall practical 

knowledge which has been learned in 

undergradua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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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Dept. of Law)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에 기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인재 

전공능력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 법적 사고능력 · 법 실무 대처능력

교육목표

법학과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의적, 비판적, 합리적 사

고력을 기반으로 한 법적 소양을 함양하여 현실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회인을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체계적인 전공교육 및 취업지도를 위한 책임 지도교수 제도 운영
◾공공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시험 직렬별 집중교육 및 고시반 운영
◾법조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법원, 검찰청 견학 등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법조인, 공무원 초청 특강 등을 통하
여 취업 및 시험준비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네트워크 강화

수여학위 법학사 (Bachelor of Law)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공무원
한국사능력시험, 컴퓨터활용능력,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기업체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예비)법조인 변호사

공기업 한국사능력시험, 정보처리기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중등사회

교사
일반사회 정교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다양한 가치판단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고하고 이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

◾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가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갖춘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춘다.

법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나의 법적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법원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 3법을 위주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학 분야의 체계 및 원리를 이해한다.

법 실무 

대처능력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련 법을 찾아 적용,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을 찾아서 해석 및 적용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한다.
◾분쟁에 맞는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절차 단계별 진행상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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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법적 사고능력 법 실무 대처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사례연구

법적 쟁점의 최신 동향

판례조사분석

모의재판

리걸마인드 함양

법률 전문가윤리 함양

실무
민사 및 형사실무 이론 

지식

법률문장 쓰기

쟁점 파악하기
법적 관점에서의 분석태도

심화
법 개념 습득

민·형사·공법의 기초이론
현행법령 및 관련 판례 찾기

법률용어 사용

논리적 사고하기

기초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법학 일반에 관한 지식 

함양

글쓰기 및 읽기

외국어 활용능력
법학에 대한 열린 자세

전공능력

진로분야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법적 사고능력 법 실무 대처능력

공무원 ◐ ● ●

기업체 ● ● ◐

공기업 ◐ ● ◐

(예비)법조인 ● ● ●

중등사회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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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법적 

사고능력

법 실무 

대처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민사집행법 ◐ ● ● 5 3 2

경제법 ◐ ● ● 5 3 2

자본시장법 ◐ ● ● 5 3 2

행형법 ◐ ● ● 5 3 2

실무

민사소송법 ◐ ● ● 5 3 2

형사정책 ◐ ● ● 5 3 2

경제와사회 ● ○ ○ 5 3 2

문화와사회 ● ○ ○ 5 3 2

형사소송법(2) ◐ ● ● 5 3 2

중재법 ◐ ● ● 5 3 2

친족상속법 ◐ ● ● 5 3 2

보험해상법 ◐ ● ● 5 3 2

인간과행정 ● ○ ○ 5 3 2

사회(일반사회)교과교
재연구및지도법

● ○ ○ 3 4 3

심화

행정법각론 ◐ ● ● 5 3 2

형사소송법(1) ◐ ● ● 5 3 2

국제법(1) ◐ ● ◐ 5 3 2

채권각론 ◐ ● ● 5 3 2

어음수표법 ◐ ● ● 5 3 2

사회(일반사회)교과교
육론

● ○ ○ 3 4 3

행정법총론 ● ● ◐ 5 3 2

형법각론 ◐ ● ● 5 3 2

채권총론 ● ● ◐ 5 3 2

회사법 ◐ ● ● 5 3 2

시민교육과사회윤리 ● ○ ○ 5 3 2

기초

헌법(2) ● ● ○ 5 3 2

형법총론 ● ● ◐ 5 3 2

물권법 ◐ ● ● 5 3 2

상법총칙·상행위법 ◐ ● ● 5 3 2

정치와사회 ● ● ○ 5 3 2

법학 ● ● ◐ 5 3 2

민법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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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법적 사고능력 법 실무 대처능력

공무원
(P)

전문
행형법
경제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법

실무
경제와사회
문화와사회

형사소송법(2)
형사정책

친족상속법
중재법
민사소송법

심화

채권총론 행정법총론
형사소송법(1)
국제법(1)
회사법

행정법각론
형법각론
채권각론
어음수표법

기초

법학[초]
민법[초]
정치와사회
인간과사회

헌법(1)
헌법(2)
형법총론
상법총칙·상행위법

물권법

자본시장법
경제법

기업체
(E)

전문
민사집행법
행형법

실무

경제와사회
인간과행정

중재법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2)
민사소송법
형사정책
보험해상법

심화

채권총론 행정법각론
국제법(1)
채권각론
행정법총론

형사소송법(1)
회사법
어음수표법
형법각론

기초

법학[초]
민법[초]
정치와사회
인간과사회

헌법(1)
상법총칙·상행위법
형법총론
헌법(2)

물권법

공기업
(B)

전문
자본시장법
경제법

민사집행법

실무
경제와사회
인간과행정

민사소송법
친족상속법
중재법

형사소송법(2)
형사정책
보험해상법

심화

채권총론 채권각론
국제법(1)
행정법각론
행정법총론

형사소송법(1)
회사법
어음수표법
형법각론

기초
법학[초]
민법[초]

헌법(1)
상법총칙·상행위법

물권법
헌법(2)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법적 

사고능력

법 실무 

대처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인간과사회 ● ○ ○ 5 3 2

헌법(1)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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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합리적 가치판단 능력 법적 사고능력 법 실무 대처능력

인간과사회
정치와사회

형법총론

법조인
(J)

전문
경제법 자본시장법

행형법
민사집행법

실무
경제와사회
인간과행정

민사소송법
친족상속법
중재법

형사소송법(2)
보험해상법

심화

채권총론 채권각론
형법총론
국제법(1)
행정법총론
회사법

형사소송법(1)
어음수표법
형법각론
행정법각론

기초

법학[초]
민법[초]
정치와사회
인간과사회

헌법(1)
상법총칙·상행위법
형법총론

헌법(2)
물권법

중등사회교사
(M)

전문

행형법
경제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법

실무

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경제와사회
문화와사회
인간과행정

민사소송법
친족상속법
중재법
형사소송법(2)
보험해상법

심화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사회교과교육론

행정법총론
채권각론
국제법(1)
형사소송법(1)
회사법

기초

법학[초]
민법[초]
인간과사회
정치와사회

헌법(1)
상법총칙·상행위법
형법총론

물권법
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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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사례연구
판례연구
모의재판

전문

민사집행법(G)
자본시장법(G)
행형법(PEJM)
경제법(G)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변론요지서 작성
법률상담실습

실무

형사소송법(2)(G)
중재법(G)
친족상속법(G)
보험해상법(EBJM)
인간과행정(EBJM)
사회(일반사회)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M)

민사소송법(G)
형사정책(PEB)
경제와사회(G)
문화와사회(PM)

능동적 학습능력 배양
기초 법 개념 습득
논리적 사고력 함양

심화

행정법총론(G)
형법각론(PEBJ)
채권총론(PEBJ)
회사법(G)
시민교육과사회윤리(M)

행정법각론(PEBJ)
형사소송법(1)(G)
국제법(1)(G)
채권각론(G)
어음수표법(PEBJ)
사회교과교육론(M)

인간의 이해
사회의 이해

외국어와 글쓰기능력
기초

법학(G)
민법(G)
헌법(1)(G)
인간과사회(G)

헌법(2)(G)
형법총론(G)
물권법(G)
상법총칙·상행위법(G)
정치와사회(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P)공무원  (E)기업  (B)공기업  (J)법조인  (M)중등사회교사 

비 
교 
과

▪신입생 
적성탐색검사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싹수프로그램

▪동아리
▪재학생직무능력향상 

특강
▪꿈수프로그램

▪동아리
▪재학생직무능력향상 

특강
▪땀수프로그램

▪동아리
▪재학생직무능력향상 
특강

▪진로·취업 면담

취업 특강, 법원/검찰청 견학, 고시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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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 전선 48학점(기초 6 + 전선 42) 이상 

- 심화과정 : 전선 87학점(기초 6 + 전선 42) + 심화 39 이상전선
42

1~4
39

졸업자격(논문) P 4 - 논문 제출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다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선 42)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선 42)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 (교직기본과목이외)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경영법학 융합전공 이수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조세법, 기업법률문서작성, 손해배상법, 상사채권관리, 회사소송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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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890 법학 Introduction to Law 3 3 기초 5 3 2

전선 11719 인간과사회 Human and society 3 3 기초 5 3 2

2
기초 16077 민법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3 3 기초 5 3 2

전선 13134 헌법(1) Constitutional LAW(1) 3 3 기초 5 3 2

2

1

전선 10136 헌법(2) Constitutional LAW(2) 3 3 기초 5 3 2

전선 06659 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3 3 기초 5 3 2

전선 05197 물권법 Law of Property 3 3 기초 5 3 2

전선 08197 상법총칙·상행위법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Transaction 3 3 기초 5 3 2

전선 05327 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3 3 기초 5 3 2

2

전선 05376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3 3 심화 5 3 2

전선 06502 형법각론 Particulars of Criminal Law 3 3 심화 5 3 2

전선 06443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 

Torts
3 3 심화 5 3 2

전선 07982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3 3 심화 5 3 2

전선 13028 시민교육과사회윤리 Citizenship Education and Social Ethics 3 3 심화 5 3 2

3

1

전선 06494 행정법각론 Particulars of Administrative Law 3 3 심화 5 3 2

전선 13531 형사소송법(1) Criminal Procedure(1) 3 3 심화 5 3 2

전선 13412 국제법(1) International Law(1) 3 3 심화 5 3 2

전선 05378 채권각론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3 3 심화 5 3 2

전선 05324 어음수표법 Law of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 
Checks 3 3 심화 5 3 2

전선 09255 사회(일반사회)교과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social studies 3 3 심화 3 4 3

2

전선 13532 형사소송법(2) Criminal Procedure(2) 3 3 실무 5 3 2

전선 15810 중재법 Arbitration law 3 3 실무 5 3 2

전선 06497 친족상속법 Family - Succession Law 3 3 실무 5 3 2

전선 07215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3 3 실무 5 3 2

전선 14609 인간과행정 Humanity and Administration 3 3 실무 5 3 2

전선 14902
사회(일반사회)교과교재연
구및지도법

Methods and Materials in Social studies 

Teaching of Education
3 3 실무 3 4 3

4

1

전선 06311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3 3 실무 5 3 2

전선 06175 경제법 Economic Law 3 3 전문 5 3 2

전선 06500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3 3 실무 5 3 2

전선 11717 경제와사회 Economy and society 3 3 실무 5 3 2

2

전선 13414 민사집행법 Civil Execution Law 3 3 전문 5 3 2

전선 13533 자본시장법 Law of the Capital Market 3 3 전문 5 3 2

전선 14471 행형법 The Prison law 3 3 전문 5 3 2

전선 11718 문화와사회 Culture and society 3 3 실무 5 3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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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법학 Introduction to Law

법학학습의 특징, 법률해석 및 적용 일반론, 법이

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It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research and general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기초
(532)

민법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이론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법전의 순서에 

따라 탐구 및 학습하며 외국법이론, 특히 독일법 

이론과 한국법원에서 내려진 판례 그리고 국내 

각 학자들의 학설을 비교한다.

It is the basic discipline of civil law theory. It 

explores and learn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code of law, and compares the theory of 

foreign law, especially German law theory, 

precedents issued by Korean courts, and theories 

of domestic scholar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32)

헌법(1) Constitutional LAW(1)

인간과 국가의 기본을 규정하는 학문으로서 헌법

일반이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t is a discipline that defines the basics of 

human beings and the state, and is composed of 

general constitutional theory, basic rights theory, 

and governance structure theory.

기초

(532)

헌법(2) Constitutional LAW(2)

국가의 기본을 규정한 헌법을 연구함에 있어 주

변국들의 헌법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 헌법

을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제화, 세

계화의 21세기를 대비하여 주변국들의 헌법을 이

해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In studying the constitution that defines the basics of 

the state, it is possible to more clearly grasp our 

constitution by comparing and studying the 

constitution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stitution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the 21st 

century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심화

(532)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서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 행정구제법 

등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내용과 실체운영을 

연구한다.

It is divided into the Administrative Action Ac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d the 

Administrative Relief Act as a public domestic law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ac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relief, 

and its detailed contents and actual operation are 

studied.

심화 행정법각론 Particulars of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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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532)

국가 공행정조직의 기본활동 내용을 이루는 행정

법 총론의 내용들을 부문별 행정작용에 있어서 

되살려보는 교과목이다.

This is a course that examines the contents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which constitutes the basic 

activities of the national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 in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each 

sector.

심화

(532)

국제법(1) International Law(1)

국제법의 정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고, 조약을 중

심으로 국제법의 연원을 살펴본 후 국가와 국제

기구, 개인 등 국제법상의 주체들과 국가를 구성

하는 국가의 영토, 국민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The course examines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ts legal nature, examines 

the origin of international law with a focus on 

treaties, and studies topics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s well as the territories and 

citizens of constituent countries.

실무

(532)

중재법 Arbitration law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된

다. 본 강좌에서는 구속력 있는 제3자에 의한 분

쟁해결절차인 중재에 관하여 배우며, 그 중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공부한다.

A disput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be solved in a variety of method. This course 

intends to understand arbitration, which is a 

binding procedure by the third party, focusing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전문

(532)

경제법 Economic Law

이 법은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

정하고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활동을 통제한다.

This law regulates state control over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controls excessive 

economic activity of entrepreneurs.

기초

(532)

물권법 Law of Property

대체로 법전의 순서에 따라 강의하되 대륙법의 

일반이론 이해를 위하여 힘쓰며 아울러 그 이론

과 한국적 법의 현실과 비교 및 검토한다.

In general, lectures are given in the order of the 

law, but they strive to understand the general 

theory of continental law, and compare and review 

the theory and the reality of Korean law.

심화

(532)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 Torts

채권법의 사회적 의의와 대상을 밝힌 다음 채권

관계의 성립, 효력변경 및 소멸에 관하여 체계적

으로 강술한다.

After clarifying the social significance and object 

of the bond law, a systematic lecture is given 

on the establishment, change in effect, and 

extinguishment of the bond relationship.

심화

532

채권각론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익,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시대적 제도적 의의와 성

질을 고찰하고 그 원칙의 응용 능력을 향상케 한

다.

In relation to contracts, office management, unfair 

profits, and illegal acts, which are the causes of 

bond relations,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nature of the times are considered and the ability 

to apply the principles is improved.

실무 친족상속법 Family - Success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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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532)

가족법의 과거와 현재를 근대적 가족법 이론에 

입각하여 강술하되 이와 아울러 한국의 고유법을 

찾아냄으로써 진정한 한국적 가족법 규범을 밝히

고자 한다.

The past and present of family law will be 

explained based on the modern theory of family 

law,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reveal true 

Korean family law norms by discovering the unique 

laws of Korea.

실무

(532)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의 개요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

킨다. 그 내용은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

위론, 소송과 정론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This class intend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a systematic way. 

It will explore the theories of parties, 

proceedings, evidence, and effects of court 

decisions of civil procedure. 

전문

(532)

민사집행법 Civil Execution Law

강제집행 각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예규, 

실무지침 등을 해설 및 각 절차에서 신청서(서식)

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한다.

Supreme Court precedents, regulations,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each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are explained and analyzed 

and reviewed, focusing on application (form) 

examples and theories in each procedure.

기초

(532)

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초개념 및 기본원리를 연

구하고 범죄성립 요건, 가벌요건, 형의 적용 등을 

이론적 체계에 따라 분석 검토한다.

It studies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crime 

and punishment, and analyzes and review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crimes, 

conditions for temporary punishment, and the 

application of punishment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system.

심화

(532)

형법각론 Particulars of Criminal Law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의 성립요소와 처벌규정을 

분석. 검토하며 각 범죄 유형에 따라 실제의 사

례문제를 다룬다.

Analysis of the elements of constitution and 

punishment rules for individual crimes. Review and 

deal with actual case problems according to each type 

of crime.

심화

(532)

형사소송법(1) Criminal Procedure(1)

형사소송법은 본래 형사절차에 관한 법을 말하

고, 형사절차는 수사단계, 재판단계, 형집행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형사소송법(1)은 수사단계에서 

절차법에 관한 설명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파악한 다음 수사단계에서의 절차법을 강

의한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iginally refers to the 

law on criminal procedures,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nsists of an investigation stage, a trial 

stage, and an execution stage.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is an explanation of the procedural 

law in the investigation stage. Therefore, after 

grasping the significanc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cedure method in the investigation stage 

is lectured.

실무

(532)

형사소송법(2) Criminal Procedure Law(2) 

형사소송법(2)는 형사소송법(1)에 이어 형사절차 Follow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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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법에 관한 것이고, 주로 재판에 관한 것이다. 따

라서 본 과목에서는 재판에 관한 절차법과 그 법

으로 인해 제정된 제도와 그 제도의 형성배경, 

실행과정,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해 고찰한다. 

Criminal Procedure Act (2) relate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mainly relates to the trial. 

Therefore, in this course, the procedural law on 

trial, the system established by the law, the 

background of its formation, implementation 

process, theory and practice, etc. are considered.

실무

(532)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범죄현황을 통하여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고 이에 

의하여 범죄의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학문이므로 

이에 관하여 강의한다.

It is a lecture that studies the cause of crime 

through the crime situation and seeks measures 

to prevent crime.

전문

(532)

행형법 The Prison law

행형법은 징역형, 사형, 구금 및 그 밖의 교도업

무의 집행을 규정한 법적 규범의 전체를 말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하는 과목이다.

The Executive Criminal Act is a full set of legal 

norms governing the execution of imprisonment, 

death penalty, detention and other prison affairs, 

and understands and studies them.

기초

(532)

상법총칙·상행위법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Transaction

상법의 개념과 역사, 그 기반을 이루는 경제생활

과 이념연구 및 기업주체인 상인과 인적 물적 보

조자에 관한 연구와 기업의 동태를 규율하는 상

행위에 관한 고찰을 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concept and history of 

commercial law, the economic life and ideology that 

underlies it, and studies on the business owners of 

merchants and human and material assistants, and 

the commercial behavior that governs the dynamics 

of companies.

심화

(532)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공동기업의 대표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존속, 소

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Focusing o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joint stock companies, a representative corporate 

form of joint ventures, we intend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entire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to its existence and 

extinction.

심화

(532)

어음수표법
Law of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 

Checks

어음 수표는 돈의 지급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완전 유가증권으로서 그 유통성을 확보

하고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어음법, 수

표법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A draft check is a complete securities that is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settlement of money, 

and it is the basic idea of   the bill and check laws 
to secure its circulation and ensure payment.

실무

(532)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해상법과 보험법을 실정법 체계에 따라 연구한다. 

즉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책임보험, 재보

험 등을 고찰하고 해상운송인, 해상운송계약, 선하

증권 공동해난 구조 선박우선 특권 등을 검토한다.

Maritime law and insurance law are studied 

according to the actual law system. In other 

words, it considers non-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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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reinsurance, etc., and reviews the maritime 

carrier, maritime transport contract, bill of 

lading, joint maritime relief, ship priority, etc.

전문

(532)

자본시장법 Law of the Capital Market

이 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

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This law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nhancing the 

fairness,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기초

(532)

인간과사회 Human and Society

이 과목은 교직이수과목으로서 인간에 대해 연구

하고,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과목입니다.

This course is a teaching course that studies 

humans and examines how humans have an 

influence in society.

심화

(343)

시민교육과사회윤리 Citizenship Education and Social Ethics

‘시민교육과 사회윤리’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으로 가져야 할 의식과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판단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에서는 사회

윤리 이론일반과 시민윤리교육의 문제를 종합적

으로 검토할 것이다.

'Citizens Education and Social Ethics' is a lecture 

that aims to learn teaching methods that can 

cultivate the ability to judge values   about what 

citizens should have consciousness and ethics in a 

diversified society. In this course, general social 

ethics theory and civic ethics education will be 

comprehensively reviewed.

심화

(343)

사회(일반사회)교과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social studies

본 교과는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현장교육

을 담당함에 있어 사회교과와 사회교육 현상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

하고 교사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

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cultivate teacher qualities through 

analysis and reflection on social studies and social 

education phenomena when preparatory teachers 

are in charge of field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실무

(532)

인간과행정 Humanity and Administration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론의 역사를 살피고,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인 행정에 대해 강의한

다.

This course examines the history of theories on 

human nature and learns about the active and active 

state action, administration, which is carried out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state or the public 

interest.

실무

(343)

사회(일반사회)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ethods and Materials in Social studies Teaching 

of Education

이 과목은 사회과 교재 연구 및  지도 방법을 목

적으로 교과교육학 과목으로 설강된 것으로 예비

교사들이 중등학교의 사회 학습내용을 학습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교사의 자질

을 함양하고 학습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

다.

This course is designed as a curriculum pedagogy 

subject for the purpose of researching and 

teaching social studies textbooks, so that 

pre-service teachers can cultivate the qualities of 

teachers and provide instruction by cultivating the 

ability to teach social studies content in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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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schools.

실무

(532)

경제와사회 Economy and society

이 과목은 문화와 경제의 고리를 설명하고 한 나

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과목입

니다.

It is the subject about pedagogics. We will study 

economy and research the effect that economy 

have in our society

실무

(532)

문화와사회 Culture and society

문화가 인간의 행동과 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비교문화를 통한 체계론적 사고를 익

힌다.

Study the influence of culture on human 

behavior and social change, and learn systematic 

thinking through comparative culture.

기초

(532)

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정치학 일반의 중요문제를 선택하여 인과관계를 

해명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다룬다.

By selecting important issues of the general 

political science, we will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and deal with the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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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Dept. of Social Welfar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인간에 대한 분배ㆍ인정 가치 구현의 인재

전공능력 자원 연계 능력 · 현장 실무 능력 · 정책 활용 능력

교육목표

∎인간존엄성과 정의ㆍ연대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철학의 이해

∎인간과 사회환경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문제해결 기술을 통합한 실천방법론 학습 

∎복지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관 함양 

∎돌봄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및 운영 능력 계발 

교육과정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인간과 사회환경에 대한 이론 및 사회조사와 통계 활용을 위

한 기초학습 과정 

∎사회복지 각 분야(가족복지, 아동복지, 학교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사회복지, 정

신건강사회복지)의 실천 영역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개별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적

으로 심화된 현장실습 교육과정

∎e-복지관(실천경험의 장)을 통한 각 분야별 현장밀착형 소집단 실천능력 강화과정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창의적이

고 조직적인 실무능력 배양과정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과 모금, 사회복지조직 및 자원봉사 운영, 사회복지윤리에 기초한 복지

철학 구현을 위한 전문학습 과정 

수여학위 사회복지학사 (Bachelor of Social Welfar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 정부기관

(공무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공단/공기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어학성적,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둥

비영리조직

(NGO)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어학성적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자원연계능력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원을 확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조직 실무능력

◾문제나 욕구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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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자원연계능력 현장실무능력 정책활용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윤리적 딜레마 해결,  사례

관리 및 분석, 프로그램 기

획과 평가,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평가

상황 및 사례분석, 문제해결 

전략 수립, 대안 제시 및 제도 

개선

돌봄의 윤리의식, 창의적 리더

십, 전문가적인 태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현장실무능력

각 실천영역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개별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중심 실무능력

◾각 실천영역의 특성, 실제 등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
으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정책활용능력

사회복지 이론을 바탕으로 경향과 정책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활용하는 능력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사회복지 대상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도울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자원연계능력 현장실무능력 정책활용능력

사회복지 ● ● ◐

사회복지 정부기관 (공무원) ◐ ◐ ●

공단/공기업 ◐ ◐ ●

비영리조직 (NG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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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실무

사회복지 대상별 개입, 

실천현장별 개입, 

문제영역별 개입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개입,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실무, 자원 발굴과 연

계, 자활지원, 자료 분석

협업적 태도, 책무성 인식, 독

립적인 사고와 자주적인 기획, 

균형적 평등의식

심화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의

미시 수준의 개입, 

중간 수준의 개입, 

거시 수준의 개입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조사와 통계분석, 조직관리, 

서비스전달체계 및 정책 분석

공감적 의사소통,

관찰 및 과학적 분석 태도,

분배철학 및 연대의식

기초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와 철

학,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개인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관계 지향적 태도, 공동체 지

향적 인성, 자기성찰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자원연계능력 현장실무능력 정책활용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 ◐ 3 5 2

사례관리론 ● ◐ ◐ 4 4 2

사회보장론 ○ ○ ◐ 7 1 2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 ○ 3 3 4

실무

아동복지론 ◐ ● ◐ 3 5 2

노인복지론 ◐ ● ◐ 3 5 2

장애인복지론 ◐ ● ◐ 5 3 2

사회복지현장실습(1) ● ● ◐ 2 5 3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 3 5 2

의료사회복지론 ◐ ● ◐ 5 3 2

학교사회복지론 ◐ ● ◐ 3 5 2

산업복지론 ◐ ○ ● 4 4 2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 4 4 2

가족복지론 ◐ ● ◐ 3 5 2

사회적경제론 ◐ ○ ● 4 4 2

사회복지현장실습(2) ● ● ◐ 2 5 3

심화

사회복지실천론 ◐ ● ○ 3 5 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 4 4 2

사회복지조사론 ○ ◐ ◐ 4 4 2

지역사회복지론 ● ◐ ◐ 4 4 2

사회복지행정론 ○ ○ ● 5 3 2

사회복지정책론 ○ ○ ● 5 3 2

사회복지법제 ○ ◐ ●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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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자원연계능력 현장실무능력 정책활용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복지국가론 ◐ ○ ● 7 1 2

기초

사회문제론(1) ○ ◐ ● 3 4 3

인간의이해 ○ ◐ 5 3 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 ○ 6 2 2

사회복지학개론 ◐ ◐ ◐ 7 1 2

사회복지역사 ○ ◐ ○ 7 1 2

사회복지와 인권 ◐ ◐ ○ 3 3 4

진로분야 직무
수준 자원연계능력 현장실무능력 정책활용능력

사회복지
(S)

전문
프로그램개발과평가[필]
사례관리론[필]

사회복지윤리와철학[필] 사회보장론

실무

사회복지현장실습(1)[필]
사회복지현장실습(2)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적경제론

심화

지역사회복지론[필] 사회복지실천론[필]
사회복지실천기술론[필]

사회복지조사론[필]
사회복지행정론[필]
사회복지정책론[필]
사회복지법제[필]
복지국가론

기초

인간의이해[초]
인간행동과사회환경[초]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문제론(1)[초]
사회복지학개론[필]

사회복지 
정부기관 
(공무원)

(O)

전문
프로그램개발과평가[필]
사례관리론[필]

사회복지윤리와철학[필] 사회보장론

실무

사회복지현장실습(1)[필]
사회복지현장실습(2)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적경제론

심화

지역사회복지론[필] 사회복지실천론[필]
사회복지실천기술론[필]

사회복지조사론[필]
사회복지행정론[필]
사회복지정책론[필]
사회복지법제[필]
복지국가론

기초
인간의이해[초]
인간행동과사회환경[초]
사회복지역사

사회문제론(1)[초]
사회복지학개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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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자원연계능력 현장실무능력 정책활용능력

공단
/공기업

(C)

전문
프로그램개발과평가[필]
사례관리론[필]

사회복지윤리와철학[필] 사회보장론

실무

사회복지현장실습(1)[필]
사회복지현장실습(2)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적경제론

심화

지역사회복지론[필] 사회복지실천론[필]
사회복지실천기술론[필]

사회복지조사론[필]
사회복지행정론[필]
사회복지정책론[필]
사회복지법제[필]
복지국가론

기초
인간의이해[초]
인간행동과사회환경[초]
사회복지역사

사회문제론(1)[초]
사회복지학개론[필]

비영리
조직
(N)

전문
프로그램개발과평가[필]
사례관리론[필]

사회복지윤리와철학[필] 사회보장론

실무

사회복지현장실습(1)[필]
사회복지현장실습(2)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적경제론

심화

지역사회복지론[필] 사회복지실천론[필]
사회복지실천기술론[필]

사회복지조사론[필]
사회복지행정론[필]
사회복지정책론[필]
사회복지법제[필]

기초
인간의이해[초]
인간행동과사회환경[초]
사회복지역사

사회문제론(1)[초]
사회복지학개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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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사례관리
복지윤리와 철학
프로그램 개발

전문
프로그램개발과평가(G)
사례관리론(G)
사회보장론(G)

사회복지윤리와철학(G)

사회복지분야
(아동ㆍ청소년ㆍ노인

ㆍ장애인ㆍ여성ㆍ의료
ㆍ정신건강)

실무
아동복지론(SON)
노인복지론(G)
장애인복지론(G)

정신건강사회복지론(G)
학교사회복지론(SN)
사회복지현장실습(1)(G)
산업복지론(G)
의료사회복지론(SN)

사회복지현장실습(2)(G)
사회적경제론(G)
가족복지론(G)

복지행정ㆍ정책
복지조직 운영
지역사회 연계

심화

지역사회복지론(G)
사회복지실천론(G)
사회복지실천기술론(G)
사회복지행정론(G)
사회복지조사론(G)

사회복지정책론(G)
사회복지법제(G)
복지국가론(SOC)

사회복지의 이해
전인적 인간 이해

기초

사회문제론(1)(G)
인간의이해(G)
사회복지학개론(G)
인간행동과사회환경(G)

사회복지인권(G)
사회복지역사(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S)사회복지 (O)사회복지 정부기관(공무원) (C)공단/공기업 (N)비영리조직

비 

교 

과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온비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교육
▪취업실무역량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교육
▪취업실무역량강

화 프로그램
▪졸업특강 및 

졸업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 씨알제(학술제), Home Coming Day(선배초청 특강프로그램), 
e-복지관 활동, 고시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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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학문기초 9 1

 ◾기본과정: 전공 57학점(기초 6 + 전필 39 + 전선 12) 이상

 ◾심화과정: 전공 75학점(기초 6 + 전필 39 + 전선 30) 이상전공
영역

전필 36 1~4

전선

12 2~4

18 3~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시험(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각 과목별 40% 이상, 전체평균 50% 
이상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기본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제 2의 전공(연계전공 포함)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해야 함 
※ 심화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사회복지심화실습(3학점)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9 + 전선 12)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9 + 전선 12)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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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74 인간의이해 Understanding Human 3 3 기초 5 3 2

기초 16072 사회문제론(1) Social Problems(1) 3 3 기초 3 4 3

2
기초 0675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3 3 기초 6 2 2

전필 15981 사회복지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 3 기초 7 1 2

2

1

전필 08537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ice 3 3 심화 4 4 2

전필 08228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3 3 심화 3 5 2

전선 16073 사회문제론(2) Social Problems(2) 3 3 기초 3 4 3

전선 05909 사회복지발달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3 3 기초 7 1 2

전선 08229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3 3 실무 3 5 2

2

전필 0859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3 3 심화 4 4 2

전필 07074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stration 3 3 심화 5 3 2

전필 05805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3 3 심화 4 4 2

전선 06777 노인복지론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3 3 실무 3 5 2

전선 07772 장애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Disabled 3 3 실무 5 3 2

3

1

전필 05801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3 3 심화 5 3 2

전필 08731 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3 3 전문 3 5 2

전필 11785 사례관리론 Case Management 3 3 전문 4 4 2

전선 16075 정신건강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3 3 실무 3 5 2

전선 15790 학교사회복지론 School Social Work 3 3 실무 3 5 2

2

전필 08592 사회복지현장실습(1) Social Work Practicum(1) 3 3 실무 2 5 3

전선 05173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3 3 전문 7 1 2

전선 11788 사회복지전달체계론 Delivery System in Social Welfare 3 3 심화 4 4 2

전선 15792 의료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Health Care 3 3 실무 5 3 2

4

1

전필 08541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and Law 3 3 심화 7 1 2

전선 09214 사회복지현장실습(2) Social Work Practicum (2) 3 3 실무 2 5 3

전선 06773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3 3 실무 3 5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2

전필 08728 사회복지윤리와철학 Social Work Practice Ethics 3 3 전문 3 3 4

전선 14413 복지국가론 Welfare State 3 3 심화 7 1 2

전선 12034 자활정책론 The Self-support Policies 3 3 실무 4 4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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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인간의이해 Understanding Human

이 과목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심리학적 

지식을 소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인간행

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한다. 또한 이 과

목은 학생들에게 인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모

델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This course offers a comprehensive psychological 

knowledge, helping students to possess a 

profound and objective understanding of human. 

This course are to increase the students’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human and to 

provide models for their analysis and treatment.

기초
(343)

사회문제론(1) Social Problems(1)

사회복지제도는 산업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사회제도다. 이 과목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쟁점

을 중심으로 구조적 배경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

다. 

Social welfare system is considered as one of 

major social measurements for the social 

problems in the industry society. In the course 

students are trained to approach theoretically 

and analyse empirically various social problems. 

Students are also required to discuss the 

structural background and the solution plans of 

the social issues in Korea. 

기초

(62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학과 전공의 기초과목으로, 실천의 기초

가 되는 기본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생태체계이론적 관점을 

토대로 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생애주기 이론

에 입각한 인간발달단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관심문제들을 

살펴본다. 

This is the foundation course in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and is designed to 

understand essential knowledge base for social 

work practice. It is consisted of 3 components; 

psychological theories for human behavior, 

interaction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based on the ecosystems theory and human 

development based on the theory of life cycle. 

Finally, we will explore important social issues 

related to social work practic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전필

(62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학과 전공의 기초과목으로, 실천의 기초
가 되는 기본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생태체계이론적 관점을 

This is the foundation course in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and is designed to 
understand essential knowledge base for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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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토대로 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생애주기 이론
에 입각한 인간발달단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관심문제들을 
살펴본다. 

work practice. It is consisted of 3 components; 
psychological theories for human behavior, 
interaction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based on the ecosystems theory and human 
development based on the theory of life cycle. 
Finally, we will explore important social issues 
related to social work practice. 

기초

(712)

사회복지힉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 

지식, 기술, 가치와 역사 등을 소개하고 사회복지

사로서 입문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

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knowledge, skill, value  

of social welfare to the students who start to 

study social welfare.

심화

(442)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ice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기술을 배양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지역사회복

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개념들을 학습한다.

The course leads students to understanding of 

community welfare and development of 

necessary skills for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it provides the 

students with various issues and concepts such 

as community, community welfare, and 

community practice. 

심화

(352)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 전반의 기초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개입방법, 기본 관점, 

가치 및 윤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관계론, 면접

론, 과정론, 사례관리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fundamental knowledge and 

integrated approach with regard to social work 

practices in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It 

also introduces students to the basic 

perspectives, values and ethics, social worker’s 

role, skills of relationship among client and social 

worker, interview skills, process and case 

management.

심화

(44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집단, 가족의 사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모델

과 개입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론학습과 함께 사례연구를 통해 학습한 개입기법

을 사례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various practice 

models, skills, techniques and directions which a 

competent social worker has to learn in order to 

improve social functions of individuals, groups 

and families. Case studies based on the 

theoretical knowledge have students to apply 

and analyze learned intervention techniques to 

the various cases.

심화

(532)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stration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

로 달성해 나가는 일련의 협동적인 노력이다. 따

The course is concerned with a process of 

attaining the objectives of a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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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라서 공적 및 사적인 사회복지조직에서 목적/목

표, 기획, 인사, 재정, 서비스, 리더십 등을 다룬

다.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

는 사회복지조직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사

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organization through a system of coordinated 

and cooperative effort. It's also containing a 

goals/objectives, planning, staff, budgeting, 

services, and leadership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tudents are also provided with 

the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심화

(442)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복적은 개념들과 기초 이론

들을 배우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

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계량적인 방법의 한계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질적  조사방법의 내용과 기술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e Course focuses on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theories about the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It shows limits of 

measurement-oriented research methods and 

suggests quality-oriented ways of undertaking 

research.

심화

(532)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정책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인접 

영역들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인 

복지국가에 대해 이해한다.

This course lays conceptual foundation for key 

ideas and issu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It also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policy and related sciences in order to further 

expand students' understanding in the field. 

Students als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policy and its actual practice and 

welfare stat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final 

outcom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전문

(352)

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익히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The course construct with planning and 

developing programs and various evaluation 

tools.

전문

(442)

사례관리론 Case Management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개입기술과 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로 

사례관리의 개념정의 및 이론적 근거, 사례관리

의 발전과정, 관점과 모델, 사례관리의 구성 체

계, 단계별실천과정, 개입에 필요한 실천기술 등

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basic knowledge, skills and 

techniques of the case management for clients 

of multiple needs. It also introduces students to 

the concepts of the case management and 

fundamental theories, history, perspectives and 

models, system, process, methode and advances 

skills.

실무

(253)

사회복지현장실습(1) Social Work Practicum(1)

실습과 세미나 수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가치 

및 윤리의식 제고,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 확립,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apply acquired 

values, ethics and skills into the real context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사회복지기관의 특성

이해, 서비스전달체계의 파악, 지역사회문제분석

과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 등을 학습한다.

through practicum and seminar. The students get 

much opportunity to enrich their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professional social welfare 

practitioner.

심화

(712)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 실천 장에서 필요한 사회복지법과 관련

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cultivate the ability of understanding 

and applying of social welfare and concerned 

law to the field of practice.

전문

(334)

사회복지윤리와철학 Social Work Practice Ethics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사회

복지 가치와 철학, 그리고 윤리적 이슈에 대해 

다룬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가

치관과 윤리관에 대해 성찰하고 정립하도록 한

다.

This class deals with social welfare values and 

philosophies and ethical issues. lt establishes 

students to reflect own value and ethic system 

as a professional.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전필

(62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학과 전공의 기초과목으로, 실천의 기초
가 되는 기본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생태체계이론적 관점을 
토대로 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생애주기 이론
에 입각한 인간발달단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관심문제들을 
살펴본다. 

This is the foundation course in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and is designed to 
understand essential knowledge base for social 
work practice. It is consisted of 3 components; 
psychological theories for human behavior, 
interaction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based on the ecosystems theory and human 
development based on the theory of life cycle. 
Finally, we will explore important social issues 
related to social work practice. 

기초

(712)

사회복지힉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 

지식, 기술, 가치와 역사 등을 소개하고 사회복지

사로서 입문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

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knowledge, skill, value  

of social welfare to the students who start to 

study social welfare.

심화

(442)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ice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기술을 배양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지역사회복

The course leads students to understanding of 

community welfare and development of 

necessary skills for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it provid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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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개념들을 학습한다. students with various issues and concepts such 

as community, community welfare, and 

community practice. 

심화

(352)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 전반의 기초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개입방법, 기본 관점, 

가치 및 윤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관계론, 면접

론, 과정론, 사례관리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fundamental knowledge and 

integrated approach with regard to social work 

practices in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It 

also introduces students to the basic 

perspectives, values and ethics, social worker’s 

role, skills of relationship among client and social 

worker, interview skills, process and case 

management.

심화

(44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집단, 가족의 사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모델

과 개입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론학습과 함께 사례연구를 통해 학습한 개입기법

을 사례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various practice 

models, skills, techniques and directions which a 

competent social worker has to learn in order to 

improve social functions of individuals, groups 

and families. Case studies based on the 

theoretical knowledge have students to apply 

and analyze learned intervention techniques to 

the various cases.

심화

(532)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stration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

로 달성해 나가는 일련의 협동적인 노력이다. 따

라서 공적 및 사적인 사회복지조직에서 목적/목

표, 기획, 인사, 재정, 서비스, 리더십 등을 다룬

다.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

는 사회복지조직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사

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The course is concerned with a process of 

attaining the objectives of 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rough a system of coordinated 

and cooperative effort. It's also containing a 

goals/objectives, planning, staff, budgeting, 

services, and leadership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tudents are also provided with 

the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심화

(442)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복적은 개념들과 기초 이론

들을 배우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

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계량적인 방법의 한계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질적  조사방법의 내용과 기술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e Course focuses on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theories about the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It shows limits of 

measurement-oriented research methods and 

suggests quality-oriented ways of undertak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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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정책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인접 

영역들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인 

복지국가에 대해 이해한다.

This course lays conceptual foundation for key 

ideas and issu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It also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policy and related sciences in order to further 

expand students' understanding in the field. 

Students als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policy and its actual practice and 

welfare stat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final 

outcom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전문

(352)

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익히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The course construct with planning and 

developing programs and various evaluation 

tools.

전문

(442)

사례관리론 Case Management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개입기술과 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로 

사례관리의 개념정의 및 이론적 근거, 사례관리

의 발전과정, 관점과 모델, 사례관리의 구성 체

계, 단계별실천과정, 개입에 필요한 실천기술 등

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basic knowledge, skills and 

techniques of the case management for clients 

of multiple needs. It also introduces students to 

the concepts of the case management and 

fundamental theories, history, perspectives and 

models, system, process, methode and advances 

skills.

실무

(253)

사회복지현장실습(1) Social Work Practicum(1)

실습과 세미나 수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가치 

및 윤리의식 제고,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 확립,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사회복지기관의 특성

이해, 서비스전달체계의 파악, 지역사회문제분석

과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apply acquired 

values, ethics and skills into the real context 

through practicum and seminar. The students get 

much opportunity to enrich their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professional social welfare 

practitioner.

심화

(712)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 실천 장에서 필요한 사회복지법과 관련

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cultivate the ability of understanding 

and applying of social welfare and concerned 

law to the field of practice.

전문

(334)

사회복지윤리와철학 Social Work Practice Ethics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사회

복지 가치와 철학, 그리고 윤리적 이슈에 대해 

This class deals with social welfare values and 

philosophies and ethical issues. lt establ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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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다룬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가

치관과 윤리관에 대해 성찰하고 정립하도록 한

다.

students to reflect own value and ethic system 

as a professional. 

기초
(712)

사회복지역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가 발달해 온 역사적 배경, 과정과 요인

을 국가별, 시대별로 탐색한다.  

This course search for the environment, process 

and factors of history of social welfare 

according to countries and era.

실무
(352)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아동복지분야에서 활동할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의 개념과 가치

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의 역사, 정책과 제도, 실

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 등의 이

해를 도모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produce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in the filed of child welfare. The 

program introduces students to the concepts, 

history, policies, system of the child welfare, 

related services, practice and necessary skills.

실무
(352)

노인복지론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노인 복지는 사회복지 정책(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틀 속에 노화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

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

는 활동이다. 본 과목은 노인복지 활동에 필요한 

개괄적인 지식과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실천현장

에서 적용하는 응용기술을 익힌다.

 The course is concerned with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ocial programs and services for 

the senior citizens. Students will be provided 

with a broad knowledge of programs (policies) 

and technique and actual skills of the social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practice.

기초
(334)

사회복지와인권 Social Welfare and Humanrights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로서 인권을 이해하고 관

련된 실천과 제도에 대해 학습한다.

To understand human rights as the basic value 

of social welfare and to learn about related 

practices and institutions.

실무
(532)

장애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Disabled

 장애인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기초로 장

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장애의 개념, 장애유형, 

장애인복지의 서비스 체계와 관련정책, 장애인복

지시설, 장애관련서비스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academic 

background and skills required for social work 

practitioners in the filed of social welfare for 

disabled. It also introduces students to the 

ideologies and values, concepts of the disabled, 

type of the disabled, polices, system, facilities 

for disabled and other related services.

실무
(352)

정신건강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본 교과는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접근방법을 습

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법의 이해, 정

신장애의 예방과 치료, 재활, 그리고 인권문제 등 

다양한 관련이슈들을 살펴보고, 유용한 개입방법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mental health and mental disorder, 

and various approaches to individual cl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mental problems. We will 

explore special issues related to mental health 

act, prevention,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human rights. Finally effective and useful 

intervention methods  for them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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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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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352)

학교사회복지론 School Social Work

이 과목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한 영역으

로서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을 배

운다. 이 과목에서는 학교의 교급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모델 및 개입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한다. 또한 학

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이용 가능한 자원의 활용

에 대한 이해를 학습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learn historical 

backgrounds and necessities of school social 

work as a field of practice. This course covers 

intervention skills and practice models as well as 

various problems occurring in various levels of 

schools. This course also helps students promote 

an understanding of school social workers in 

school and use of available resources.

전문
(712)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의 개념, 역사, 유형 및 이론과 쟁점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concept, history, 

pattern, theory and issues of social security.

실무
(442)

산업복지론 Industrial Social Welfare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직장 내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등의 분석

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

가복지, 기업복지, 근로자 자주 복지 및 산업사회

복지 방법론 등을 학습한다. 

Based on the analysis of measures for labor 

problems arising in the course of 

industrialization, and new social relationships in 

the workplace, the methodologies for national 

welfare, corporate welfare, workers' self-reliance 

welfare and industrial social welfare are studied.

실무
(532)

의료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Health Care

질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문제 해결에 필요

한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 건강과 질병의 개념, 

의료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윤리적 태도 고찰, 문제해결에 필요한 직/간접 개

입기술의 습득 및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대응방

안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health organizations. The 

students examine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factors that affected patients and family 

members. It also introduces students to the 

concept of the health and disease, ethics of 

medical social work practice, and learned to 

provide the alternatives and measures of direct 

and indirect services, coping strategies.

실무
(253)

사회복지현장실습(2) Social Work Practicum(2)

실습과 세미나 수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가치 

및 윤리의식 제고,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 확립,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사회복지기관의 특성

이해, 서비스전달체계의 파악, 지역사회문제분석

과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apply acquired 

values, ethics and skills into the real context 

through practicum and seminar. The students get 

much opportunity to enrich their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professional social welfare 

practitioner.

실무
(352)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고, 다양한 

가족복지 방법들을 학습한다. 한국과 외국의 가

족정책, 가족복지서비스와 가족중심의 실천방법

This course establishes perspective on the 

changing families and reviews various 

approaches to families. We comp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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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들을 살펴보고, 일반주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

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가족이 당

면한 가족문제들에 대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개

입 방안들을 탐색해 본다.

different family welfare polices, social services 

for family and family centered practice methods 

whic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have 

developed for years. Based on it, a variety of 

intervention methods for modern family problems 

at macro and micro level that are needed as a 

generalist social worker, are explored.

심화
(712)

복지국가론 Welfare State

복지국가의 개념, 이념, 유형과 역사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learn a concept, ideology, patterns, and 

history of welfare state, through this course.

실무
(442)

사회적경제론 Social Economic Theory

본 교과목은 세계의 노동연계정책과 사회적 경제 

정책 및 실천을 살펴본다. 더불어 다양한 국ㆍ 

내외 사회적 경제 및 사회서비스 사례를 안내한

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social 

policy and practices such as workfare and social 

economics. And it deals with various cases in 

social economic and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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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과 (Dept. of Counselling Psychology)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바탕으로 상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전공능력 공감 및 이해 능력 · 이론 연계 능력 · 상담현장 실무능력

교육목표
상담심리학과는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에서 노인
까지 그리고 생활의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심리적 부적응까지 다양한 인간 문제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미래 휴먼 서비스 분야의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상담전문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등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실제적 교육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상담욕구에 부응하는 휴먼 서비스 프로그래머 양성

수여학위 상담심리학사 (Bachelor of Counselling Psychology)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교정직 공무원

(상담/임상분야)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등

경찰 공무원 

(피해자심리 분야)
전문상담사 자격증 등

사회조사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공감 및 이해 
능력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례 이해능력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담자를 존중하는 진솔한 태도를 갖춘다.
◾인간 심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 파악한다.

이론 연계 능력

심리학과 상담이론을 상담실제에 적용하여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내담자의 정신건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갖춘다.
◾내담자의 문제유형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기
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상담현장

실무능력

상담현장의 요구에 맞춘 상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상담행정지원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

◾상담현장의 요구에 맞는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원활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행정과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구
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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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공감 및 이해 능력 이론 연계 능력 현장 실무형 상담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상담 및 임상현장 이해

상담과정에 대한 이해

현장 실무 수행 기술

상담사례 분석

적극적, 협력적인 실무태도

상담자 윤리

실무
상담행정관련 지식

상담기술관련 지식

상담 행정 수행 기술

상담기술

상담 전문가적 태도

체계적 사고

심화
상담이론과 적용방법

연구방법 지식

상담전략과 기술

정신건강 이해와 평가기술

연구설계, 진행 및 분석 기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태도

공감적 태도

기초
인간심리와 건강에 대한 

기초지식
자료 정리 및 분석 기술

인간존중 태도

합리적 사고

전공능력

진로분야
공감 및 이해 능력 이론 연계 능력 현장 실무형 상담 능력

전문상담교사 ● ● ●

청소년상담사 ● ● ●

직업상담사 ● ◐ ●

교정직 공무원

(상담/임상분야)
● ● ●

경찰 공무원

(피해자심리 분야)
● ● ●

사회조사분석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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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공감 및 

이해 능력

이론 연계 

능력

상담현장

실무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상담실습 ● ● ● 2 4 4

상담및임상현장실습 ● ◐ ● 2 4 4

보육실습 ● ◐ ● 2 5 3

캡스톤디자인 ● 2 5 3

실무

아동권리와복지 ● ● 6 2 2

상담행정실무 ● 3 5 2

상담기술 ● ● ● 3 5 2

임상심리학 ● ● ● 5 3 2

심화

상담이론과실제 ● ● ◐ 3 4 3

가족상담 ● ● ◐ 3 4 3

이상심리학 ● ● ◐ 6 2 2

특수아상담 ● ● ● 3 5 2

영유아교수방법론 ◐ ● 3 4 3

심리평가 ● ● ● 3 5 2

진로상담 ● ● ● 3 4 3

행동연구설계 ◐ ◐ 4 3 3

청소년상담 ● ● ● 3 4 3

집단상담 ● ● ● 3 4 3

부모교육및상담 ● ● ● 2 4 4

중독상담 ● ● ● 2 4 4

아동상담 ● ● ● 2 5 3

기초

상담과문화 ◐ ◐ ◐ 6 2 2

심리학개론 ◐ ○ 6 2 2

인간의이해 ◐ ◐ ○ 6 2 2

성격심리학 ◐ ◐ ○ 6 1 3

발달심리학 ◐ ◐ ○ 6 1 3

학습심리학 ◐ ◐ ○ 6 2 2

건강심리학 ◐ ◐ ○ 5 3 2

심리통계 ◐ ● 6 2 2

사회심리학 ○ ◐ ○ 3 4 3

성인및노인발달 ◐ ◐ ○ 4 3 3

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감 및 이해 능력 이론 연계 능력 상담현장 실무능력

전문상담 전문 상담실습[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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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감 및 이해 능력 이론 연계 능력 상담현장 실무능력

교사

상담및임상현장실습

보육실습

캡스톤디자인

실무
상담기술

아동권리와복지

상담행정실무

심화

집단상담[필] 상담이론과실제[필]

특수아상담

가족상담

이상심리학

심리평가[필]

진로상담

청소년상담

부모교육및상담

중독상담

아동상담

영유아교수방법론

행동연구설계

기초

상담과문화[초]

인간의이해[초]

심리학개론[필]

심리통계[필]

성격심리학[필]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필]

사회심리학

청소년

상담사

전문

상담실습[필]

상담및임상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실무
상담기술

아동권리와복지

상담행정실무

심화

집단상담[필] 청소년상담

상담이론과실제[필]

가족상담

이상심리학

심리평가[필]

진로상담

특수아상담

부모교육및상담

중독상담

아동상담

행동연구설계

기초

상담과문화[초]

인간의이해[초]

심리학개론[필]

심리통계[필]

성격심리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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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감 및 이해 능력 이론 연계 능력 상담현장 실무능력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필]

사회심리학

직업상담사

전문

상담실습[필]

상담및임상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실무 상담기술 상담행정실무

심화

집단상담[필] 상담이론과실제[필]

심리평가[필]

진로상담

청소년상담

기초

상담과문화[초]

인간의이해[초]

성인및노인발달

심리학개론[필]

심리통계[필]

성격심리학[필]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필]

사회심리학

교정직 공무원

(상담/임상분야)

전문

상담실습[필]

상담및임상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실무 상담기술 임상심리학 상담행정실무

심화

집단상담[필] 상담이론과실제[필]

특수아상담

가족상담

이상심리학

심리평가[필]

진로상담

청소년상담

부모교육및상담

중독상담

행동연구설계

기초

상담과문화[초]

인간의이해[초]

심리학개론[필]

심리통계[필]

건강심리학

성격심리학[필]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필]

사회심리학

경찰 공무원 전문
상담실습[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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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감 및 이해 능력 이론 연계 능력 상담현장 실무능력

(피해자심리 
분야)

상담및임상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실무 상담기술 임상심리학 상담행정실무

심화

집단상담[필] 상담이론과실제[필]

특수아상담

가족상담

이상심리학

심리평가[필]

진로상담

청소년상담

부모교육및상담

중독상담

행동연구설계

기초

상담과문화[초]

인간의이해[초]

성인및노인발달

심리학개론[필]

심리통계[필]

건강심리학

성격심리학[필]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조사

분석사

전문 캡스톤디자인

실무 상담기술 상담행정실무

심화

집단상담[필] 상담이론과실제[필]

심리평가[필]

연구방법론

행동연구설계

기초

상담과문화[초]

인간의이해[초]

심리학개론[필]

심리통계[필]

성격심리학[필]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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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상담현장 이해  
임상현장 이해

현장 실무 수행 기술
상담사례 분석

적극,협력적 실무태도
상담자 윤리

전문 상담실습(G)
보육실습(T)
상담및임상현장실습(G)
캡스톤디자인(G)

상담행정 관련 지식
상담기술 관련 지식
상담행정 수행 기술

상담기술
상담 전문가적 태도

체계적 사고

실무 아동권리와복지(TY)
상담기술(G)
상담행정실무(G)

임상심리학(CP)

상담이론 및 적용
연구방법 지식

상담전략과 기술
정신건강 이해

연구설계 및 분석
과학,논리적 분석태도

공감적 태도

심화

상담이론과실제(G)
가족상담(G)
이상심리학(TYCP)
특수아상담(TYCP)
영유아교수방법론(T)

심리평가(G)
진로상담(TYJCP)
행동연구설계(TYCPS)
청소년상담(TYJCP)
중독상담(TYCP)
아동상담(TY)

집단상담(G)
부모교육및상담(G)

인간심리, 건강 기초
자료 정리 및 분석

인간존중 태도
합리적 사고

기초

심리학개론(G)
성격심리학(G)
발달심리학(G)
상담과문화(G)
인간의이해(G)

심리통계(G)
학습심리학(G)
건강심리학(CP)

성인및노인발달(JPS) 사회심리학(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T)전문상담교사 (Y)청소년상담사 (J)직업상담사 (C)교정직공무원 

                           (P)경찰공무원 (S)사회조사분석사

비 

교 

과

▪신입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외부 상담기관 
방문 프로그램

▪학교상담의 특성과 
역할 특강

▪외부 상담기관 방문 
프로그램

▪학교상담의 특성과 
역할 특강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특강 및 
모의면접

▪중등임용고시 대비 
특강 및 모의면접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특강 및 
모의면접

▪중등임용고시 대비 
특강 및 모의면접

재학생직무능력 향상 특강 
상담심리학과 학술제

학술동아리 그루터기, 봉사동아리 그루그루, 사이코드라마기법 연수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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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 전공 48학점(기초6 + 전필 24 + 전선 18) 이상 (복수 전공자)

- 심화과정 : 전공 66학점(기초6 + 전필 24 + 전선 36) 이상 (단일 전공자)

전필 24 1~4

전선 18 1~4

심화 18 2~4

졸업자격

(논문)
P 4

- 졸업시험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학과 홈페이지 참조) 중 택1

졸업 이수학점 130  

※ 교직과정 이수자를 제외한 최소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제2의 전공(연계전공 포함)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 

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 기본이수 영역의 교과목을 포함해서 전공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 시 

전문상담 중등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24 + 전선 18)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24 + 전선 18)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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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56 상담과문화 Counseling and Culture 3 3 기초 6 2 2

전필 05734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3 3 기초 6 2 2

2

기초 16055 인간의이해 Understanding Human 3 3 기초 6 2 2

전필 11502 성격심리학 Personality Psychology 3 3 기초 6 1 3

전선 11501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3 3 기초 6 1 3

2

1

전필 10948 상담이론과실제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3 3 심화 3 4 3

전필 11500 학습심리학 Learning Psychology 3 3 기초 6 2 2

전선 13857 건강심리학 Health Psychology 3 3 기초 5 3 2

전선 15278 아동권리와복지 Rights and Welfare of Child 3 3 실무 6 2 2

2

전필 11504 심리통계 Psychological Statistics 3 3 기초 6 2 2

전선 10037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3 3 심화 3 4 3

전선 11505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 3 심화 6 2 2

전선 10041 특수아상담 Counseling Exceptional Children 3 3 심화 3 5 2

전선 14173 영유아교수방법론 Teaching Method for Infant 3 3 심화 3 4 3

3

1

전필 11790 심리평가 Psychological Assessment 3 3 심화 3 5 2

전선 10038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3 3 심화 3 4 3

전선 12463 상담행정실무 Counseling Practical works 3 3 실무 3 5 2

전선 15279 성인및노인발달
Developmental Psychology of Adulthood and 

Elderlyhood
3 3 기초 4 3 3

전선 12464 상담기술 Reading & Studying Counseling theories 3 3 실무 3 5 2

2

전필 10053 상담실습 Counseling Practice 3 3 전문 2 4 4

전선 15867 아동상담 Child Counseling 3 3 심화 2 5 3

전선 15868 중독상담 Addiction Counseling 3 3 심화 2 4 4

전선 16300 행동연구설계 Behavioral Research Design 3 3 심화 4 3 3

전선 11791 청소년상담 Counseling of Adolescents 3 3 심화 3 4 3

4

1

전필 10044 집단상담 Group Cousseling 3 3 심화 3 4 3

전선 15866 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3 3 기초 3 4 3

전선 11316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 3 3 실무 5 3 2

전선 15890 상담및임상현장실습
Filed Study and Practice in Clinical, 

Counseling Setting
3 3 전문 2 4 4

전선 12313 보육실습 Practice of Nurture 3 3 전문 2 5 3

2

전선 13858 부모교육및상담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3 3 심화 2 4 4

전선 14175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전문 2 5 3

논문 05139 논문 Theis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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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상담과문화 Counseling and Culture

인간의 삶 속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상담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공생들의 학습동기와 

진로포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is subject is to understand the major 

counseling theories and concept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culture.

기초

(622)

인간의이해 Understanding Human

이 과목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심리학적 

지식을 소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인간행

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한다. 또한 이 과

목은 학생들에게 인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모

델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This course offers a comprehensive psychological 

knowledge, helping students to possess a 

profound and objective understanding of human. 

This course are to increase the students’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human and to 

provide models for their analysis and treatment.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의 기본적 개념과 최근의 연구와 이론적 

경향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생물·지각·인지 심

리학 등 실험 심리학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

와 학습을 하고자 한다.

The basic theories and recent researches of 

psychology will be studied.  Biological, 

perceptual, cognitive psychology will be basically 

reviewed and discussed.

심화

(343)

상담이론과실제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상담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다양한 상담이론의 

고찰을 통해 각 이론에서 제시하는 상담의 원리 

및 방법들을 이해한다.

This subject is to understand the major counseling 

theories and concept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important techniques, and learn how to improve 

counseling skills.

심화

(343)

집단상담 Group Counseling

집단상담에 관한 제 이론을 학습하고 여러 가지 집단상담의 

유형을 폭넓게 이해하며, 집단 진행의 기초기술을 습득한다.

Introduce group counseling theories, and encourage 

to experience basic skills of group counseling.

기초

(613)

성격심리학 Personality Psychology

인간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토

대로 건강한 성격 및 병리적 성격의 유형과 원인

을 학습하여 건전한 성격형성을 도모하고 성격문

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Study the historical and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personality theory; current theory and 

research; role of intelligence, temperament, and 

social structure.

심화

(352)

심리평가 Psychological Assessment

상담 장면에서 진단과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다

양한 심리점사의 유형을 탐색하고, 표준화 검사의 

실시와 해석방법의 기초를 학습한다.

Introduce the various standardized testing tools 

and the using method and interview skills 

utilizing th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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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전문

(244)

상담실습 Counseling Practice

상담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실습

함으로써 상담이론에 대한 이해와 상담실무능력

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The Understanding and the ability of counseling 

practice will be enhanced by experiencing and 

practicing the works related to counseling set.

기초

(622)

심리통계 Psychological Statistics

학생들은 심리통계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상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통계기법을 활용하

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Students learn basic concepts of psychological statistics 

and cultivate their ability to analyze data by using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widely used in counseling 

field.

기초

(622)

학습심리학 Learning Psychology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행동 및 사고의 변화를 

설명하는 학습이론을 습득하고, 상담 및 임상심리

학 분야에 학습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This course will enable students to acquire learning 

theories that explain behavioral and thought 

changes and develop the ability to apply learning 

principles to the field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건강심리학 Health Psychology

건강에 대한 행동 의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건강 

분야에서 심리학의 기여를 다룬다. 주요 학습 내

용은 건강 관련 행동 촉진, 스트레스 관리, 만성

질환 및 통증 관리 등에서 심리학자의 역할을 모

색하는 것이다.

This subject deals with the contribution of psychology in 

the field of health with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medicine. The main learning point is seeking the role of 

psychologists in promotion of health related behavior, 

stress management, chronic diseases, and pain 

management.

심화

(343)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진로의 발달과정 및 선택, 진로상담의 여러 모형

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진로문제의 상담

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Introduce the theories of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s well as current career counseling 

theories. Also the students can review the way 

to help the clients in the various career 

problems.

실무

(622)

아동권리와복지 Rights and Welfare of Child

본 학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아동(일반아동, 장애

아동, 빈곤아동, 학대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기본개념과 원리를 공부한다. 또한 학생들은 아동

-관련 영역의 사회 현상, 정책 및 규정, 사업, 시

설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을 이해할 수 있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including general, disabled, poverty, and 

abused children. Furthermore, students can 

acquire the wide understanding about social 

phenomena, policies and regulations, projects, 

facilities and the future prospects in the 

children-related rea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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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343)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가족상담의 제 이론을 고찰하고 가족에서 파생되

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며 가족문제의 진단 

및 효과적인 상담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mine family dynamics of how family members 

coordinate with one another and what makes some 

ways of coordinating better than others. Also survey 

influence and communication in their relationships.

기초

(613)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신체, 지각, 인지, 뇌, 지능 및 창의성, 사회성, 자

아, 성역할 등 인간발달에 관한 심리학적 제이론

과 주요 연구를 탐구한다.

Study the various human developmental changes 

such as body, perception, cognition, brain, 

intelligence, creativity, sociability, ego, sex-role, 

etc.

심화

(352)

특수아상담 Counseling Exceptional Children

특수아의 유형, 원인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

로 특수아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발

달을 촉진하기 위한 상담 개입에 대해 학습한다.

Teach the types, causes and phenomena of 

exceptionality and discuss the effective 

counseling methods for exceptional children.

심화

(343)

영유아교수방법론 Teaching Method for Infant

본 수업에서는 영유아기 학습, 동기 및 발달이론

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효율적인 지도 기술을 탐색하고 평가함으로써 영

유아 교수능력을 배양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study the educational 

programs based on the theories on learning, 

motivation, and development of infancy and 

evaluate teaching skills to cultivate their own 

abilities for preschool education.

심화

(244)

부모교육및상담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의 원리와 실제를 학습한다.

The course for studying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he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with the understanding of parent role for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기초

(433)

성인및노인발달
Developmental Psychology of Adulthood and 

Elderlyhood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성인기 및 노년기 발달

과정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수업

에서는 성인기 및 노인기발달에 대한 이론을 살펴

보고, 성인기와 노년기 동안 이루어지는 신체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과 변화에 대해 학습한다. 이

를 통해 전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성인 및 노인기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생애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

다.

Due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 

importance of adulthood and old age development is 

increasing. Overview of human development, 

covering the adulthood and elderlyhood of the 

individual. Includes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physical,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at 

each major stage of life: young adulthood, middle 

adulthood, and old age. We aim to have insight to 

prepare for aging society by widening understanding 

about life-span development.

실무

(352)

상담기술 Reading & Studying Counseling Theories

상담과 관련된 매체활용이나 대화기법의 기본적 

이해 응용을 통해 상담 기술과 지식을 증진시키

고 응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Mass media and Communication skill related to 

counseling will be studied and learned, in order 

to counseling techniques an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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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433)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연구대상, 측정도구, 실험처치 과정, 연구절차와 

같은 연구의 세부절차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

문이다. 연구문제나 목적의 적합성 여부, 적절한 

표집 수와 표집방법,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설계

법을 선정하는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The detailed procedure for the study of research methods, 

such as study, measurement tools, test scoring process, 

procedures and research. Compliance includes a study 

regarding the research problem, objectives, selecting 

appropriate sampling method and sampling number, the 

research design.

심화

(343)

청소년상담 Counseling of Adolescents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문제들을 이해하고, 청

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상담접

근과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Study the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of children and youths. And introduce the counseling 

methods and theoretical issues appropriate for children 

and youths.

심화

(253)

아동상담 Child Counseling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발달상의 특

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방법 및 상담과

정, 상담 기법 등을 학습한다.

Child Counseling is the medical institution learns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ccording to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nges, counseling methods, 

counseling processes, and counseling techniques for 

children.

심화

(622)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사고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

리 및 이상심리학적 이론들과 상담 및 치료법에 

관해 배우고 익힌다. 

Study the various pathologies and abnormal 

psychological theories such as thought disorder, 

mood disorder, and anxiety disorder, etc.

실무

(352)

상담행정실무 Counseling Practical works

상담서식과 양식 작성법, 상담 유관기관과의 연계

와 근무, 관련자원 활용 등 상담행정실무 전반을 

공부하고자 한다.

The working with counseling list and format, 

networking with counseling-related institutes and other 

community organization will be studied and 

investigated.

기초

(343)

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역동으로 이해하고 설명하

며 사회적 현상들의 이해를 통해 내담자를 이해

한다.

Social psychology understands and explains the various 

social phenomena that affect human behavior in the 

psychological dynamics of individuals and groups, and 

understands the narrator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social phenomena.

전문 253

보육실습 Practice of Nurture

보육실습은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최종적인 점검과 훈련을 하는 교과이다. 상담학의 

경우 상담학적 지식과 정보를 실제 보육장면에 

적용하는 실습과정이다.

The practice of nurture is the subject, in which 

training and practice are testified finally. In 

counseling area, knowledge and information related to 

nurture will be applied and practiced to real field of 

nurture.

실무

(532)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

임상심리학은 심리검사,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포괄하는 심리학의 주요한 분야이다. 본 강

Clinical Psychology is composed of psychological 

test, research, and psychotherapy. The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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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좌에서는 임상심리학의 기본개념과 이해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concepts and applied subjects will be studied and 

investigated.

전문

(244)

상담및임상현장실습
Filed Study and Practice in Clinical, Counseling 

Setting

상담및임상현장실습은 임상에서의 지식과 실습을 

주로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임상현장에 대

한 기본 이해와 기술연습, 실무 감각 등을 중점적

으로 공부할 예정이다.

Field study and practice in clinical, counseling 

setting are mainly for knowledge and practices. 

Basic understanding, skill training, and sense of 

practice will be taught.

심화

(244)

중독상담 Addiction Counseling

중독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중독을 예

방 및 개입하기 위한 상담적 접근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Addiction Counseling is understa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ddiction and to learn counseling 

approach to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addiction.

전문

(253)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캡스톤디자인은 학부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한 상

담이론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

계, 제작하도록 하여 현장적응력을 키우는 과목이

다.

Capstone design is the subject, which aims to 

enhance the students' ability on analysis and design 

of practical counseling program by use of overall 

counseling knowledge and abilities which has been 

learned in undergradua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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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하는 유능한 공공인재

전공능력 공공관리능력 · 공공문제해결능력 · 공공가치 기반 리더십 능력

교육목표
행정학과는 섬김과 나눔의 서번트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계적 분석
능력, 미래지향적 통찰력과 창의성, 문제해결 실무능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며, 공
익적 가치를 구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미래지향적 통찰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 행정인
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관리 및 사례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실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주요 전
공과목에 실무, 사례분석, 관련 전문가 특강 등 시스템적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공기업 및 일반기업 등 영역별 트랙으로 구분하여 트랙별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행정학사 (Bachelor of Public Administr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공무원
(가산점 적용)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산점 적용)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어학성적(토익,토스) 등

행정사 일반행정사 자격증

언론기관 한국어능력검정시험, 공인어학성적 등

금융기관 신용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은행FP, CFA, CFP, AFPK, 외환전문역 1종, 2종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공공관리능력

행정관리자로서 조직관리의 이해와 갈등조정능력

◾공공조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춘다.
◾조직원과 협업할 수 있는 통합, 조정 능력을 갖춘다.

공공문제해결능

력

공공부문 문제 발굴 및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문제의 이해와 해결능력을 갖춘다.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성을 지닌다.

공공가치 기반 

리더십 능력

 바람직한 조직 목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활동의 통제·통합·조정하는 능력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한다. 
◾공공성에 관한 책임감 및 리더십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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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공공관리능력 공공문제해결능력

공공가치 기반 리더십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정책평가, 공직윤리, 
행정개혁, 공기업

공공윤리 및 공공가치 함양,

정책분석 및 평가 기술

전문실무관리자적 태도, 
전문행정가적 태도, 

공공가치 선도적 태도

실무
공공인력관리, 

공공재정관리, 지역개발 

공공인력 및 재정관리 기술, 

공기업 조직관리 기술

리더십 및 협력적 태도, 
공공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공공조직, 지방자치,

관료제와 민주주의 

행정자료 조사 및 분석 기술,

공무원 행태 분석 기술

이론 학습·현실 적용 태도, 

자료의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공공 영역 관련 지식,

공공부문 현황 및 동향

공직 진로탐색 기법, 

공공부문 업무탐색 기술

공공가치 지향적인 태도, 

문제탐색 지향적인 태도

전공능력

진로분야
공공관리능력 공공문제해결능력 공공가치 기반 리더십 능력

공무원 ● ● ●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 ●

행정사 ◐ ● ◐

언론기관 ◐ ● ●

금융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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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공공관리능

력

공공문제해

결능력

공공가치 

기반 리더십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한국정부론 ◐ ○ ● 3 4 3

행정철학 ◐ ● 2 2 6

공직윤리론 ◐ ● 2 2 6

정책평가론 ● ● ● 3 4 3

행정개혁론 ◐ ● ● 3 4 3

정부와기업 ◐ 3 4 3

행정학연습 ● ◐ ◐ 4 4 2

실무

지방자치론 ● ● ○ 3 4 3

행정법(1) ● ● 4 4 2

행정법(2) ● ● 4 4 2

공공인력관리론 ◐ ◐ 3 4 3

공공재정관리론 ◐ ◐ 3 4 3

문화행정론 ◐ ● 3 4 3

복지행정론 ◐ 4 4 2

지능정보사회와행정 ◐ ◐ 2 5 3

지역개발론 ◐ 3 5 2

도시계획개발론 ● ◐ 3 5 2

정부규제론 ● ● ● 4 4 2

환경정책론 ◐ ● ◐ 3 5 2

심화

공공조직론 ◐ ◐ 5 2 3

행정행태론 ● ◐ 4 2 4

공공기관론 ◐ ● ● 5 3 2

관료제와민주주의 ● ● ● 4 3 3

행정조사방법론 ● ● 2 5 3

정책학총론 ● ● ◐ 4 3 3

정부와시장 ◐ ◐ 4 3 3

기초

주니어세미나 ○ ◐ ● 4 3 3

정책과사회 ● ● ○ 3 3 4

행정학개론(1) ● ◐ ● 5 2 3

행정학개론(2) ● ◐ ● 5 2 3

공무원행정학(1) ● ◐ 6 2 2

공무원행정학(2)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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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공관리능력 공공문제해결능력 공공가치 기반 리더십 

능력

공무원
(P)

전문
정책평가론
행정학연습

정부와기업
행정개혁론

공직윤리론
한국정부론

실무

공공인력관리론
공공재정관리론
지방자치론
행정법(1)
행정법(2)

정부규제론
지역개발론
환경정책론

심화
공공조직론
행정행태론

정책학총론 관료제와민주주의
공공조직론

기초

행정학개론(1)
행정학개론(2)
공무원행정학(1)
공무원행정학(2)

정책과사회[초] 주니어세미나[초]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

관) 
(C)

전문
공직윤리론
행정학연습
정책평가론

정부와기업 한국정부론

실무

공공재정관리론
지방자치론
도시계획개발론
행정법(1)
행정법(2)

복지행정론
지능정보사회와행정
환경정책론
지역개발론

문화행정론

심화
공공조직론 행정조사방법론

정책학총론
공공기관론
정부와시장
관료제와민주주의

기초
행정학개론(1)
행정학개론(2)

정책과사회[초] 주니어세미나[초]

행정사
(L)

전문
정책평가론
행정학연습

행정개혁론
정부와기업

행정철학
공직윤리론

실무

공공인력관리론
공공재정관리론
지방자치론
행정법(1)
행정법(2)

복지행정론
지능정보사회와행정
지역개발론

문화행정론

심화
행정행태론 행정조사방법론

정책학총론

기초

행정학개론(1)
행정학개론(2)
공무원행정학(1)
공무원행정학(2)

정책과사회[초] 주니어세미나[초]

언론기관
(M)

전문
정책평가론 정부와기업

행정개혁론
행정철학
한국정부론
공직윤리론

실무

도시계획개발론
행정법(1)
행정법(2)

지능정보사회와행정
정부규제론
복지행정론

문화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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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공관리능력 공공문제해결능력 공공가치 기반 리더십 

능력

지방자치론

심화

공공조직론
행정행태론

정책학총론
환경정책론
정부와시장
행정조사방법론

기초
행정학개론(1)
행정학개론(2)

정책과사회[초] 주니어세미나[초]

금융기관
(F)

전문
정책평가론
행정학연습

행정개혁론
정부와기업

공직윤리론

실무

공공인력관리론
공공재정관리론
행정법(1)
행정법(2)
지방자치론
도시계획개발론

복지행정론
지능정보사회와행정
정부규제론

한국정부론

심화
공공조직론
행정행태론

정부와시장
행정조사방법론
정책학총론

기초
행정학개론(1)
행정학개론(2)

정책과사회[초] 주니어세미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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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정책평가 
공직윤리

 행정개혁
공기업 이해

전문

한국정부론(PCMF)

행정철학(LM)
공직윤리론(G)
정책평가론(G)
행정개혁론(PLMF)
정부와기업(G)
행정학연습(PCLF)

공공인력관리 
공공재정관리 

지방자치 
지역개발

분야별 정책

실무

지방자치론(G)
행정법(1)(G)
행정법(2)(G)

공공인력관리론(PLF)
공공재정관리론(PCLF)
문화행정론(CLM)
복지행정론(CLMF)
지능정보사회와행정(CLMF)
지역개발론(PCL)
도시계획개발론(CMF)

정부규제론(PMF)
환경정책론(PCM)

공공조직
행정행태

관료제의 이해
행정조사방법

심화

공공조직론(PCMF)
행정행태론(PLMF)
공공기관론(C)
관료제와민주주의(PC)
행정조사방법론(CLMF)

정책학총론(G)
정부와시장(CMF)

행정의 이해
정책의 이해

공공부문 
현황·동향

기초

주니어세미나(G)
정책과사회(G)
행정학개론(1)(G)
행정학개론(2)(G)

공무원행정학(1)(PL)
공무원행정학(2)(PL)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G)공통교과 (P)공무원 (C)공기업 및 일반기업 (L)행정사 (M)언론기관 (F)금융기관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TBL운영
▪선후배간 전공교과 
학습모임

▪진로특강
▪TBL운영
▪선후배간 전공교과 

학습모임

▪진로특강
▪PBL운영
▪선후배간 전공교과 

학습모임

▪진로특강
▪PBL운영

고시반, 하계/동계 기숙장학 프로그램, Star고시반 동영상 지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현장 견학,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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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선 42) 이상 

- 심화과정: 전공 72학점(기초 6 + 전선 66) 이상전공

선택

42 1~4

24 2~4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시험, 토익 700점 이상 취득 중 택1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선 42) 이상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
수전공시

◾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선 42) 이상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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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5891 주니어세미나 Junior Seminar 3 3 기초 4 3 3

전선 11936 행정학개론(1)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1) 3 3 기초 5 2 3

2
기초 15138 정책과사회 Policy and Society 3 3 기초 3 3 4

전선 13013 행정학개론(2)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2) 3 3 기초 5 2 3

2

1

전선 14672 공무원행정학(1) Public Administration for Public Official(1) 3 3 기초 6 2 2

전선 13928 공공조직론 Public Organization Theory 3 3 심화 5 2 3

전선 11932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1) 3 3 실무 4 4 2

전선 14673 관료제와민주주의 Bureaucracy and Democracy 3 3 심화 4 3 3

전선 14345 지방자치론 local self-government 3 3 실무 3 4 3

2

전선 15139 공무원행정학(2) Public Administration for public official(2) 3 3 기초 6 2 2

전선 05093 행정행태론 Administrative behavior theory 3 3 심화 4 2 4

전선 11933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2) 3 3 실무 4 4 2

전선 13878 공공기관론 Public agency theory 3 3 심화 5 3 2

전선 06955 행정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Public 3 3 심화 2 5 3

3

1

전선 14885 정책학총론 Policy Theory 3 3 심화 4 3 3

전선 14884 문화행정론 Culture Administration 3 3 실무 3 4 3

전선 15140 정부와시장 Government and Market 3 3 심화 4 3 3

전선 13881 복지행정론 Welfare Administration 3 3 실무 4 4 2

전선 10986 지역개발론 Regional Development 3 3 실무 3 5 2

2

전선 13930 공공재정관리론 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3 3 실무 3 4 3

전선 15511 지능정보사회와행정 Information society & Administration 3 3 실무 2 5 3

전선 06697 한국정부론 Korean Government Administration 3 3 전문 3 4 3

전선 15141 도시계획개발론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theory 3 3 실무 3 5 2

전선 13931 공공인력관리론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 3 실무 3 4 3

4

1

전선 13933 정부와기업 Government and corporate 3 3 전문 3 4 3

전선 05390 행정철학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3 3 전문 2 2 6

전선 14897 정책평가론 Policy Evaluation Theory 3 3 전문 3 4 3

전선 05203 행정학연습 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3 3 전문 4 4 2

논문 05139 논문 Graduation Thesis p 0 전문

2

전선 13014 정부규제론 public regulation 3 3 실무 4 4 2

전선 09097 행정개혁론 Administrative Reform and Competitiveness 3 3 전문 3 4 3

전선 14171 환경정책론 Environment of Policy 3 3 실무 3 5 2

전선 10995　공직윤리론 Studies in Administrative Philosophy 3 3 전문 2 2 6

논문 05139 논문 Graduation Thesis P 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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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23)

행정학개론(1)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1)

행정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접근방

법들, 즉 행정의 개념, 공공관리의 본질, 정치와 

행정의 관계, 행정과 환경의 관계, 행정의 가치 

등을 중심으로 현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을 학습한다.

Learn basic concepts and approaches for 

understanding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on and environment, and the 

value of administration.

심화
(523)

공공조직론 Public Organization Theory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조직목표, 조직구조, 구성원

에 관한 현대 이론을 시대 별로 비교, 설명하고 

그 이론에 근거하여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분석

한다. 조직현상에 대한 일반적 이론의 기초를 종

합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행정조직 현상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Lectures will cover chronological analysis on 

modern theories about objects, structure, and  

constituent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Upon 

the theories, students will study behaviors of 

organization constituents.

기초
(622)

공무원행정학(1) Public Administration for Public Official(1)

행정학의 각론으로서 행정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킨다. 특히 행정학의 핵심내용인 공공조직의 기

초이론들을 학습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

직구조의 변화와 조직의 내부운영 방식을 이해하

여 우리나라의 행정조직구조를 이해한다.

It deepens the understanding of public 

administration. Particularly, we learn basic theory 

of public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33)

주니어세미나 Junior Seminar

행정학과 1학년 새내기들의 동기유발을 효과적으

로 끌어올리기 위해 행정학 입문에 필요한 제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원만한 대학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Junior Seminar is a discipline of studying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 This course 

studies concepts and theories to manage public 

organizations.

기초
(334)

정책과사회 Policy and Society

정책과 사회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내

용을 학습하고 다양한 정책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과 사회, 그리고 정책결정 체제에 대한 기초

적인 이해력을 키운다.

This seminar is designed to promot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olicy making system by 

studying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and society and analysing various policy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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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433)

관료제와민주주의 Bureaucracy and Democracy

관료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하고 전통적인 관

료제가 현대적인 공무원제도로 발달하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본다.

Learn the theory of bureaucracy,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functions and behavior of Bureaucrats.

실무
(343)

지방자치론 local self-government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지방행정의 종류, 지방행정 

단위, 중앙과 지방의 관계,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

계, 지방정부의 구성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의 

인사, 재정 등을 이룬다.

It treats a region administrative division local 

self-governing, the composition and the region 

public enterprise of relationship and the region 

government of relationship, the region 

government and the resident of type, regional 

administration unit, the center and region of 

regional administration, greeting and the public 

finance back of the region government.

실무

(442)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1)

국민의 행정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복지국

가에서는 행정법분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

되는 바, 이에 행정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

론을 습득함은 물론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하

여 그 활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It confronts to a administrative law field from 

the present-day welfare state where the 

administrative depending characteristic of the 

citizen is coming to be high the new recognition 

is demanded, hereupon the basic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law finds a knowledge and an 

objection of course instance and the judicial 

precedent which are various to lead, it gropes 

the application and it does to sleep.

실무

(343)

문화행정론 Culture Administration

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부는 자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개입해야 하는지, 새

로운 사회변화 속에서 문화와 관련된 정책적 논

점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떠한 문화정책들을 시행

하며 바람직한 문화행정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What he means to us is culture, they should 

government intervene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culture and art, new social change 

in the culture policy issue is related to What any 

culture, the government in place policies and 

desirable to deal with the focus what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ve culture.

실무

(442)

복지행정론 Welfare Administration

현대 행정은 성장 위주의 행정에서 질적 제고를 

위한 행정으로,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복지행

정의 대두 배경과 이론적 논거를 살피고, 우리나

라 복지행정의 실제를 파악하게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Modern administr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in the administration of a growth-oriented 

administration, to try and actively administrative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of passive. In this 

lecture, we examine soybean theoretical 

background and rationale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welfare administration in Korea to 

make a real grasp it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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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433)

정부와시장 Government and Market

현대 행정이 발달함에 따라 국정운영의 참여자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정부와 시장행위자인 

기업의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시장의 기능과 시장

실패, 정부의 기능과 정부실패를 중심으로 사례를 

알아본다.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in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for 

example, comparing the functions of market with 

government and comparing market failure with 

government failure.

심화

(433)

정책학총론 Policy Theory

정책학의 본질, 정책과 행정 및 정치의 관계, 정책

분석의 기본논리 및 일반적인 정책과정을 학습한

다.

It studies the basic logic and a general policy 

process of relationship and policy analysis of 

essence,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politics of 

the policy crane.

실무

(352)

지역개발론 Regional Development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론 및 지역개발의 접근법, 외

국의 지역개발 정책 및 계획 등을 개관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 및 최근의 지역개발의 새

로운 흐름을 이해한다.

In order to give an exploration of approaches to 

promotion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t the 

regional and local levels, this course covers 

theories and case of developmental planning and 

policy abroad as well as korea.

전문

442

행정학연습 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가상적 상황에서의 실제 행정경험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실제적 이해 및 학문연구의 의욕을 고취시킨

다.

Provides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work 

government agencies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the working and profes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virtual.

전문

(343)

정부와기업 Government and corporate

공공부문의 사업 분야인 공기업의 설립동기, 목적, 

존재이유 및 각국의 공기업의 비교와 공기업의 공

공성, 기업성, 공기업의 조직, 관리, 투자와 민영화 

등을 다룬다.

It deals with various aspects of public enterprise, 

such as, incorporation motives, aims and their 

subsistent reasons.

It also, covers comparative studies with the 

nations, public interest and enterprising spirit, 

organization, administration, investment, 

privatization, etc

전문

(343)

정책평가론 Policy Evaluation Theory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한 이론과 기법에 관한 이해

를 높이고 이들이 실제 정책결정 및 평가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배울 것이다.

theories and techniques to assess policy analysis 

and better understand how, what they in actual 

policy making and evaluation process Used to 

learn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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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226)

행정철학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날이 갈수록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 폭넓고 좁게 

영향을 끼치는 정부행정을 비판하는 사고라는 관점

에서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철학의 기본 이론들

을 소개함과 동시에 좀 더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The day width is wide as time goes by in every 

corner of our life and narrowly it analyzes the 

basic objections of the philosophy it will be able 

to investigate it introduces from the viewpoint 

which is an accident which criticizes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who causes an effect 

and it tries to search the plan which is the 

possibility a simultaneously petty becoming more 

desirable administration.

심화

(532)

공공기관론 Public agency theory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기초이론을 터득케 하고 우

리나라 공공기관의 제도와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Learn the basic theory of public institutions and 

understand the operating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기초

(523)

행정학개론(2)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2)

행정학의 기초개념과 접근방법을 토대로 행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심화학습 함으로써 행정학을 본격

적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Lay the fund mental foundation for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by learning the general cont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the basic concepts 

and the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기초

(622)

공무원행정학(2) Public Administration for public official(2)

행정학의 각론으로서, 특히 정부의 인사행정과 재

무행정에 대한 기본이론들을 이해하고, 주요 제도

들을 중심으로 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basic theories 

of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as well as operating process and 

major issues of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실무

(442)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2)

중요한 사례의 학설과 판례를 평설하여 복잡, 다양

한 해석과 운용에 응용력을 기른다.

Introduction to Law of administrative measures, 

remedies, and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differenc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law.

심화

(253)

행정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Public

사회과학 분야의 계량화를 위한 기본 틀로 존재하는 

조사방법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소개하여 행정현상

에 대한 이론구성의 방법과 정부활동에 대한 정책분

석에 필요한 기본개념들과 이론들을 소개한다.

The social Research Method is basic framework of 

measuring for social science. It has many 

technique to make theory and analysis about 

government activity.

심화

(424)

행정행태론 Administrative Behavior

조직내에서의 인간행태를 개인과 집단 및 조직 전

체의 차원에서 파악하여 건전한 조직 발전의 기초

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Identify the fundamentals of sou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by grasping the intercommunication 

within an organization, group, and organization 

throughout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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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43)

공공인력관리론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이 강의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의 

관리자로써 합리적인 인력관리는 어떻게 수행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또한 정부 인사관리의 원칙을 공부함으

로써, 정부에서 수시로 제안되고 시행되는 인력관

리의 개혁방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의 능력을 배양한다.

Focuses on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human resources management 

within public sectors. Examines theory and practice 

in such areas as human resources planning, 

recruitment and selection, performance evaluation, 

compensation, benefits and promotion, career 

planning and staff development, and labour 

relations, discipline and control structures.

실무

(343)

공공재정관리론 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재무행정이란 정부의 자금유입부터 관리, 지출까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예산뿐

만 아니라 포괄적인 정부의 경제개입행위에 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과 예산에 대하여 경제학적, 정치학적, 

법률적 측면이 통합된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

근할 것입니다.

Examin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budgeting and its relationship to the administrative 

processes of control, management and planning. 

Special emphasis will be placed on the types and 

scope of government expenditures; a fiscal role of 

the government in a mixed economy; sources of 

governmental revenue, and administrativ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budget and 

budgetary process.

실무

(352)

도시계획개발론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theory

공공부문의 관점에서 토지와 관련된 논리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토지의 개념구성 및 특성, 토지의 

분류, 토지의 법적 성격, 지가이론과 지가형성의 제 

요인 및 원칙, 토지 평가이론, 토지이용계획, 토지

문제, 토지공개념과 토지복지, 토지제도 및 정책을 

살핀다.

In order to explore the logical background with 

land in view of the public sector, the concept 

consists of land and properties, classification of 

land, the legal nature of the land, the land and 

the land forming the factor theory and principles, 

theory, land evaluation, land use planning, land  

problem, land and land public concept welfare, 

land systems and policies.

실무

(253)

지능정보사회와행정 Information society & Administration

정보사회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토대로 정보사회에

서의 행정의 역할과 위상, 정부형태로서의 전자정

부, 정보화정책, 정보윤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role and 

position in society, e-government and information 

as a form of government policy, information about 

the ethics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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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343)

한국정부론 Korean Government Administration

한국정부의 정치체제와 행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앞

으로의 선진국을 향한 정치체제와 행정모형을 탐색

하여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는 행정인을 양

성하여 인재들이 국가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우리 국

민들이 잘살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It understands the political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the 

political system toward the next advanced nation 

and a administrative model and it searches the 

administrative person who is the possibility of 

leading Korea in advanced nation in order it 

cultivate and the talented men to plan a national 

growth as to accomplish the administration who is 

the possibility our citizens living in opulence.

전문

(226)

공직윤리론 Studies in Administrative Philosophy

행정의 가치, 이념, 윤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학

습하고, 공익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의 규범성과 행

정인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다룬다.

It deals with ethical standar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public 

administrator in modern society. It also deals with 

issues of norms and value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emphasizes public interest issues.

실무

(442)

정부규제론 public regulation

정부규제의 발생원인과 이론적 근거, 규제 유형별 

성격을 규명하고, 규제정책의 합리적 대안을 탐색

한다.

Examines a set of closely related issues such as 

the rationales of regulation, types of regulatory 

policies, the make up and choice of regulatory 

fools in both in both rational and political 

proprieties

전문

(343)

행정개혁론 Administrative Reform and Competitiveness

정부나 정책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정부

의 역할수행을 위한 구조, 기능, 역할, 문화, 의식, 

제도 등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It examines closely Win person of the government 

or policy failure and the multi branch renovation 

plan from function, role, culture, ceremony and 

the system back the structure for the role 

accomplishment of the desirable government, it 

gropes.

실무

(352)

환경정책론 Environment of Policy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관련 정책을 연구

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학적 대체 능력을 

기른다.

To better underst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pursuing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covers examines an 

array of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issues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policy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ttings.



 

경영대학 교육과정

    ¦ 경영학과

 ¦ 금융보험학과

  ¦ 물류무역학과

  ¦ 부동산국토정보학과

  ¦ 회계세무학과

¦ IT금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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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적 경영인재

교육목표

- 윤리적 품성 제고

- 전문 영역 확보

- 융합 능력 배양

- 도전 정신 함양

교육과정

특성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사회의 산업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서는 산업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 교육과정 확립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기초적 경영이론과 산업적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연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신규 분야의 개척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육성이 

가능한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함.

[2] 교육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179

택 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기초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기초 14703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3 기초 4 4 2

기초 14703
경영학과

야간교육과정
이수자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2

기초 14179

택 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기초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기초 14703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3 기초 4 4 2

기초 14180 경영학과
야간교육 과정

이수자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기초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3 기초 5 3 2

합 계 27 27 -

* 외국인 유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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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1. 윤리적 품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영인(금융 분야)

2.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경영인(마케팅 분야)

3. 전문역량과 현장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인(경영 Generalist)

전공능력 경영이론과 실무경험을 통한 경영관리 능력, 금융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

교육목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 및 지역사회의 가치창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첫째, 윤리적 품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영인
(금융 분야). 둘째,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경영인(마케팅 분야). 셋째, 전문역량
과 현장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인(경영 Generalist). 이러한 인재상을 통하여 세 가지의 영역
별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교육과정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공교육의 내실화 : 인턴제도 시행 등을 통하여 졸업 전 전공 관련 현장
실습을 경험하는 취업체험 교육을 실시

◾정규 커리큘럼 이외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비학점 교육 실시

◾선후배간의 Mentor제도 운영: 학생들간의 유대강화 및 상호 학업 및 취업정보 교류 및 공유를 위
하여 선후배간 및 졸업생간 Mentor제도의 운영

◾외부 강사 초청강의: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직접경험
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수여학위 경영학사(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진로분야
및 

자 격 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금융기관

AFPK, CFP, CFA, 증권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보험계리사, 투자자산운용사(자산관리사:FP), 
신용분석사, 신용위험분석사, 재무설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산관리사, 
여신심사역, 종합자산 관리사 등

마케팅,

광고홍보 부서

브랜드관리사, 홍보관리사, 인터넷광고기획사, 유통관리사, 판매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기업체, 공기업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MCP+Internet, 전문검색사, 
인터넷정보검색사 1·2급, 정보검색사 1·2·3급, 웹페이지전문가 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 1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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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경영기획

정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
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능력

준거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간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선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정보를 관련 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경영관리

정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
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요청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접수 후 업무 범위를 명
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무행정 처리에 수반되는 정보 수집·분석,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무 문서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재무

정의
조직이 목표로 하는 경영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경영활동을 계량화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통제하는 능력

준거

◾경영활동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분석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예산 운영상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영업, 투자, 재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마케팅․광고
홍보 

정의
기업과 제품의 경쟁우위 확보와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목표 수립과 목표시
장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설계 및 실행을 통하여 반응과 결과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준거

◾조직의 중·장기 비전과 경영전략에 따라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 마
케팅목표와 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조직의 마케팅 전략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마케팅 성과관리 계획 수립, 성과 분
석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후속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경영기획 경영관리 금융․재무 마케팅․광고홍보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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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기업데이터분석, 전략수립, 
평가 및 기획, 노사관계

시장환경분석, 기업전략수립, 
기업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업 윤리의식 확보

기업가 정신, 기획마인드 

실무
 마케팅사례연구, 

웹사이트분석, 경영의사결정
인터넷마케팅, 컴퓨터실무, 

조직관리, 영업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협업능력

심화
 재무관리, 기업위험관리, 
인사관리, 광고 및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조사 및 
데이터 분석, 창업실무

논리적, 비판적 사고

대인 관계 능력심화

기초 기업경영전반 관련 지식

외국어 활용기술 기초,

정보처리기술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능력, 기초자세,

토의 및 경청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경영기획 경영관리 금융재무
마케팅광고

홍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경영전략 ● ◐ ○ 4 4 2

기업경영특강 ● ◐ ○ 3 3 4

기업윤리론 ◐ ● ○ 2 2 6

노사관계론 ○ ● 2 2 6

경영분석 ◐ ● 3 3 4

국제재무관리 ◐ ● 5 3 2

선물과옵션 ○ ● 6 2 2

전공능력

진로분야
경영기획 경영관리 금융․재무 마케팅․광고홍보

기업체, 공기업 ● ● ◐ ◐

금융기관 ◐ ◐ ● ○

마케팅, 광고홍보 
부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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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경영기획 경영관리 금융재무
마케팅광고

홍보
지식
(K)

기술
(S)

태도
(A)

마케팅자료분석 ◐ ● 3 5 2

브랜드관리 ◐ ● 4 4 2

실무

경영의사결정 ● ◐ ○ 3 4 3

계량경영학 ● ◐ 3 5 2

웹사이트설계 ◐ ● ○ 3 5 2

금융기관경영론 ● 4 4 2

채권및파생상품 ● 4 4 2

인터넷마케팅 ◐ ● 3 5 2

마케팅커뮤니케이션 ◐ ● 3 5 2

경영현장실습 ● ◐ ◐ ○ 4 4 2

심화

글로벌경영 ● ◐ 4 4 2

기술경영 ● ◐ 4 4 2

미시경제학 ● ◐ 5 3 2

벤처창업경영론 ● ◐ 4 4 2

중국통상론 ● ◐ ◐ 4 4 2

조직구조론 ◐ ● 4 4 2

서비스경영 ◐ ● ○ 4 3 3

인적자원관리 ◐ ● ○ ○ 4 4 2

품질경영 ◐ ● 3 4 3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 3 5 2

지능정보시스템 ● ○ 3 5 2

기업위험관리 ○ ◐ ● 5 3 2

재무회계 ◐ ● 6 2 2

투자론 ◐ ● 4 4 2

자산관리 ◐ ● ○ 5 3 2

마케팅사례와 실습 ◐ ● 3 5 2

마케팅조사와 실습 ○ ◐ ● 3 5 2

소비자행동론 ○ ● 5 3 2

광고론 ◐ ● 5 3 2

경영영어 ○ ◐ ◐ ○ 2 5 3

기초 회계원리 ◐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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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경영기획 경영관리 금융재무
마케팅광고

홍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생산운영관리 ● ◐ ○ ○ 4 4 2

경영정보시스템 ◐ ● ○ ○ 4 3 3

조직행동론 ● ● ○ ○ 6 2 2

재무관리 ◐ ◐ ● ○ 6 2 2

마케팅원론 ◐ ○ ○ ● 6 2 2

경제학개론 ● ● ● ● 5 3 2

경영학원론 ● ● ● ● 5 3 2

통계학개론 ● ● ● ● 4 4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경영기획 경영관리 금융․재무 마케팅․광고홍보

기업체, 

공기업

(E)

전문

경영전략 기업윤리론
노사관계론
기업경영특강

경영분석

실무
경영의사결정
경영현장실습

계량경영학
웹사이트설계

심화

미시경제학
벤처창업경영론
중국통상론
기술경영
글로벌경영

인적자원관리[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품질경영
조직구조론
지능정보시스템
서비스경영
경영영어

기업위험관리
자산관리

광고론
마케팅조사와실습

기초

생산운영관리[필]
경제학개론[초]
경영학원론[초]
통계학개론[초]

경영정보시스템[필]
조직행동론

회계원리[필]
재무관리[필]

마케팅원론[필]

금융기관

(F)

전문

기업윤리론 국제재무관리
선물과옵션
경영분석

실무
경영의사결정
경영현장실습

계량경영학 금융기관경영론
채권및파생상품

심화

중국통상론
미시경제학

인적자원관리[필]
경영영어

투자론
재무회계
기업위험관리
자산관리

광고론
마케팅조사와실습

기초
생산운영관리[필]
경제학개론[초]
경영학원론[초]

경영정보시스템[필] 회계원리[필]
재무관리[필]

마케팅원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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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경영기획 경영관리 금융․재무 마케팅․광고홍보

통계학개론[초]

마케팅,

광고홍보 
부서

(M)

전문
경영전략 기업경영특강 마케팅자료분석

브랜드관리

실무

경영현장실습 웹사이트설계
지능정보시스템

인터넷마케팅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심화

글로벌경영 인적자원관리[필]
서비스경영
경영영어

자산관리 광고론
마케팅조사와실습
소비자행동론
마케팅사례와실습

기초

생산운영관리[필]
경제학개론[초]
경영학원론[초]
통계학개론[초]

경영정보시스템[필] 회계원리[필]
재무관리[필]

마케팅원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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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업데이터분석

 전략수립

평가 및 기획 
노사관계

전문

선물과옵션(F) 경영전략(E,M)
기업윤리론(E,F)
노사관계론(E)
기업경영특강(E,M)
국제재무관리(F)
경영분석(E,F)
브랜드관리(M)
마케팅자료분석(M)

마케팅사례연구 
웹사이트분석 
경영의사결정

실무

경영의사결정(E,F)
웹사이트설계(E,M)

계량경영학(E,F)
금융기관경영론(F)
채권및파생상품(F)
인터넷마케팅(M)
마케팅커뮤니케이션(M)

경영현장실습(G)

재무관리 
기업위험관리 

인사관리

광고 및 마케팅

심화

미시경제학(E,F)
투자론(F)
재무회계(F)
광고론(G)

인적자원관리(G)
글로벌경영(E,M)
데이터베이스시스템(E)
품질경영(E)
조직구조론(E)
지능정보시스템(E,M)
벤처창업경영론(E)
중국통상론(E,F)
기업위험관리(E,F)
소비자행동론(M)
마케팅조사와 실습(G)

서비스경영(E,M)
기술경영(E)
자산관리(G)
마케팅사례와실습(M)
경영영어(G)

기업경영전반 
관련 지식

기초

회계원리(G)
경영학원론(G)
경제학개론(G)
통계학개론(G)

생산운영관리(G)
경영정보시스템(G)
조직행동론(E)
재무관리(G)
마케팅원론(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   (E)기업체, 공기업   (F)금융재무   (M)마케팅, 광고홍보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AFR 토익 프로그램

▪선후배멘토링
▪Hands On Steps
▪해외기업탐방

▪TBL, PBL
▪혁신도시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초청 
실전모의 면접

▪전공취업동아리

▪Service Learning
▪혁신도시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초청 
실전모의 면접

▪전공취업동아리

졸업생 초청 특강, 전공기초동아리, 기초학습능력증진프로그램
식품정보산업커플링사업단운영, 특성화 사업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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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42) 이상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기본과정 이수 후 다전공(복수(부)

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전필 18 1~3

전선
18

2~4
24

졸업자격(논문) P 4

- TOEIC 500점 이상, 전공 관련 자격증, 학과에서 주관하는 비학

   점 교육 이수자, 학과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2회 이상 참가자,

   논문 中  택 1 

졸업 이수학점 130  

※ 회계세무학과에서 개설되는 ‘마케팅관리론’은 경영학과 ‘마케팅원론’과 동일한 과목
※ 경영학과 이부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 중 학수번호 및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주전공 학점으로 인정 
※ 전공 관련 자격증은 학과 홈페이지 참조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경영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 (전필 18 + 전선 18)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 (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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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심화과정 이수체계 

진로
경영
기획

인사
관리

일반
사무

생산
관리

기업
재무

금융
자산

마케팅
광고

e-비즈니
스

벤처
창업자

⇩ ⇩ ⇩ ⇩
1학년

기초과목: 경영학원론, 경제학개론, 통계학개론 

전공필수: 회계원리

⇩ ⇩ ⇩ ⇩

2학년

전공필수: 경영정보시스템,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생산운영관리, 인적자원관리

⇩ ⇩ ⇩ ⇩
 경영의사결정  
조직행동론
미시경제학

투자론
재무회계
미시경제학

광고론
웹사이트설계
미시경제학

재무회계

조직행동론
웹사이트설계

⇩ ⇩ ⇩ ⇩
3학년

(기본과정 

이수)

글로벌경영
품질경영
조직구조론

기업위험관리
금융기관경영론
계량경영학 

소비자행동론 
마케팅조사와 

실습 
글로벌경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지능정보시스템

3학년

(심화과정)

-기업위험관리
-중국통상론
-벤처창업경영론
-소비자행동론

-기업위험관리
-소비자행동론
-노사관계론

-재무회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서비스경영

-계량경영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지능정보시스템

-경영의사결정
-중국통상론
-채권및파생상품
-글로벌경영

-경영의사결정
-채권및파생상품
-선물과 옵션
-중국통상론

-인터넷마케팅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서비스경영 

-기업위험관리

-벤처창업경
영론
-소비자 
행동론
-인터넷 
마케팅

⇩ ⇩ ⇩ ⇩

4학년

(심화과정)

-경영전략
-노사관계론
-기업경영특강
-경영분석
-기업윤리론
-경영현장실습

-경영전략
-기업경영특강 
-경영분석 
-기업
윤리론
-경영현장실습

-서비스경영
-노사관계론
-기업경영특강 
-경영현장실습
-경영영어 

-기술경영
-서비스경영
–경영전략
-노사관계론
-기업경영특강 
-경영분석 

-국제재무관리
-자산관리 
-경영분석 
-경영전략  
-경영영어

-국제재무관리
-자산관리 
-경영분석 
-경영전략  
-경영영어

-마케팅사례와실습
-브랜드관리
-마케팅
자료분석 
-기술경영 
-경영영어

-서비스경영
-기술경영 
-경영현장실습
-기업윤리론
-경영분석 

-경영전략
-마케팅조사
와 실습
-기업위험관리
-기술경영
-경영분석

비학점

교육 및

자격증

경영지도사
경영진단사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경영진단사
기술지도사
인사관리전
문가(ACE과
정)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컴퓨터
활 용 능 력 
1,2급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판매관리사
물류관리사
ERP정보관
리사
컴퓨터
활 용 능 력 
1,2급

재무위험관리
사, 보험계리
사, 신용분석
사, 신용위험
분석사, 재무
설계사, 

AFPK, CFP, 
CFA, 증권분
석사, 종합자
산 관리사, 
투자자산운용
사(자산관리
사:FP)

광고공모전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드론교육
컴퓨터
활 용 능 력 
1,2급

초기창업
패 키 지 , 
원스톱 창
업상담창
구, 오픈
형 창업특
강(창업캠
프), 맞춤
형 창업교
육, 창업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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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기초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기초 14703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3 기초 4 4 2

전필 　144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2

기초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기초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기초 14703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3 기초 4 4 2

전필 144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2

1

전필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전필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전필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전필 14704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기초 4 3 3

전선 05233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 3 기초 6 2 2

전선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1536 경영의사결정 OR/MS 3 3 실무 3 4 3

전선 10293 광고론 Principles of Advertising 3 3 심화 5 3 2

전선 05256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 3 심화 5 3 2

전선 14707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6 2 2

2

전필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전필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전필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전필 14704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기초 4 3 3

전선 05233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 3 기초 6 2 2

전선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1536 경영의사결정 OR/MS 3 3 실무 3 4 3

전선 10293 광고론 Principles of Advertising 3 3 심화 5 3 2

전선 14707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6 2 2

3

1

전필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5101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51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s 3 3 심화 3 5 2

전선 15109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3 심화 5 3 2

전선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3 심화 5 3 2

전선 15143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e 3 3 심화 4 4 2

전선 15108 선물과옵션 Futures & Option 3 3 전문 6 2 2

전선 15110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 3 실무 3 5 2

전선 15107 벤처창업경영론 New Venture Creation and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06236 계량경영학 Quantitative Management 3 3 실무 3 5 2

전선 15106 마케팅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3 3 실무 3 5 2

전선 15111 중국통상론 Chinese Commerce 3 3 심화 4 4 2

2

전필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5101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51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s 3 3 심화 3 5 2

전선 15109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3 심화 5 3 2

전선 15114 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3 3 심화 3 4 3

전선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3 심화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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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전선 15143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e 3 3 심화 4 4 2
전선 14706 웹사이트설계 Design of Web Sites 3 3 실무 3 5 2

전선 15110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 3 실무 3 5 2

전선 15107 벤처창업경영론 Venture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5106 마케팅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3 3 실무 3 5 2

전선 15113 채권및파생상품 Bond Analysis 3 3 실무 4 4 2

전선 15102 금융기관경영론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e 3 3 실무 4 4 2

전선 15104 마케팅조사와 실습 Marketing Research 3 3 심화 3 5 2

4

1

전선 11538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3 3 전문 2 2 6

전선 12669 서비스경영 Service management 3 3 심화 4 3 3

전선 11553 마케팅자료분석 Analysis of Marketing Data 3 3 전문 3 5 2

전선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전선 08413 마케팅사례와 실습 marketing case & Internship 3 3 심화 3 5 2

전선 05222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3 3 전문 2 2 6

전선 13503 경영현장실습 Internship(Business) 3 3 실무 4 4 2

전선 15447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3 3 심화 5 3 2

전선 10918 브랜드관리 Brand Management 3 3 전문 4 4 2

전선 08423 기업경영특강 Management Seminars 3 3 전문 3 3 4

전선 14581 경영영어 Business English 3 3 심화 2 5 3

2

전선 11538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3 3 전문 2 2 6

전선 13443 국제재무관리 International Corporate Finance 3 3 전문 5 3 2

전선 12669 서비스경영 Service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전선 12668 기술경영 Technology &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08413 마케팅사례와 실습 marketing case & Internship 3 3 심화 3 5 2

전선 13791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3 3 전문 3 3 4

전선 05222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3 3 전문 2 2 6

전선 13503 경영현장실습 Internship(Business) 3 3 실무 4 4 2

전선 15447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3 3 심화 5 3 2

전선 10918 브랜드관리론 Brand Management 3 3 전문 4 4 2

전선 08423 기업경영특강 Management Seminars 3 3 전문 3 3 4

전선 14581 경영영어 Business English 3 3 심화 2 5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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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편성표(야간교육과정)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703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3 기초 4 4 2

전필 144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2
기초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기초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2

1

전필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전필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전선 05233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 3 기초 6 2 2

전선 11536 경영의사결정 OR/MS 3 3 실무 3 4 3

2

전필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전필 05099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기초 4 3 3

전선 10293 광고론 Principles of Advertising 3 3 심화 5 3 2

전선 06788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3 3 심화 4 4 2

3

1

전필 06089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2497 금융기관경영론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e 3 3 실무 4 4 2

전선 10925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3 심화 5 3 2

2

전선 15110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 3 실무 3 5 2

전선 05237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5107 벤처창업경영론 Venture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0929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3 심화 5 3 2

전선 15114 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3 3 심화 3 4 3

전선 14706 웹사이트설계 Design of Web Sites 3 3 실무 3 5 2

4

1

전선 12669 서비스경영 Service management 3 3 심화 4 3 3

전선 11548 e-비즈니스 e-Business 3 3 심화 3 5 2

전선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전선 13791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3 3 전문 3 3 4

2

전선 11538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3 3 전문 2 2 6

전선 10918 브랜드관리 Brand Management 3 3 전문 4 4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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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경영마인드를 형성하기 위

한 기초적 이론 및 관련 기법들을 강의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산업분야의 경영마

인드 형성에 기본토대를 제공한다.

In this course will be introduced the basic 

concepts and basic skills to form business mind.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some case studies 

to enrich their learning.

기초
(532)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

적인 경제개념과 원리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Deals with, at the basic level, the nature and 

concepts of several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nomic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s of 

students.

기초
(442)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Introduce students to basic ideas of probability 

and statistical distribution such as binomial 

distributions and normal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s and simple regression.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계정

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래를 일정

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he 

a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ncial statements.

심화
(442)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과 개인 및 사회의 목표

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

로 연구한다. 내용은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행동

과학과 인적자원관리, 고용관리, 인사고과, 교육

훈련관리, 임금관리 등이다.

Covers selection, placement, training, and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lso 

discusses the management of manpower 

planning, and labor relations.

기초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o 

t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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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힌다. q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 (Capital Budgeting) 

S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quired 

investments? (financial decision) Third, what 

short-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ced? (short-term 

finance) 

기초
(442)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은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

여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변환과정의 합리적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

부한다. 생산성, 공정, 부서 배치, 생산계획, 서비

스 창구설계 등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operations 

management. Operations, like accounting, 

fin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very organization. 

Operations managers transform human,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into goods and services. 

Hence, it is vital that every organization manage 

this resource convers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 effectively this is accomplished 

depends upon the linkages between operating 

decisions and strategic decisions. 

기초
(622)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소비자 선택과 만족,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후생

의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일련의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4P로 지칭되는 제품, 유통, 가격,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강의한다.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introduce the 

process of planning, doing, and controlling of 

serious management activities adopted to 

maximize the welfare of customers resulting 

from their choices and satisfaction. Particularly 

marketing mix, which is known as 4P’s Mix 

products, place, price and promotion, will be 

examined in the course.

기초
(433)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이 과목은 현대적인 기업들이 기업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경

영학 분야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최신 개요와 전자통신, 무선

기술, 정보보안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론과 

기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business school 

students who want an in-depth look at how 

modern business firms use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ystems to achieve corporate 

objectives. Student will find here the most 

up-to-date comprehensive overview of 

information systems, telecommunications, 

Internet, wireless technology, securing 

information system, e-Commerce, and other 

methodologies and technologies used by business 

firm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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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22)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내의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그리고 전체 조직

행동 등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실증적 

배경에 대한 이론 지식을 정립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대인적 관계요인을 설명한

다.

Introduction to individual and group behavior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Major topics include 

personality, motivation, leadership, grou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theories.

심화

(442)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투자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론들, 즉 CAPM, APT, 

OPT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통

하여 실제로 투자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In this course, students examines the theory and 

analytical methods used in security evaluation 

and financial investment. Specifically, students 

will study theories such as portfolio theory and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nd investment 

techniques.

실무

(343)

경영의사결정 OR/MS

본 강좌는 다양한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경영의

사결정 데이터들을 경영과학적인 사고로 분석하

고 경영현상들을 데이터에 의해 분석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또한 많은 경영과학의 도구들을 습

득함으로써 앞으로의 많은 경영의사결정에 도움

을 줄 것이다.

In all aspects of our lives, an amazing diversity of 

data is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for giving 

insights. Business managers and decision makers 

are increasingly encouraged to justify decisions on 

the basis of data. This course will start the 

students off with a quantitative toolkit that can be 

developed and enhanced at all stages of their 

careers.

심화

(532)

광고론 Principles of Advertising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광고의 기본적인 개

념과 광고의 역할을 배운다. 소비자와 광고 기획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광고효과에 대해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advertising 

as one of marketing communications. It also 

helps to understand consumers and advertising 

planning as well as ad effectiveness in the view 

of an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심화

(622)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발

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e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실무

(352)

웹사이트설계 Design of Web Sites

디지털 기업들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해 어떻게 

자사의 웹 사이트를 분석하고 설계하는지를 소개

한다. 이는 HTML, XML, HTML5, Java, CSS, 

This course shows how digital firms analyze and 

design their web sites for on-line business. It 

includes web design using HTML (Hyper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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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Mobile App, 그리고 기타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

용한 웹 설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HTML이나 

웹 설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효과적인 웹 페이지 

설계와 레이아웃,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멀티미

디어를 이용한 웹 페이지 확장, 그리고 실용적인 

다중 웹 페이지 생성기법 등을 배운다.

Markup Languages),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HTML5, Java, Mobile App, and other 

web programming technologies and does not 

require any prior knowledge of HTML or web 

design.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learn how 

to plan and design effective web pages; enhance 

web pages with the use of page layout 

techniques, text formatting, graphics, images, and 

multimedia; produce a functional 

multi-page-website; and etc.

심화

(532)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운용

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소비자행동이론, 기업이

론, 시장이론, 요소시장이론, 일반 및 후생경제이

론, 시장실패 등을 다룬다. 수강생들이 경영학 전

공학생임을 감안하여 최근 경영학에서 많이 활용

되는 경제개념들(예: 수요곡선 추정, 경매, 게임이

론, 정보의 비대칭성, 네트워크효과)을 강조한다.

Microeconomics is about the function and 

evaluation of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s in 

the market system. This course analyses consumer 

behavior, firm behavior, competition in the 

markets, factor markets, welfare, and market 

failure. We focus on some important economic 

concepts frequently utilized in management field 

such as demand curve estimation, auction, game 

theory, asymmetric information, network effect, 

etc.

심화

(442)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 전체의 수준에 관계된 조직구조와 설계에 

관한 기본 이론, 조직의 동태적 과정과 이에 따

른 조직설계문제, 환경적응적인 조직의 혁신 등

에 관계된 이론을 학습한다.

Based upon classical and contemporary 

organization structures and field research, this 

chair studies a 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of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impacts that 

organizations have upon individuals and society. 

실무

(442)

금융기관경영론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e

오늘날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과 국제화에 따른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여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경영방법

을 연구한다. 특히, 오늘날 금융기관의 경영에 있

어 증대된 금리 및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효과적

인 위험관리기법을 연구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management 

methods for financial institutions. We study 

interest rate theories, hedging of risk of interest 

rate so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can pursue 

both efficiency and proficiency.

심화

(532)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기업위험관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하여 기업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및 위험의 확인, 

측정수단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서 기업경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Necessity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can be 

ascertained through the survey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Process can be divided into risk identification, 

risk analysis and risk control. To prevent or 

avoid diverse risks in enterprise can the various 

methods, for example, insurance, fut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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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option, can be considered.

실무

(442)

채권및파생상품 Bond Analysis

본 과목에서는 채권의 발행과 유통시장, 이자율

의 기간구조, 채권의 가치평가, 자산유동화증권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채권의 듀레이션 

개념을 이용한 투자전략과 금리선물, 금리스왑, 

금리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에 대

하여 공부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issuing market and 

circulating market for bonds and term structure 

theory, valuation techniques for bonds and the 

asset based securities. Also we study the durations 

of bonds, interest rate futures, interest rate 

swaps, interest rate options.

전문

(622)

선물과옵션 Futures & Option

안정적이던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 따라 위험회피의 수단으로 파생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물과 옵

션 등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와 발전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본 강의를 통해 선물과 옵

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Covers financial and commodity futures and 

option pricing theory. Topics include hedging 

strategies with options and futures, investment 

strategies using arbitrage opportunities, the 

pricing of bond and stock options, and the 

pricing of forward and futures contracts.

심화

(343)

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종합적 품질경영(TQM)은 기업경쟁력의 우위확보

를 위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

는데 전통적 품질관리와 TQM이 어떤 차이가 있

으며 ISO 9000시리즈가 TQM에서 차지하는 역할

과 비중에 대해서 공부한다.

This course attempts to study the tactical and 

strategic issues defining, measuring and 

managing product and service quality in 

organizations. The need to learn and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otal quality has become 

increasingly obvious in recent years because 

many organizations strongly urge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incorporate total quality into the 

curriculum. The topics considered include the 

concepts of quality, strategic quality planning, 

quality performance measurement, employee 

empowerment, and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in production.

심화

(532)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기업의 궁극적 마케팅 타겟인 잠재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의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미시경제학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체계적

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nsumer Behavior course aims at delivering 

students systemic understandings of consumers' 

buying behavior by analyzing patterns of the 

potential customers who are the ultimate targets 

of the company from the aspects of psychology, 

sociology and microeconomics. It covers the 

theories and case studies of consumer 

information process and customer decision 

process.

실무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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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352)

그동안 인터넷 비즈니스가 실무적으로 급격히 발

전하여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비즈니스로 대두되

면서 실무가 이론을 앞서는 경향도 있으나, 이론

을 겸비하지 않은 실무는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고 본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부족한 인재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터넷 마

케터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

다. 본 강의는 이에 따라 최신 이론과 실무를 동

시에 이해하게 하여, 전문적인 인터넷 마케터로

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The Internet business has been rapidly grown up 

in practical manners and taken the key position 

in global business. While it is true that some 

practices go further than theories, it is more 

likely that any practice without theoretical bases 

will be risky. It is also well accepted that 

Internet marketers armored with theories and 

practices are the most needed in the modern 

Internet business arenas. The Internet Marketing 

course, thus, focuses on fostering professional 

Internet marketers by explaining the newest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field.

실무

(352)

마케팅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본 과목은 마케팅의 촉진 수단인 광고 PR 인적판

매 판매촉진을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보송신자, 정보내용, 매체, 정보수용

자, 커뮤니케이션효과 등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사고 능력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Marketing Communication approaches 

advertisements, public relations, sales promotions 

and personal sales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e communication. Based on 

communication theories, the course is to breed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and abilities to 

analyze information senders, information 

contents, media, information receivers and 

communication effects etc.

심화

(352)

마케팅조사와실습 Marketing Research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하여 소비자의 취향과 여론

의 동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실제

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광고·홍보의 효과분석 및 기획에 있어서 필수적

인 여론 수렴과정에 대하여 응용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It analyzes the favor of consumers and the 

trends of public opinion to establish a marketing 

strategy by surveying customers. The students 

will acquire applicability to any survey of public 

opinion, and that is necessary for planning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실무

(352)

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s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이다. 이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기

업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해 소개한다. 이 과

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모형화, 데이터베이스 구

축,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응용프

로그램 개발 등 자료 집합의 여러 활용부분에 대

해서 논의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기업정보시스템, 웹 사이트, 그리고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Database design is crucial to implement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This course covers database 

design and the use of database management 

systems for business applications. In this course, 

we discuss the parts of a dataset, how to model 

data, database construction, and developing a 

database application in a business environment. 

These skills are fundamental to managing 

database-backed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s, 

web sites, and other related applications.



214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352)

지능정보시스템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이 과목은 보다 나은 경영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의 수집, 축적, 분석, 공유, 접근에 활용되는 

기업 응용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면과 지능형 기술

들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OLTP, OLAP, 그리고 

기타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지능형 기

업시스템을 어떻게 구축, 설계하고 활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데이터통합 프레임워크, 데

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마이닝, 비즈니스 인텔리

전스, DSS, ES, SCM/ERP 등을 포함한다.

The course shows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business applications and intelligent technologies 

that are used for gathering, storing, analyzing, 

sharing, and accessing information to help make 

better business decisions. Students will 

investigate how to model, design, and utilize 

business intelligence systems by using 

online-transaction-processing (OLTP), online 

analytical-processing (OLAP) systems, and other 

data mining (DM) technologies. It includes 

data-integration framework, data warehousing, 

data mining, business intelligence, DSS (Decision 

Support Systems), ES (Expert Systems), SCM/ERP 

(Supply Chain Management/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tc.

실무

(352)

계량경영학 Quantitative Approach to Management

경영학의 수리적 및 통계적 고찰을 통하여 과학

적 관리에 접근토록 하고 의사결정론의 도구로서

의 계량적인 방법론을 익히도록 한다. 특히 통계

적 측면에서는 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 등을 다

룬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scientific management through 

quantitative and statistical methods, and learn 

the econometric tools for decision-making about 

various management problems. Especially, 

relating to statistical tools, the course deals with 

regression models and time-series analysis.

심화

(442)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기업이 국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

적인 환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의 글로벌

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제경영의 기초이론과 

전략, 그리고 국제기업의 관리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다.

 Issues and problems aris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with emphasis on decisions fac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opics include 

MNC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strategies, and functional management.

심화

(442)

중국통상론 Chinese Commerce

  중국은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우리의 최대교역대상국이자 최대 인적교류 

대상국이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중

국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중

국의 대내외경제 및 통상환경을 이해하고, 중국

의 세계화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 살펴보

고,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국의 대응전략

을 공부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China played a role in driving force of the world 

economy, and China is largest trading partners and 

target country of people-to-people exchanges to 

South Korea.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South 

Korea is geographically nearest to Chin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and China's economic 

development has a close relationship. And so,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ing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and trade 

environment, to observe China's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case study of Chinese enterprises to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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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verseas market, and to learn Chinese 

counter-strategies in the changing trade 

environment.

심화

(442)

벤처창업경영론 New Venture Creation and Management

벤처기업의 기업가적인 과정, 즉 사업기회인식, 

착수, 자원조달, 창업, 성장, 성과회수 등으로 이

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영 문제를 

다룬다. 수강생들은 창업과 관련된 실제 경영기

법(예: 사업계획서 작성)을 습득할 수 있다.

The course deals with various kinds of 

management problems occurring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which proceeds from 

recognizing business opportunity to undertaking, 

assembling resources, creating new venture, 

growing, and harvesting. The students can learn 

the management tools relating to venture 

creation and business(for example, writing 

business plan).

전문

(442)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이 과목은 경영전략의 기본 개념과 주요 이론들

을 학습하며 이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시켜 전략

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

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산업분석, 경쟁

전략분석, 내부자원과 역량 분석, 전략적 단위의 

활동과 전략변화 관리 등이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show how 

marketing, finance, production and human 

resources blend into a cohesive strategic plan 

that provides a directional focus for the 

organization. Specific topics include industry 

analysis, competitive strategic analysis, analyzing 

internal strategic resources and capabilities, 

business level strategies and tactics and 

managing strategic change.

심화

(442)

기술경영 Technology & Management

기술 및 혁신을 경영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생산

요소로서의 기술정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공

부한다. 경제이론에서 기술요인과 관련되는 개념 

및 내용을 정리하고, 발명의 동기, R&D의 과정, 

특허 및 표준의 역할, 기술 확산의 과정을 분석

한다.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기술관리 및 전략, 

기술마케팅, 특허 및 표준경영 등 기술경영의 제 

문제를 다룬다.

The course analyses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erms of management. We deal with the basic 

economic concepts such as invention, innovation, 

R&D process, patents, standards, diffusion, and 

the effect of new technology on the economy. 

Based on these, we study technology 

management and strategy, technology marketing, 

patent management, standards competition among 

rivals, etc.

전문

(334)

기업경영특강 Management Seminars

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와 사회적 위치에 

대하여 공부한다. 아울러 기업의 변천사 및 우리 

나라 대기업의 변천사 등을 공부하며 함께 토론

한다.

The enterprise hold against the economic 

location which it does and a social location it 

studies. Together it studies the change company 

back of change company of the enterprise and 

our country big business it discusses together.

전문

(352)

마케팅자료분석 Analysis of Marketing Data

현대 기업 활동에서 중요한 마케팅 기회의 활용 This course deals into Data Analysis method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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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설계의 유형 및 특성

의 이해 그리고 이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분석 

기법을 공부한다. 마케팅 빅데이터의 분석과 같

은 새로운 기법과 함께 포지셔닝맵과 같은 전통

적 기법까지 마케팅에 사용되는 자료를 통해 인

사이트를 얻는 모든 과정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실습한다.

collecting data,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ypes and features of surveys, which are very 

important to utilize opportunities in business 

enterprise. It also leads students to learn how to 

plan studies, prepare methods, conduct plans, 

examine outcomes and report results.

심화

(352)

마케팅사례와실습 marketing case & Internship

실제로 기업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적 

지식을 습득한다. 본 과목은 다양한 마케팅의 성

공과 실패 사례를 통하여 성공 및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다. 강의실에서 습득했던 이론을 직접 응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This course examines various cases of actual 

marketing and, thus, leads students to analyze 

causes of success or failure. The students will 

be ready for applying the theories learned from 

the classes to the real cases by end of the 

course.

심화

(352)

e-비즈니스 e-Business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e-Business의 개념과 

모델, 그리고 기반구조가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

래와 기업활동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e-Business 개념과 

모델을 금융, 관광, 교통, 운송, 물류, 교육, 음식,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를 배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학생들은 최근 

이슈 중에서 한 주제를 선택하고 팀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In the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e-Business concepts, models, and 

infrastructure how they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ommerce and business activities. 

Moreover, the students will learn how e-Business 

concepts and models are applicable to different 

fields, such as: banking, tourism, traffic, 

transportation, logistics, education, food, 

healthcare, and so on. During the course, each 

student is expected to select a topic related to 

current issues, and participate in a term project.

심화

(442)

브랜드관리 Brand Management

브랜드파워는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성공 요인으

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의 주요 목적은 브랜드 관리에 대한 전략

적 사고를 심어주고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의 

구축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있다.

The brand power has been developed as one of 

the core factors in global competition. The main 

goal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strategic ways of thinking for brand management 

and understandings for brand equity building 

process.

심화

(433)

서비스경영 Service management

 서비스 경영은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

는 산업을 그 대상 학문영역으로 한다. 서비스 

산업의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다른 산업과도 광범위하게 결합될 수 있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강의내용도 서비스경영의 이

해와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Service management, also called IT service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used in industries 

that provide services or a combination of goods 

and services. While widely used in the IT 

industry, specifically the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ctor, service 

management can be integrated into many other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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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34)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본 강의에서는 재무제표 위주의 근시안적 분석 

대신, 기업의 가치창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강조한다. 그

리고 기업외부에서의 기업평가와 기업내부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통제시

스템 설계, 경영평가를 위해 정보분석 등이 어떻

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In this course, comprehensive analyses of various 

factors affecting corporate value-creating abilities 

are emphasized, rather than the myopic 

approach. It deals with how to analyze accounting 

and other informations in security valuation, as 

well as covering how to use accounting 

information in strategic decision making, 

management efficiency improvement, and 

management.

심화

(532)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평생동안 생활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통하여 전 생애를 통하여 일정 소득

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산관리 방법으

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과 이

를 뒷받침하는 기업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소득

보장에 필요한 금융상품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

다.

 To maintain one's life standard in whole life 

time, the asset management is necessary. As a 

methods of asset management, we can 

enumerate social security, private pension, 

entrepreneur annuity and other financial product. 

To choose proper financial product in our life, 

the method of asset management will be 

discussed in the lecture.

전문

(532)

국제재무관리 International Corporate Finance

국제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경영자가 갖

추어야 할 글로벌 재무지식을 전수하는 데 본 강

의의 목적이 있다. 다국적기업이나 국제화된 기

업은 해외직접투자나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기

술이전 나아가 무역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이나 포트폴리오투자, 국제금융시장의 

활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외환시장론 과목이 

선수과목이므로 수강생 모두가 조건을 충족시키

길 기대한다.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corporations will inevitably use financing or 

portfolio investment,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 the cour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r joint venture, strategic alliances, 

and trading activities etc. The purpose of the 

course is to initiate the knowledge of global 

financial to international business executives 

whom implement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y.

전문

(226)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본 강좌는 선한 윤리적 기준과 좋은 기업 간 관

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와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강의

내용은 윤리개념을 포함하여 기업윤리, 우리나라

의 윤리강령, 기업의 다양한 윤리에 관한 아이디

어들로 구성된다.

This course helps identify the practical issues of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ethical dilemmas 

and discovering the link between good ethics 

and good business. The contents of this lecture 

is are (1) the concepts of Ethics, (2) Business 

Enterprise and Ethics, (3) Code of Ethics in 

Korea, (4) Various ideas about the ethics of 

business enterprise.

전문

(226)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경영자와 노조 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  Industrial relations treats the future-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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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의 이념, 노동협약의 체결과 실시, 경영참가의 이

념과 운영 등 제반 문제를 한국기업의 과거의 경

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바람직한 노사관

계의 방향을 학습한다.

direc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rough the review of the past experiences and 

cases in Korean enterprises, with the ideas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ontracting and practicing of labor 

agreement, and ideas and operations of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others being dealt 

with.

심화

(253)

경영영어 Business English

본 강좌는 경영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

하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영 환경에서 의

사소통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영어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

사소통과 광범위한 경영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하

는 데 도움이 되는 경영영어 능력의 확고한 기초

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 interested in 

developing their communication skills for 

business.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functional 

English that student need to communicate within 

various business environments. Through this 

study, students will develop a firm foundation of 

Business English skills to help them communicate 

and function in a wide range of business 

situations.

실무

(442)

경영현장실습 Business Internship

경영현장실습은 대학과 기업 간 상호협조를 바탕

으로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과목이다. 경영대학 

학생들이 국내 산업조직에서 경영에 관련된 다양

한 관리적 활동 즉, 인사, 조직, 재무, 회계, 마케

팅, 생산, 전략 등을 직접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전공 이수학점(3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 이 교과목의 초점은 단순한 기업견학이 

아니라 경영대학 학생들을 기업현장에 비교적 장

기간 배치하여, 기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산학협동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 

The business internship subject is designed to 

give some business experience based on the 

close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s to 

students 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subject is also operated to 

give three credits students. In this class the 

students will gain valuable opportunities to 

explore major business functions such as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 accounting, 

financing, sales & marketing and operations 

management. The focus of this subject is to 

create opportunity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nd to involves on-the-job training 

on exposing study.



219

경영대학 -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Dept. of Financial Insuranc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금융보험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전공능력  금융보험 전문능력 · 현장실무능력 ·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 

교육목표

금융보험학과는 실용적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갖춘 금융 보험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그 목표
로 하고 있는 학과이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정규교육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소집단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며, Star Track 등을 지원한다. 금융보험학과는 교육부 선정 교육
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부 선정의 여러 특성화 사업에 꾸준히 도전
하여 교육목표 달성에 노력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금융보험학과와 관련된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투자상담사 등 자격증 시험을 대비한 교육과
정 편성으로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보다 용이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또한 보험 유관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취직하여 금융보험 전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론적 체계와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수여학위 금융보험학사(Bachelor of finance & insura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손해보험회사 손해사정사, 보험조사분석사, 보험심사역, IFP(종합자산관리사)

생명보험회사 보험계리사, IFP(종합자산관리사), 언더라이터(CKLU, AKLU, FKLU)

손해사정사, 손해사정회사 손해사정사, 보험조사분석사, 보험심사역

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금융공기업 영어성적(토익 700점 이상 등), 기타 각 금융공기업법 필요 자격증

[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금융보험 

전문능력

정의 금융보험 분야에 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준거
◾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보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는다.
◾ 고객과 직장동료로부터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는다.

현장실무능력

정의 전공지식을 금융보험 실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 전공지식을 금융보험 현장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
◾ 이론지식과 실무지식을 균형 있게 학습한다.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

정의 어떤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서적, 지적, 구체적 능력의 총체

준거
◾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만하게 해결한다.
◾ 고객과의 보험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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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금융보험 전문능력 현장실무능력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손해사정사, 보험심사역, 

보험계리사 등

금융보험 전문지식과 

실무 적용 능력

고객 친화적 태도,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금융보험 현장 체험, 

손해사정실무
 실무경험, 의사소통 및 

사회성
협조적 태도 및 

실무전문가로서의 자긍심

심화
금융보험 관계 법률지식 , 
손해사정론, 자동차보험론

금융보험 정보 활용, 

시장조사 및 통계
 논리적 사고력, 성실성

기초
금융보험 관련 지식,

금융보험산업 현황 및 동향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금융보험 전문인으로서의 

바른 인성 

전공능력

진로분야
금융보험 전문능력 현장실무능력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

손해보험회사 ● ● ●

생명보험회사 ◐ ●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회사
● ● ●

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 ● ◐

금융공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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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금융보험 

전문가

현장실무

능력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자동차보험론 ● ◐ ◐ 5 3 2

제3보험이론 ● ◐ ◐ 5 3 2

상해보험의학실무 ● ◐ ◐ 5 3 2

재물해상보험실무 ● ◐ ◐ 5 3 2

근재․배상책임보험실무 ● ◐ ◐ 5 3 2

질병보험의학실무 ● ◐ ◐ 5 3 2

생활설계와직업 ◐ ◐ ◐ 5 3 2

실무

대인손해사정실무 ● ● ◐ 4 4 2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 ● ◐ 4 4 2

금융기관의이해 ● ◐ ◐ 4 4 2

제3보험실무 ● ● ◐ 3 5 2

금융분쟁사례 ● ◐ ● 5 3 2

금융보험현장실습 ● ● ◐ 3 5 2

금융보험정책론 ● ◐ ● 4 4 2

손해보험실무 ● ○ ◐ 5 3 2

심화

금융보험마케팅실무 ● ● ◐ 5 3 2

금융보험업법 ● ◐ ◐ 5 3 2

손해사정론 ● ◐ ◐ 5 3 2

자동차구조실무 ● ◐ ◐ 3 5 2

금융보험투자론 ● ◐ ◐ 5 3 2

생명보험실무 ● ◐ ◐ 5 3 2

재산법 ● ○ ● 5 3 2

회사법 ● ○ ◐ 5 3 2

사회보험론 ● ◐ ◐ 5 3 2

기초

경제학개론 ● ○ ◐ 5 3 2

보험학개론 ● ○ ◐ 5 3 2

경영학원론 ● ○ ◐ 5 3 2

보험계약법 ● ○ ● 5 3 2

생명보험론 ● ○ ◐ 5 3 2

민법총칙 ● ○ ◐ 5 3 2

기초금융학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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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금융보험 전문가 현장실무능력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

손해보험
회사(I)

전문

자동차보험론
제3보험이론
상해보험의학실무
근재·배상책임보험실무
재물해상보험실무
생활설계와 직업

실무

금융기관의이해
금융분쟁사례
손해보험실무

제3보험실무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대인손해사정실무
금융보험현장실습

금융보험정책론

심화

금융보험업법
손해사정론
자동차구조실무
금융보험투자론
회사법

금융보험마케팅실무 재산법

기초

경제학개론[초]
경영학원론[초]
보험학개론
생명보험론
민법총칙
기초금융학

보험계약법

생명보험
회사(L)

전문
질병보험의학실무
생활설계와 직업

실무
금융기관의이해
금융분쟁사례

제3보험실무
금융보험현장실습

금융보험정책론

심화

금융보험업법
생명보험실무
금융보험투자론
회사법
손해사정론

금융보험마케팅실무 재산법

기초

경제학개론[초]
경영학원론[초]
보험학개론
생명보험론
민법총칙
기초금융학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사,손해사
정회사(C)

전문

자동차보험론
제3보험이론
상해보험의학실무
근재·배상책임보험실무
재물해상보험실무
생활설계와 직업

실무

금융기관의이해
금융분쟁사례
손해보험실무

제3보험실무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대인손해사정실무
금융보험현장실습

금융보험정책론

심화
금융보험업법
손해사정론

금융보험마케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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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금융보험 전문가 현장실무능력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

자동차구조실무
금융보험투자론
회사법

기초

경제학개론[초]
경영학원론[초]
보험학개론
민법총칙
기초금융학

보험계약법

은행, 
카드 등 
금융

회사(F)

전문
자동차보험론
제3보험이론
생활설계와 직업

실무
금융기관의이해
금융분쟁사례
손해보험실무

제3보험실무
금융보험현장실습

금융보험정책론

심화

손해사정론
자동차구조실무
금융보험투자론
회사법
사회보험론

금융보험마케팅실무 재산법

기초

경제학개론[초]
경영학원론[초]
기초금융학
민법총칙

보험계약법

금융공기
업(FP)

전문 생활설계와 직업

실무
금융기관의이해
금융분쟁사례
손해보험실무

금융보험현장실습 금융보험정책론

심화

금융보험업법
손해사정론
자동차구조실무
금융보험투자론
회사법
사회보험론

금융보험마케팅실무 재산법

기초

경제학개론[초]
경영학원론[초]
보험학개론
생명보험론
민법총칙
기초금융학

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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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손해사정사,    

  보험심사역, 

  보험계리사 

·금융보험 전문지식 

  과 실무 적용 능력

전문
자동차보험론(I,C,F)
제3보험이론(I,C,F)

상해보험의학실무(I,C)
재물해상보험실무(I,C)
근재·배상책임보험실무
(I,C)

생활설계와직업(G)
질병보험의학실무(L)

·금융보험 현장 체험 

·손해사정실무

·실무경험

·의사소통 및 사회성

·협조적 태도 및 

  실무전문가로서의 

  자긍심

·고객 친화적 태도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손해보험실무(I,C,F,FP)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I,L)
대인손해사정실무(I,C)
금융기관의이해(G)

금융보험현장실습(G)
금융분쟁사례(G)
제3보험실무(I,L,C,F)
금융보험정책론(G)

·금융보험 관계 법률 

  지식  

·손해사정론, 

  자동차보험론

  금융보험 정보활용 

·시장조사 및 통계

·논리적 사고력 

·성실성

심화

금융보험마케팅실무(G)
금융보험업법(I,L,C,FP)
손해사정론(G)
자동차구조실무(I,C,F,FP)

금융보험투자론(G)
생명보험실무(L)
재산법(I,L,F,FP)

사회보험론(F,FP)
회사법(G)

·금융보험 관련지식

·금융보험산업 현황 

  및 동향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금융보험 전문인 

  으로서의 바른 인성 

기초

경제학개론(G)
보험학개론(G)
경영학원론(G)
보험계약법(G)

생명보험론(I,L,FP)
민법총칙(G)
기초금융학(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 (G)공통교과   (I)손해보험회사  (L)생명보험회사
                         (C)손해사정사, 손해사정회사 (F)금융회사 (FP)금융공기업

비 
교 
과

▪전공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보험계약법 특강
▪보험업법 특강
▪손해사정이론 특강

▪전공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보험계약법 특강
▪보험업법 특강
▪손해사정이론 특강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특강

▪자동차보험론 특강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특강

▪자동차보험론 특강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하계/동계 STAR고시반 기숙식 손해사정사반

보험전문 자격취득을 위한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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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 전공 42학점(기초 6+ 전선 36) 이상

 - 심화과정 : 전공 66학점(기초 6+ 전선 60) 이상 

 ※ 전공기초

 - 1학기: 경제학개론

 - 2학기: 경영학원론 
전선

36

1~4

24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논문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학과 내규로 정한 자격시험 등 합격시 졸업논문 대체 가능

- 자격증 시험 합격 : CKLU, 농재해손해평가사, 심사역, 보험중개사, 보
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사고조사분석사, 노무사, FP(재무설계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보험 자격증의 1차 시험 합격 또는 최종 합격.

- 취업
- 토익 650점 이상

※ 졸업요건 중 하나인 교과목 ‘논문’과 관련하여 기타 졸업요건과 같은 경우에도 ‘논문’ 과목의 이수에 갈음한다.
  해당 학생은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선 36)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선 36)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대물차량손해사정 융합전공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대물차량사례연습, 자동차구조및정비이론, 보험계약법판례연구, 손해사정사례연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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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전선 15450 보험학개론 Introduction to Insurance 3 3 기초 5 3 2

2
기초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전선 06732 보험계약법 Insurance contract law 3 3 기초 5 3 2

2

1

전선 06753 생명보험론 Theory of Life Insurance 3 3 기초 5 3 2

전선 15932 손해보험실무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Practice 3 3 실무 5 3 2

전선 15930 금융보험마케팅실무 Marketing of Finance & Insurance 
Practice 3 3 심화 5 3 2

전선 14184 민법총칙 Civil Law 3 3 기초 5 3 2

전선 06744 기초금융학 Introduction to Finance 3 3 기초 6 2 2

2

전선 07702 금융보험업법 Finance and Insurance Law 3 3 심화 5 3 2

전선 06150 손해사정론 Theory of Claim Adjusting 3 3 심화 5 3 2

전선 15806 자동차구조실무 Automobile Structure Practice 3 3 심화 3 5 2

전선 05408 자동차보험론 Automobile Insurance 3 3 전문 5 3 2

전선 13461 제3보험이론 Gray Zone Insurance 3 3 전문 5 3 2

3

1

전선 07762 금융보험투자론 Investment Analysis and Portfolio 
Management 3 3 심화 5 3 2

전선 15851 대인손해사정실무 Practice of physical Claim Adjustment 3 3 실무 4 4 2

전선 15931 상해보험의학실무 Accident insurance medical science 3 3 전문 5 3 2

전선 15933 재물해상보험실무 Property & Marine Insurance Practice 3 3 전문 5 3 2

2

전선 15808 근재·배상책임보험실무 Workmen's compensation & Liability 
Insurance Practice 3 3 전문 5 3 2

전선 09799 금융기관의이해 Financial Institution Management 3 3 실무 4 4 2

전선 15119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Other property & car claim adjustment 
practice 3 3 실무 4 4 2

전선 15807 생명보험실무 Life Insurance Practice 3 3 심화 5 3 2

전선 08803 재산법 Property Law 3 3 심화 5 3 2

4

1

전선 15120 금융보험현장실습 Practice of Finance & Insurance 3 3 실무 3 5 2

전선 08804 금융분쟁사례 Financial dispute instance 3 3 실무 5 3 2

전선 06748 사회보험론 Social Insurance 3 3 심화 5 3 2

전선 13406 제3보험실무 Gray Zone Insurance Practice 3 3 실무 3 5 2

전선 05451 회사법 Company Law 3 3 심화 5 3 2

2

전선 07807 금융보험정책론 Policy of Finance & Insurance 3 3 실무 4 4 2

전선 08806 생활설계와직업 Life Designer and Occupation 3 3 전문 5 3 2

전선 15805 질병보험의학실무 Insurance Medical Science Practice 3 3 전문 5 3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 - - -



227

경영대학 - 금융보험학과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경영마인드를 형성하기 위

한 기초적 이론 및 관련 기법들을 강의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산업분야의 경영마

인드 형성에 기본토대를 제공한다.

In this course will be introduced the basic 

concepts and basic skills to form business mind.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some case studies 

to enrich their learning.

기초

(532)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

적인 경제개념과 원리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Deals with, at the basic level, the nature and 

concepts of several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nomic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s of 

students.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32)

보험학개론 Introduction to Insurance

보험의 원리 및 보험학의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

다. 보험의 성립요소,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회보

험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며, 보험각론으

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을 이해하도

록 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It covers basic elements of insurance, 

life insurance, non-life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contents to enter into 

insurance details.

기초

(532)

보험계약법 Insurance contract law

일반적인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와 현행보험

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해석방법을 이해

하고 각종 법률제도에 관한 법규를 강의한다.

It understands the gain and loss against th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a general insurance 

contract and the current insurance law and a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method and the 

law regarding a various legal system it lectures.

기초

(532)

생명보험론 Theory of Life Insurance

생명보험의 필요성 및 특성, 국민경제에서 차지

하는 위치, 생명보험의 종류, 외야모집, 계약유지, 

보험금지급,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자산운용 등을 

강의한다.

From necessity and quality and national economy 

of life insurance hold the location which it does, 

type of life insurance, the outfield it recruits, 

contract maintenance, it lectures the insurance 

money urgent, a responsibility reserve fund 

reserving method and the property us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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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532)

손해보험실무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Practice

손해보험의 기초이론과 손해보험 종목인 화재보

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

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손해보험과 유사한 성

격을 띤 기타보험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fire insurance which is a fundamental 

objection and a damage insurance item of 

damage insurance and transportation insurance, 

sea insurance, with the summary explanation 

against a liability insurance and a auto insurance 

and damage insurance against the other 

insurance back which wears the character which 

is similar it lectures.

심화

(532)

금융보험마케팅실무 Marketing of Finance & Insurance Practice

금융보험마케팅의 의의, 특성과 마케팅믹스로서 

금융보험서비스의 상품계획, 가격정책, 유통경로

정책, 촉진활동 등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significance of financial insurance marketing, 

characteristics and marketing mix, product planning, 

pricing policy, distribution channel policy and 

promotion activities as financial insurance services, 

etc.

기초

(532)

민법총칙 Civil Law

사법이론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서 모든 일상생

활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그리하여 민법의 법

전의 순서에 따라 강의와 탐구를 하되 그 중에서

도 특히 독일법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법원에서 

내려진 판례 그리고 영미법이론을 부가하여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면서 각 분야

의 국내 각 학자들의 학설을 비교검토 하도록 한

다.

The underlying theory of justice as a discipline 

is the basis of all life. Thu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Code of Civil teaching and 

exploring theories focusing on German law, but 

especially in South Korea court issued a 

precedent and add American law theory passed 

on to students in-depth study of each country 

and of the scholars in each field theories should 

be compared.

기초

(622)

기초금융학 Introduction to Finance

화폐, 금융, 금융매매기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금융부문의 미시적 기초를 소개하고, 국민 경

제적 측면에서 금융부문과 여타 부문과의 상호연

관 관계를 분석한다.

The financial section money, finance and selling 

and buying agency back financially with main 

subject it pushes and it introduces it analyzes an 

enemy foundation, the trade name fire tube 

relationship of financial section and the others 

section and from the citizen economic side.

심화

(532)

금융보험업법 Finance and Insurance Law

금융보험산업은 상행위에 속하면서도 그 사업의 

성격상 일반 상행위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

다. 금융보험 거래와 관련된 계약법규에 과한 특

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financial insurance industry it belongs in 

upper act and it stands but with act at 

generality at character of that enterprise has 

the quality which is different unique. Against an 

excessive feature and a concrete contents in the 

contract law which relates with a financial 

insurance transactions it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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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32)

손해사정론 Theory of Claim Adjusting

손해사정의 의의,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

와 보험종목별 손해사정시 고려해야할 요소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Questionable matter of damage situation, the 

general principal regarding the process back and 

insurance item star damage situation hour 

regarding the element back must consider it 

lectures.

심화

(352)

자동차구조실무 Automobile Structure Practice

자동차 사고 시 차량의 파손부분에 대한 손해사

정을 위해 자동차의 부품 및 구조를 이해하고 각 

부품별 기능 등을 숙지한다.

To deal with each component and the structure 

of the vehicle. This is necessary for adjusting 

the damage of a destroyed vehicle.

전문

(532)

자동차보험론 Automobile Insurance

자동차보험의 발달과정과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자

동차 보험 관련법규를 해설하며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으로 구분하여 약관

내용과 계약인수 및 손해사정방법 등을 강의한

다.

It explains the advancement process and the 

function of auto insurance and it explains it 

divides with stipulation contents it lectures an 

auto insurance relation law and a auto insurance 

with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and full 

insurance contract undertaking and the damage 

situation method back.

전문

(532)

제3보험이론 Gray Zone Insurance

제3보험의 개념과 특성, 종류, 계약유지, 보험금

지급, 관련 법규 등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gray zone insurance, types, 

contract maintenance, insurance payment, related 

laws, etc. 

심화

(532)

금융보험투자론 Investment Analysis and Portfolio Management

금융보험업계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제

법규에 비추어 합당한 투자대상의 선정 그리고 

현대투자기법을 익힌다.

The rain loach it learns a selecting of the 

investment object which is fit and investment 

technique today in the basic principle regarding 

the property use of the financial insurance 

industry and my law.

실무

(442)

대인손해사정실무 Practice of physical Claim Adjustment 

자동차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시 법률상의 손해

배상액 및 약관 지급기준상의 보험금 사정에 관

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졸업 후 현장적

응력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Lectures on the early stage of adaptation to the 

field after graduation by dealing with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in the case of personnel 

accidents caused by automobiles.

전문

(532)

상해보험의학실무 Accident insurance medical science

이 과목은 손해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의학 중 신체의 구조 및 상해와 관련된 기초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여 강의한다.

This course combines fundamental theory and 

practice related to body structure and injury in 

insurance medicine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damag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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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532)

재물해상보험실무 Property & Marine Insurance Practice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재물보험 및 선박보험, 적

하보험 등 해상보험에 관한 이론과 실무 등을 익

힌다.

To study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property 

insurance which cover property damage and 

marine insurance such as hull and cargo 

insurance.

전문

(532)

근재·배상책임보험실무
Workmen's compensation & Liability Insurance 

Practice

근재 및 배상책임보험의 의의와 발전과정을 살펴

보고, 각종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대하여 강의한

다.

With questionable matter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liability insurance to observe it 

reports, against a variou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stipulation it lectures

실무

(442)

금융기관의이해 Financial Institution Management

금융시장의 주 행위자인 금융기관들의 종류 및 

업무영역을 파악하고 최근 금융기관관리의 중심

을 이루는 자산부채관리 및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을 이해한다.

It grasps the type and a business territory of 

week act self-acknowledgement financial 

institutions of money market and recently the 

property debt civil official who accomplishes the 

center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civil official 

and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it understands 

the managemen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in 

the center.

실무

(442)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Other property & car claim adjustment practice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 파손되거나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사정 실무를 익힌

다.

To explain adjusting practices when the accident 

happens in regards to property liability and 

vehicle damage.

심화

(532)

생명보험실무 Advanced Life Insurance Practice

생명보험을 세분해서 자산운용회계, 마케팅, 세

무, 위험선택, 계리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sset management accounting, marketing, 

taxation, risk selection and actuation, etc.

심화

(532)

재산법 Property Law

금융보험계약 등에 관한 기초적인 사법상의 법이

론을 중심으로 금융보험주체의 법률관계와 금융

보험의 전제조건인 담보물권, 그리고 계약법이론, 

손해배상법리를 습득시킨다.

The law objection at the fundamental 

administration of justice regarding the financial 

insurance contract back security volume it is a 

precondition of legal relationship and financial 

insurance of financial insurance subject in the 

center, and it finds a contract law objection and 

a compensation principle of law.

실무

(352)

금융보험현장실습 Practice of Finance & Insurance

은행 및 생명보험의 실제 업무를 현장실습을 통

해서 익힌다.

Actual business of the bank and life insurance 

site actual training it leads and it le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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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532)

금융분쟁사례 Financial dispute instance

국내의 금융 분쟁사례와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

하여 비교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한다.

Financial dispute instance of domestic and 

instance of the world-wide various nations it 

leads and it compares and a problem point and 

a reform measure it presents.

심화

(532)

사회보험론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의 확대 필요성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국민연금 등의 종류와 형태 등을 설명

하고 문제점의 제시와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It explains the type and the form back of 

magnification necessity and medical insuranc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national annuity 

back of social insurance and it gropes the 

presentation and a policy direction of problem 

point.

실무

(352)

제3보험실무 Gray Zone Insurance Practice

생명보험 상품 관리기준에 의한 제3보험 분야인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개호보험) 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강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ories and practices of injury insurance, 

sickness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which are the third category of insurance under 

the life insurance product management standard.

심화

(532)

회사법 Company Law

금융보험 주체인 회사제도와 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금융보험 산업의 경영과 그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With the company system which is a financial 

insurance subject the management and the 

efficient characteristic of financial insurance 

industry studying against the law which relates 

with him to lead and in order to raise.

실무

(442)

금융보험정책론 Policy of Finance & Insurance

금융보험 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행정 및 정책

을 보험 산업의 발전역사와 함께 그 경향을 고찰

하고 보험감독의 내용과 방식을 익힌다.

Supervision administration and policy of the 

nation against a financial insurance industry with 

developmental history of insurance industry it 

investigates the tendency together and it learns 

the contents and a method of insurance 

supervision.

전문

(532)

생활설계와직업 Life Planning and Occupation

자신의 라이프 싸이클에 맞는 생활설계, 장기적

인 관점에서 금융보험 상품의 합리적 선택 그리

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진로 및 직업선택의 중요성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life planning for one’s life cycle, rational 

choice of financial insurance produc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he importance of 

career and career choic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lif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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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532)

질병보험의학실무 Insurance Medical Science Practice

보험시장에서 보험사기 등 도덕적 문제들이 이슈

화되고 있는데 이 과목은 손해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의학(질병)에 관하여 기초이

론과 실무를 결합하여 강의한다.

As moral problems such as insurance fraud have 

been an issue in the insurance market, this 

lecture will focus on combining basic theory and 

practice about insurance medical science(disease) 

which takes a big part in the insuranc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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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무역학과 (Dept. of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실용・혁신・창의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과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GLOCAL 인재

전공능력 국제비즈니스능력 · 현장실무능력 · 글로벌소통능력

교육목표
물류무역학과는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과 현장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산업인 물류산업
을 선도하는 전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물류혁신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물류산업이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실무 
및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단기해외현장학습, 중국비즈니스 연계전
공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실습, 직무중심 
산학공동융합교육과정, 업계 실무자 초청특강, 비학점 특강 등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차
별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수여학위 경영학사 (Bachelor of Management)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무역실무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관세사

물류 ․ 유통관리 물류관리사, 보세사, 유통관리사, ERP 정보관리사

국제물류전문가 물류관리사, 관세사, 보세사,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해외마케팅 ․ 영업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국제비즈니스
능력

정의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비즈니스 감각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 및 네트워크, 국제비즈니
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준거
◾물류환경변화를 이해하고 국내외 시장분석, 전략수립 및 기획 역량을 갖춘다.
◾물류시스템의 설계, 물류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한다.

글로벌소통

능력

정의
효과적인 의사표현과 다양한 부서 및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업무의 흐
름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준거
◾국제비즈니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능력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 
◾관계형성, 협상 및 교섭능력,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현장실무능력

정의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 및 
업무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수요예측, 생산관리, 운송 및 재고관리 등 분야별 직무내용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한다.

◾업무성과관리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및 해결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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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국제비즈니스능력 글로벌소통능력 현장실무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물류혁신, 정보관리

창업 및 경영

전략수립 및 실행, 사례분석

정보수집, 분석 및 활용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실무
물류프로젝트 관리, 
비즈니스서류작성, 
수출입통관관리

의사소통, 문서작성, 상품분류 
및 관리능력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능력

고객지향적인 태도, 합리적인 
업무처리, 존중과 배려

심화
물류 ․ 유통관리, 

국제물류프로세스, 국제마케팅
시장분석, 프로세스 기획 및  
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협업적인 태도, 합리적인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경영・경제관련 지식

물류 ․ 국제비즈니스 기본체계 
및 구조

경영환경 및 동향분석능력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시장기회 
포착 능력

글로벌 마인드, 리더십

국제비즈니스 감각

전공능력

진로분야
국제비즈니스능력 글로벌소통능력 현장실무능력

무역실무 ◐ ○ ●

물류 ․ 유통관리 ◐ ● ○

국제물류전문가 ○ ◐ ●

해외마케팅 ․ 영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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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국제

비즈니스

능력

글로벌소통
능력

현장실무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세계지역시장의이해 ● ◐ 4 3 3

공급사슬관리 ◐ ● ○ 4 3 3

국제경영정책 ● ○ 4 3 3

물류혁신사례연구 ◐ ○ ● 4 3 3

국제비즈니스매너 ● ◐ ○ 4 3 3

글로벌경영사례 ◐ ○ ● 3 4 3

물류신기술및트렌드의 이해 ● ◐ 3 4 3

무역실무연습 ◐ ○ ● 3 4 3

실무

무역실무 ◐ ○ ● 3 5 2

무역영어 ○ ● ◐ 3 5 2

인터넷무역실무 ● ○ ◐ 3 5 2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 ◐ ○ 3 5 2

수출입통관실무 ◐ ○ ● 3 5 2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 ● 2 6 2

물류무역창업실무 ◐ ● 3 5 2

ERP물류정보실습 ● ◐ 3 5 2

글로벌통상사례분석 ● ○ ◐ 3 3 4

심화

글로벌경영 ● ◐ 4 3 3

물류관리론 ● ○ ◐ 4 3 3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 ○ ◐ 4 3 3

국제마케팅 ● ○ ◐ 4 3 3

국제기업환경이해 ● ◐ 4 3 3

보관하역론 ◐ ● 4 3 3

유통경로관리 ● ◐ 4 3 3

세계초우량기업연구 ● ◐ 4 3 3

국제물류관리 ● ○ ◐ 4 3 3

물류관련법규 ● 5 3 2

기초

경제학개론 ● ○ 5 3 2

경영학원론 ● ○ 5 3 2

통계학개론 ● ○ ◐ 4 4 2

회계원리 ● ○ ◐ 5 3 2

무역학개론 ● ○ 5 3 2

비즈니스영어 ○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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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국제비즈니스능력 글로벌 소통능력 현장실무능력

무역실무

(T)

전문
세계지역시장의이해
국제비즈니스매너

무역실무연습

실무
인터넷무역실무
글로벌통상사례분석

무역영어[필] 무역실무[필]
물류무역창업실무
수출입통관실무

심화

글로벌경영[필]
물류관리론[필]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필]
국제마케팅
국제기업환경이해
유통경로관리
세계초우량기업연구
국제물류관리

물류관련법규

기초

경영학원론
경제학개론
통계학개론
회계원리[초]
무역학개론[필]

비즈니스영어[초]

국제물류

(I)

전문
세계지역시장의이해
국제비즈니스매너

공급사슬관리 무역실무연습

실무
인터넷무역실무
글로벌통상사례분석

무역영어[필] 무역실무[필]
수출입통관실무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심화

물류관리론[필]
글로벌경영[필]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필]
국제기업환경이해
국제물류관리
국제마케팅
유통경로관리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기초

경영학원론
경제학개론
통계학개론
회계원리[초]
무역학개론[필]

비즈니스영어[초]

물류 ․
유통관리

(L)

전문
물류신기술및트렌드의이해 공급사슬관리 물류혁신사례연구

물류관련법규

실무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무역영어[필]
ERP 물류정보실습

무역실무[필]
수출입통관실무
물류무역창업실무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심화 물류관리론[필] 보관하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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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국제비즈니스능력 글로벌 소통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경영[필]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필]
국제마케팅
국제물류관리
유통경로관리

물류관련법규

기초

경영학원론
경제학개론
통계학개론
회계원리[초]
무역학개론[필]

비즈니스영어[초]

해외영업 ․
마케팅

(M)

전문
국제비즈니스매너
세계지역시장의이해
국제경영정책

글로벌경영사례

실무
인터넷무역실무
글로벌통상사례분석 

무역영어[필]
ERP 물류정보실습

무역실무[필]
수출입통관실무
물류무역창업실무

심화

물류관리론[필]
글로벌경영[필]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의이해
[필]
국제마케팅
국제기업환경이해
유통경로관리
세계초우량기업연구
국제물류관리

기초

경영학원론
경제학개론
통계학개론
회계원리[초]
무역학개론[필]

비즈니스영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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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획 ․ 전략
기업환경분석

사례분석
 정보활용능력

전문
세계지역시장의이해 (T, I, M)
공급사슬관리 (I, L)

국제경영정책 (M)
물류혁신사례연구 (L)
국제비즈니스매너 (T, I, M)
글로벌경영사례 (M)
물류신기술및트렌드의이해 (L)
무역실무연습 (T, I)

프로젝트관리
비즈니스서류작

성
업무추진능력
문제해결능력

실무
무역실무 (G)
무역영어 (G)
인터넷무역실무 (T, I, M)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L)
수출입통관실무 (G)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I, L)

물류무역창업실무 (T, L, M)
ERP 물류정보실습 (L, M)
글 로 벌 통 상 사 례 분 석
(T,I,,M)

시장구조이해
의사소통
  분야별 
업무관리

위기대처능력

심화

글로벌경영 (G)
물류관리론 (G)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G)
국제마케팅 (G)

국제기업환경이해 (T, I, M)
보관하역론 (I, L)
유통경로관리 (G)
세계초우량기업연구 (T, M)
국제물류관리 (G)

물류관련법규 (T, I, L)

경영・경제의 
이해

관련산업이해
동향분석

기초

경제학개론 (G)
경영학원론 (G)
통계학개론 (G)
회계원리 (G)
무역학개론 (G)
비즈니스영어 (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트랙구분: (G) 공통교과  (T)무역실무 (I)국제물류  (L)물류·유통  (M)해외영업 · 마케팅

비
교
과

▪싹수▪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CAP+)▪스피치완성반▪진로캠프

▪꿈수▪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CAP+)▪프레젠테이션마스터반▪진로캠프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starKING▪취업캠프▪이랜드(BeStar)▪식품경영 커플링사업

▪취업캠프▪자기소개서작성법▪면접기초파헤치기▪지역기업 DreamJob 
인재풀

컴퓨터활용능력, MOS,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자격시험 대비반
글로벌 드림팀(단기해외현장학습), 기업현장탐방, 졸업생초청특강, 

물류무역학과 학술페스티벌(PT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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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전공기초 : 경제학개론, 경영학원론, 통계학개론 중 택2

전필 18 1~2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42) 이상
※ 경영학과에 개설된 재무관리, 생산운영관리, 마케팅원론, 

인적자원관리, 경영정보학개론,  중 6학점까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

전선

18

2~4
24

졸업자격(논문) P 4

- 현장실습(4주 또는 3학점) 이수 필수

- TOEIC 600점 이상 (제2외국어 중 이에 상응하는 점수)
- 전공 관련 자격증 
- 산학프로그램 (학과에서 지정한 것에 한함) 수료
- 산업체 현장실습 (8주 이상) 수료
- 졸업논문

택1

졸업 이수학점 130  

※ TOEIC 외에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 점수는 학과장이 환산하고 판단하여 졸업자격으로 인정

※ 전공 관련 자격증은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관세사, 외환관리사, 무역영어(2급 이상),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공인회계사, 

전산회계 (2급 이상), 세무사, 손해사정사, 전산세무(2급 이상) 등이며 이외의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학과장

의 심사에 의해 전공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이랜드(BeStar), 식품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해당 사업단에서 발행하는 인증

서나 수료증 혹은 수료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체 현장실습 (8주 이상)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졸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
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중국비즈니스 연계전공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비고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 전필 18학점
- 전선 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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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생명-ICT 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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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현장실습(3학점 이상) 필수 이수
(총 이수학점 외 별도 학점)

4IR
공통 교과
인정 조건

4IR 공통 교과의 이수학점은 융합전공의 이수학점과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단, 융합전공 이수학점의 경우 복수전공은 최대 6학점까지, 부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기초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기초 10614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 3 기초 4 4 2

2

전선 14637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5 3 2

전필 14642 무역학개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3 3 기초 5 3 2

전선 15985 비즈니스영어 Business English 3 3 기초 3 5 2

2

1

전필 05237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3 3

전필 05244 무역실무 Trade Practice 3 3 실무 3 5 2

전필 1464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3 3 심화 4 3 3

2

전필 14918 무역영어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3 3 실무 3 5 2

전선 15791 인터넷무역실무 Internet Trade Practice 3 3 실무 3 5 2

전필 16290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Introduction to Economics of Business 
Enterprise and Field Training 3 3 심화 4 3 3

전선 07587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3 3 심화 4 3 3

3

1

전선 12037 국제기업환경이해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3 3 심화 4 3 3

전선 16289 보관하역론 Storage and Handling System 3 3 심화 4 3 3

전선 15709 물류프로젝트관리의 이해 Introduction to Logistics Project 
Management 3 3 실무 3 5 2

전선 06761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3 3 심화 4 3 3

전선 15451 수출입통관실무 Export and Import Customs Practice 3 3 실무 3 5 2

2

전선 15453 세계지역시장의이해 Introduction to Global Local Market 3 3 전문 4 3 3

전선 15129 세계초우량기업연구 Case of Worldwide Excellent Enterprise 3 3 심화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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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경영마인드를 형성하기 위

한 기초적 이론 및 관련 기법들을 강의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산업분야의 경영마

인드 형성에 기본토대를 제공한다.

In this course will be introduced the basic 

concepts and basic skills to form business mind.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some case studies 

to enrich their learning.

기초
(532)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

적인 경제개념과 원리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Deals with, at the basic level, the nature and 

concepts of several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nomic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s of 

students.

기초
(442)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Introduce students to basic ideas of probability 

and statistical distribution such as binomial 

distributions and normal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s and simple regression.

■ 전공필수

전선 06779 국제물류관리 International Logistics Management 3 3 심화 4 3 3

전선 16291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3 3 전문 4 3 3

전선 00000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Logistics Management Practice by Excel 3 3 실무 2 6 2

4

1

전선 05161 국제경영정책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3 3 전문 4 3 3

전선 15708 물류혁신사례연구 Case Study on Logistics Innovation 3 3 전문 4 3 3

전선 00000 물류무역창업실무 Startup Practice for Logistics and Trade 3 3 실무 3 5 2

전선 00000 물류관련법규 Logistics Laws and Regulations 3 3 심화  5 3 2

전선 11544 국제비즈니스매너 International Business Manner 3 3 전문 4 3 3

2

전선 12280 글로벌경영사례 Global Business Case 3 3 전문 3 4 3

전선 15762 ERP 물류정보실습 ERP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Practice 3 3 실무 3 5 2

전선 15763　무역실무연습 Exercise for Trade Practice 3 3 전문 3 4 3

전선 00000 물류신기술및트렌드의이
해

Understanding New Logistics Technology 
and Trend 3 3 전문 3 4 3

전선 16147 글로벌통상사례분석 Global Trade Cases Analysis 3 3 실무 3 3 4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전문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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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무역학개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처하고, 

무역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

적 흐름에 적응하도록 학생들에게 무역에 필요한 

포괄적인 제 이론의 습득, 실제 무역에서 직면하

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미래 무역방향에 대

한 지표 등을 강의

This course aims to attain a familiarity with the 

major field features of the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ategy, of 

international trade friction, of world trade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of current international trade issues and of the 

ways in which international business deals with 

these problems.

기초
(352)

비즈니스영어 Business English

거래협상, 회의, 프리젠테이션, 해외출장 등 국제

비즈니스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 및 표현들을 익히고 학습

함으로써 일상적인 비즈니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and train ways and 

useful expressions for smooth communication in 

various situat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such as transaction 

negotiation, business meetings, presentations, and 

business trips, so that they can be used for 

everyday business activities.

심화
(433)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기업이 국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

적인 환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의 글로벌

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제경영의 기초이론과 

전략, 그리고 국제기업의 관리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다.

Issues and problems aris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with emphasis on decisions fac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opics include 

MNC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strategies, and functional management.

실무
(352)

무역실무 Trade Practices

실제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간 거래 규칙은 물론 

신용장의 이해 및 작성 실무, 그리고 최근 수요

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강의한다.

Commercial and legal study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including,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and contract of carriage,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and contract of 

payment for the performance of sales contract, 

and discussion of remedies in case of the breach 

of contracts by way of arbitration.

심화
(43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물류관리란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재화와 서

비스를 요구되는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완벽한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물류활동의 3대 영역

인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공부한다.

Deals with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related to effective decision-making in business 

logistics management. Topics include the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inventory control, production planning and 

scheduling, international logistics and logistic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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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실무
(352)

무역영어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무역영어는 거래관계의 개설에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전 과정에서  무역거

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

소통 도구로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영문서한, 계

약서 및 각종서식의 해석 및 작성방법과 거래당

사자 상호간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표현들을 학

습한다.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is tools for 

supporting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n 

process. This course studies interpretation and 

writing skills for business letter, contract, and 

other business letter forms. Key expressions for 

business communications will also be dealt with.

심화
(433)

기업경제의및현장실습이해
Introduction to Economics of Business Enterprise 

and Field Training

기업경영에 핵심적인 미시경제 이슈들과 기업환

경을 결정짓는 주요 거시경제 이슈들을 학습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에 대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핵심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

습을 위한 기업조사를 병행한다.

This subject aims at studying micro and macro 

economic issues fundamental to business 

management and environment as well as 

understanding essential characteristics on small 

business and starting business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Based on this, corporate surveys 

for field practice will be conducted as well.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52)

인터넷무역실무 Internet Trade Practice

인터넷상의 가상공간(cyber space)을 활용한 해외

홍보, 마케팅, 거래선 발굴 및 거래협상 진행방법

을 습득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무역거래절차

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learning practical skills 

for doing overseas promotion, marketing, 

negotiation, business partner excavation through 

cyber space. Ability to manage international 

business process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by 

electronic means also be cultivated. 

심화
(433)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기회를 포착하

고 해외의 최종수요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전과

정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

로 공부한다.

Discusses foreign trade laws, international 

contracts for sale of goods, and the procedures 

and technical aspects of foreign trade.

심화
(433)

국제기업환경이해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학습하고, 이

와 같은 통상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국제사업 활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한다.

Discusses foreign trade laws, international 

contracts for sale of goods, and the procedures 

and technical aspects of foreign trade.

심화 보관하역론 Storage and Hand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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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433)

물류관리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의 완충작용을 통

해 물자의 효율적인 흐름을 지원하는 보관 및 하

역업무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류네트워크

의 구축, 보관 및 하역장비와 설비의 운용방법, 

재고관리 기법 및 창고관리시스템(WMS) 등에 대

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storage and 

loading operations that support the efficient flow 

of goods through buffering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logistics management. In this 

regard, students will learn how to build, store 

and unload logistics network equipment and 

facilities, inventory management techniques and 

warehouse management system (WMS).

실무
(352)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Introduction to Logistics Project Management

기업경영과정에서의 제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기법을 이해한 후, 이를 물류 및 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실습을 한다.

This course practice how to design and perform 

project in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enterprise 

based on understanding logistics planning step 

and procedure.

심화
(433)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는 유통을 담당하는 도

매활동과 소매활동의 특성과 관리과정에 대해서 

강의하고 효율적 유통경로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그 사례분석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Designed to help students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marketing problem related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and to develop 

analytical skills required to deal with those 

channel problems.

실무
(352)

수출입통관실무 Export and Import Customs Practice

수출입 및 국제물류프로세스의 이행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수출입 신고 및 통관절차

를 중심으로 관세의 부과 및 징수방법, 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에 관한 실무절차

와 서류작성방법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export-import declaration 

and customs formalities which essentially pass 

through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business. 

Practical process about levy and collection of 

customs, confirm of country of origin, 

classification of items, customs refund and how to 

fill out documentation forms will mainly be 

learned.

심화
(433)

세계지역시장의이해 International Global Local Market

글로벌화와 함께 현지화의 압력이 증대하고 있는 

현재 세계시장환경 하에서, 세계 주요국 혹은 지

역시장의 현대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

고, 이들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현지화 사

례를 공부한다.

Under the today's world market environments 

which are characterized as the simultaneous 

pressures of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is 

course explains some understandings of moder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ajor markets in the world and studies the 

localization experiences of Korean firms in those 

markets. 

심화
(433)

세계초우량기업연구 Cases of worldwide excellent companies

시장의 글로벌화가 촉진됨에 따라, 세계적인 초 As the world market is being globaliz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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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우량기업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의 주요 관심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 과목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

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공부하고, 

이들 기업들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으로 발돋움

시킨 리더와 리더십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on the worldwide excellent companies are major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managers. This 

course studie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worldwide excellent companies and investigates 

the leaders and leadership which brought up 

today's worldwide excellent companies.

심화
(433)

국제물류관리 International Logistics Management

기업의 국제화과정의 이행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국제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이론과 사례

를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물류시스템, 국제운

송, 국제물류센터, 국제물류전략 및 사례와 국제

물류에 수반되는 다양한 운송방식의 법적 경제적 

측면을 다룬다.

Deals with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logistics which is inevitable i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Topics include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transport, logistics center and international 

logistics strategy.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s, commercial, legal and 

economic aspects of various mode of transport are 

reviewed.

전문
(433)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기업 경영환경의 글로벌화로 한 기업의 경쟁력이 

더이상 단일기업의 우수성만으로 확보되지 않고, 

공급망 전체에 걸쳐 단일 기업과 같은 역할과 성

능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공급망을 관

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이슈들과 공급망을 최적화

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들 이해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공급망을 최적화 하는 데 

필요한 여러 활동과 방법론들을 학습한다.

It is not possible for single company optimization 

only to get global competency, but possible for 

related supply chain optimization to do. Excellent 

supply chain management makes enterprise to 

achieve global competitive advantage. So Supply 

chain management which makes all of the 

supply chain optimized is very important issues. 

실무

(262)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Logistics Management Practice by Excel

주문관리, 수발주관리, 재고관리, 자재관리 등 물

류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업

무를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엑셀을 

활용하여 실습해 봄으로써 물류관리에 필요한 실

무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practical skills 

required for logistics management by 

understanding the basic tasks required to 

perform logistics management, such as order 

management, inventory management, and 

materials management, practicing the basic tasks 

by using Excel that can be easily obtain.

전문

(433)

국제경영정책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본 과목은 국제경영자가 직면하는 전략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는 과목으로서 국제경영에 관

련된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본 과목은 

최근의 국제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살펴보고, 범세계적인 활동을 하

는 기업의 새로운 진화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에 대해 공부한다.

This subject focuses on strategic choice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r to bring a 

solution to strategic issues. Specifically, this 

subject studies the recent changes of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the strategic 

choice of the fir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and the transnational company which e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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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as a new direction of the firm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field.

전문

(433)

물류혁신사례연구 Case Study on Logistics Innovation

물류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뛰어

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을 

통해 물류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전략적 

요소를 이해하고 최신 물류트렌드를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strategic points for design and operation of 

logistics system by case studies which give 

lessons of getting competitive advantage and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 logistics 

innovation. Latest Logistics Trend will also be 

studied.

실무

(352)

물류무역창업실무 Startup Practice for Logistics and trade

물류 및 무역업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실무적

인 절차와 관련 법, 제도 등을 학습한다. 구체적

으로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상품화계획, 국제마케

팅 및 무역실무 전반을 다룬다.

This course reviews the practical process, law 

and system related to establishing and managing 

international business in relation to logistics and 

international trade. To be more specific, it 

covers writing up a business plan, merchandising 

process, international marketing, international 

business practice and so on.

전문

(532)

물류관련법규 Logistics Law and Regulations

물류사업의 영위 및 화물의 유통 등 물류실무는 

물류관련 정책, 제도 및 법규의 실행 및 적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물류관련법규는 물

류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하나로 물류관련 법

령의 체계 및 구성, 내용을 학습한다.

Logistics practice is closely related to logistics 

policy, system and regulations of the nation 

where the control of logistics activity is made. 

Logistics Laws and Regulations which is one of 

the qualifying examination for logistics 

administrator requires understanding of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 about logistics related 

regulations.

전문

(433)

국제비즈니스매너 International Business Manner

성공적인 국제비즈니스의 수행을 위해 국제 비즈

니스 매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여러 지역

의 문화와 관습 및 예절을 익힘으로써 국제화 감

각을 키우고 국제비즈니스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

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자질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at developing international 

mind-set and building up basic qualification 

required to fulfil international business tasks by 

learning culture, practice and business etiquette 

over the worlds based on understanding that 

international business manner is essential for 

performing successful international business.

전문

(343)

글로벌경영사례 Global Business Strategy

글로벌 경영에서 학습한 국제경영환경, 사업전략, 

기업관리의 주요내용을 한국기업들의 국제화 사

례를 통해 복습하고,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사례분석을 통해 배양한다.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programs based on the evaluation and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market 

opportunities. This course emphasizes the 

application of basic business principl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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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multinational environments.

전문

(442)

ERP물류정보실습 ERP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Practice

물류정보시스템의 핵심인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을 중심으로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물류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체계, 운영절차 및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structure, solution, 

operational procedure and methods of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Logistics. ERP System will be dealt with as a 

key element.

전문

(343)

무역실무연습 Exercise for Trade Practice

무역실무 강의를 통해 습득한 무역실무지식을 바

탕으로 무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무역 업

무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실습

한다.

This course exercise and practical process and 

methods for actual works which take plac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trade practice 

knowledge learned from trade practice lecture.

전문

(343)

물류신기술및트렌드의이해
Understanding New Logistics Technology and 

Trend

최근 IoT, 빅데이터, 로봇, 드론 등 고도화된 정보

통신기술 및 첨단기술이 물류산업과 융합되어 물

류시스템이 점차 지능화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

다. 이에 4차산업혁명과 첨단기술이 물류관리에 

어떻게 활용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물류산업을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Recently,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high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robots and 

drones have been merged with the logistics 

industry, and the logistics system has become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smart. In this regards,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and analyze how 

the 4th Industry Revolution and high technology 

are utilized in logistics management, and how 

the existing logistics industry is being changed.

실무

(334)

글로벌통상사례분석 Global Trade Cases Analysis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학습하고, 이

와 같은 통상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국제사업활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한다.

This course aims at learning about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analyzing how these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affect the international business of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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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국토정보학과 (Dept. of Real Estate & National Spacial Inform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부동산 및 지적관련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성취하는 부동산과 국토정보 전문가

전공능력
국토정보 및 부동산시장분석 능력 · 소통능력 · 자격증취득능력 ·국토정보 및 부동산 

컨설팅 및 기획능력 

교육목표

◾부동산국토정보학과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지성, 인성, 영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을 바탕

으로 합리적인 소통능력을 지닌 수퍼스타의 양성을 지향한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 및 도시/지

역개발 등 국토정보,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에 대한 종합응용과학적인 부동산국토정보 교육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국토정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추구한다.

◾21세기 지식경제시대의 유연한 사고와 융·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하

여 다학제간(多學際間)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창조적 부동산국토정보 전문가를 양성하

고자 한다.

교육과정

◾부동산국토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공간활용과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아울러 공인중개사, 지적기사, 감

정평가사 등과 같은 자격증의 취득과 관련시켜 편성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부동산국토정보 전문 인력의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호남지방에서 유일한 부동산국토정보학과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

역혁신프로그램으로서 산·학·관의 협약체제하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졸업

생의 원활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수여학위 부동산국토정보학사 (Bachelor of Real Estate & National Spacial Inform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부동산전문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지적기사, 주택관리사, 상업용부동산

투자분석사(CCIM), 권리분석사, 분양상담사, 공경매사, 컨설턴트 등

공기업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지적기능사 등

일반 기업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지적기사, 주택관리사,

상업용부동산 투자분석사(CCIM), 권리분석사, 분양상담사, 공경매사, 컨설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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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국토정보 

부동산시장 분석 

능력

소통능력 자격증취득능력

국토정보 및 

부동산 컨설팅 

및 기획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국토정보 및 

부동산시장 

분석 능력

정의
부동산투자 및 개발, 마케팅, 중개, 감정평가, 컨설팅 등 부동산업에 있어서 부동산시

장과 국토정보 분석을 위한 이론 및 실제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능력 

준거
◾각종 부동산국토정보업에서의 실무상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시장 및 공간분석을 위한 관련 이론 및 실무분석 능력을 갖춘다.

소통능력

정의
국토공간과 부동산사업 참여자 및 구성원, 이해갈등 관계자 등과 상호작용하는 가운
데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관계자 및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춘다.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에 대하여 인지한다.

자격증취득

능력

정의 부동산국토정보 관련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 능력 

준거
◾전문자격증 유형별로 요구되는 수험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관련 이론과 현장의 실무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국토정보 및 

부동산 

컨설팅 및 

기획능력

정의 국토공간과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기획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론 및 실무능력 

준거
◾시장여건 변화와 트랜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부동산과 국토공간의 최유효이용 방안을 기획하기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배양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국토정보 

부동산시장 분석 

능력

소통능력 자격증취득능력

국토정보 및 

부동산 컨설팅 및 

기획능력

부동산전문가 ◐ ◐ ● ◐

공기업 ● ● ● ○

일반 기업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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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부동산 국토정보관련 법제 
및 정책에 관한 통합적 파악

부동산국토정보기획 컨설팅 
및 마케팅능력

국토정보분석 및 부동산개발 
비즈니스  전문가적인 소양

실무
부동산 중개사, 지적기사, 
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직 실무

부동산국토공간개발 컨설팅, 
프레젠테이션 및 고객관리

창의적인 접근 및 적극적인 
의지 및 상생적 태도

심화
부동산개발 컨설팅 및 

자산관리, 국토정보분석, 
개발금융 이해

부동산개발, 자산관리, 
국토정보분석, 부동산금융 및 

컨설팅기법

부동산과 공간개발 및 
정책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공정한 접근 

기초
부동산국토정보관련 

기초지식 및 관련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동산개발 및 국토정보와 
마케팅 및 부동산정책 파악

국토정보 분석, 부동산개발 
및 관리 및 마케팅, 금융 

전문가 자질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국토정보 

및 부동산 

시장분석 

능력

소통능력
자격증 

취득능력

국토정보 

및 부동산 

컨설팅 및 

기획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부동산개발론 ● ● ◐ ● 4 3 3

감정평가이론및실무 ○ ● ● ◐ 4 4 2

실무

지적측량기초 ○ ○ ● ◐ 4 3 3

부동산중개론및실무 ◐ ◐ ● ◐ 4 4 2

지적측량실습 ● ○ ◐ ○ 7 2 1

응용측량 ○ ○ ● ○ 4 4 2

권리분석론 ○ ○ ● ◐ 4 4 2

입지선정론 ● ○ ◐ ◐ 6 3 1

지적실무 ● ○ ● ◐ 7 2 1

부동산경제론 ◐ ● ◐ ● 4 4 2

부동산도시계획론 ● ● ◐ ● 4 4 2

도시개발및재생실무 ○ ○ ◐ ● 4 3 3

심화

토지정보체계론 ◐ ● ● ◐ 5 3 2

주택정책론 ● ○ ◐ ● 7 2 1

부동산투자론 ● ◐ ● ● 6 3 1

부동산금융론 ○ ○ ● ◐ 4 3 3

부동산시장분석론 ○ ◐ ● ● 4 4 2

토지정책론 ●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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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국토정보 

및 부동산 

시장분석 

능력

소통능력
자격증 

취득능력

국토정보 

및 부동산 

컨설팅 및 

기획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부동산조세론 ◐ ◐ ○ ● 7 2 1

부동산마케팅 ○ ● ◐ ◐ 4 3 3

부동산자산관리론 ○ ○ ● ◐ 5 3 2

국토정보계량분석론 ◐ ○ ● ◐ 6 3 1

부동산정보처리론 ○ ● ◐ ◐ 3 5 2

공간정보관계법규 ◐ ● ◐ ● 7 2 1

기초

부동산학개론 ● ○ ◐ ● 7 2 1

지적학개론 ○ ○ ● ◐ 7 2 1

통계학개론 ○ ○ ● ◐ 4 4 2

부동산민법입문 ○ ○ ● ◐ 4 4 2

부동산사법 ◐ ◐ ● ◐ 6 2 2

부동산행정법 ○ ○ ● ◐ 5 3 2

지적법 ◐ ◐ ● ◐ 7 2 1

부동산공시론 ◐ ◐ ● ◐ 7 2 1

진로분야 직무
수준

부동산국토정보 
시장분석 능력 소통능력 자격증 취득능력 컨설팅 및 기획능력

부동산 국
토정보

전문가

(S)

전문
부동산도시계획론
지적법

부동산도시계획론
감정평가이론및실무

감정평가이론및실무
부동산학개론

부동산도시계획론
도시개발및재생실무

실무

지적측량기초
지적측량실습
부동산공시론
주택정책론

부동산사법[필]
토지정보체계론
지적측량기초
공간정보관계법규
부동산공시론
부동산마케팅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정보처리론

부동산사법[필]
토지정보체계론
응용측량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공시론
지적실무
권리분석론
지적법

지적측량기초
공간정보관계법규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공시론
부동산조세론
지적실무
부동산경제론
주택정책론

심화

부동산투자론
토지정책론
부동산개발론
지적법
입지선정론

부동산개발론[필]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자산관리론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중개론및실무
부동산자산관리론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개발론[필]
국토정보계량분석론

기초

부동산학개론[필] 부동산중개론 지적학개론[필]
통계학개론[초]
부동산민법입문[초]
부동산행정법

부동산학개론[필]
지적학개론[필]

공기업 전문 부동산도시계획론 부동산도시계획론 감정평가이론및실무 부동산도시계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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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부동산국토정보 
시장분석 능력 소통능력 자격증 취득능력 컨설팅 및 기획능력

(P)

지적법 감정평가이론및실무 도시개발및재생실무

실무

지적측량기초
지적측량실습
부동산공시론
주택정책론
지적실무
응용측량

부동산사법[필]
토지정보체계론
지적측량기초
공간정보관계법규
부동산공시론
부동산마케팅
부동산정보처리론

부동산사법[필]
토지정보체계론
응용측량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공시론
지적실무
권리분석론

지적측량
공간정보관계법규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공시론
부동산조세론
지적실무
주택정책론

심화

부동산투자론
토지정책론
부동산개발론
지적법
입지선정론

부동산개발론[필]
지적실무
지적측량실습
부동산경제론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중개론및실무
부동산자산관리론
지적측량기초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개발론[필]
국토정보계량분석론
부동산경제론

기초

부동산학개론[필]
지적학개론[필]

지적학개론 지적학개론[필]
통계학개론[초]
부동산민법입문[초]
부동산행정법

부동산학개론[필
지적학개론[필]

일반

기업체

(E)

전문
부동산도시계획론
지적법

부동산도시계획론
감정평가이론및실무

감정평가이론및실무
지적법

부동산도시계획론
도시개발및재생실무

실무

지적측량기초
지적측량실습
부동산공시론
주택정책론

부동산사법[필]
토지정보체계론
지적측량기초
공간정보관계법규
부동산공시론
부동산마케팅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정보처리론

부동산사법[필]
토지정보체계론
응용측량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공시론
부동산회계론
권리분석론
지적실무

지적측량기초
공간정보관계법규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공시론
부동산조세론
지적실무
부동산경제론
주택정책론

심화

부동산투자론
토지정책론
부동산개발론
지적법
입지선정론

부동산개발론[필]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중개론및실무
부동산자산관리론
지적측량기초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개발론[필]
국토정보계량분석론

기초

부동산학개론[필]
지적학개론[필]

부동산중개론 및 실무 지적학개론[필]
통계학개론[초]
부동산민법입문[초]
부동산행정법

부동산학개론[필]
지적학개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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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지적기사
부동산컨설팅

사례연구
감정평가
지적측량

전문 부동산도시계획론(E)
감정평가이론및실무(E)
도시개발및재생실무(E)

부동산개발
부동산관리
지적실무

부동산권리 및 
입지분석

지적측량실습

실무

부동산사법(G)
토지정보체계론(P)
응용측량(P)
지적측량(P)
공간정보관계법규(P)
부동산시장분석론(E)

지적측량실습(P)
부동산공시론(S)
부동산조세론(S)
부동산마케팅(S)

부동산회계론(S)
부동산경제론(S)
권리분석론(E)
주택정책론(E)
부동산정보처리론(E)

부동산시장환경
변화의 이해

부동산정책 및 
정보분석
응용측량

심화
부동산투자론(S)
부동산금융론(S)
토지정책론(E)

부동산개발론(G)
부동산중개론및실무(E)
공간정보시스템(P)
입지선정론(S)
부동산자산관리론(E)

국토정보계량분석론(E)

국토정보의 이해
부동산산업의 이해
부동산 기초분야
경영 및 통계의 

이해

기초

부동산학개론(G)
지적학개론(G)
통계학개론(G)
부동산민법입문(G)

부동산행정법(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심화과정 트랙구분: (G)공통분야   (S)부동산국토정보전문가  (P)공기업  (E)일반 기업체

비
교
과

⦁공인중개사 
자격증반 학습모임

⦁레드팀 
동아리학습모임

⦁지적인 동아리 
학습모임

⦁신입생 멘토링

⦁재학생 직무능력 
향상특강

⦁전공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활동

⦁선후배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Hands On Steps
  프로그램

⦁NIE 학습 프로그램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심포지엄, 
대학원(석박사)선후배 간 취업·진로 멘토링, 외부인사 초청 특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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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30) 이상

- 심화과정 : 전공 66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54) 이상

전필 12 1~3

전선
30 1~4

24 2~4

졸업자격(논문) P 4 - TOEIC 600점, 졸업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 택1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전필 12 + 전선 30)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
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2 + 전선 30)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255

경영대학 - 부동산국토정보학과

[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4182 부동산학개론 Real Estate Principal 3 3 기초 7 2 1

전필 16298 지적학개론 Cadastral Principles 3 3 기초 7 2 1

2
기초 14703 통계학개론 Statistices(concetps and controversies) 3 3 기초 5 3 2

기초 16297 부동산민법입문 Introduction of Real Estate General Part 
Civil Law 3 3 기초 4 4 2

2

1

전필 06755 부동산사법 Private Law on Real Estate 3 3 기초 6 2 2

전선 00000 토지정보체계론 Land Information System Theory 3 3 심화 5 3 2

전선 05336 주택정책론 Housing Policy 3 3 심화 7 2 1

전선 06812 부동산투자론 Real Estate Investment 3 3 심화 6 3 1

전선 00000 부동산행정법 Real Estate administration law 3 3 기초 5 3 2

2

전선 00000 지적측량기초 Cadastral Surveying 3 3 실무 4 3 3

전선 08215 부동산중개론및실무 Real Estate Brokerage & Practices 3 3 실무 4 4 2

전선 10213 부동산금융론 Real Estate Finance 3 3 심화 4 3 3

전선 10447 부동산시장분석론 Real Estate Market Analysis 3 3 심화 4 4 2

전선 00000 지적법 Cadastral law 3 3 기초 7 2 1

3

1

전선 00000 지적측량실습 Cadastral Control Surveying Practice 3 3 실무 7 2 1

전필 10214 부동산개발론 Real Estate Development Analysis 3 3 전문 4 3 3

전선 06757 토지정책론 Land Policy 3 3 심화 5 3 2

전선 10442 부동산조세론 Real Estate Tax 3 3 심화 7 2 1

전선 00000 응용측량 Applied Cadastral Surveying 3 3 실무 4 4 2

2

전선 16301 감정평가이론및실무 Theory and pratice of Real Estate 
Appraisal 3 3 전문 4 4 2

전선 06512 부동산마케팅 Real Estate Marketing 3 3 심화 4 3 3

전선 06811 권리분석론 Title Examination 3 3 실무 4 4 2

전선 07556 입지선정론 Location Theory 3 3 심화 6 3 1

전선 10446 부동산자산관리론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3 3 심화 5 3 2

4

1

전선 00000 국토정보계량분석론 Quantitative Methods in National Land 
Information Real Estate Studies 3 3 심화 6 3 1

전선 00000 지적실무 Cadastral Practice 3 3 실무 7 2 1

전선 05394 부동산경제론 Real Estate Economics 3 3 실무 4 4 2

전선 00000 부동산도시계획론 Real Estate Urban Planning 3 3 실무 4 4 2

2

전선 15815 도시개발및재생실무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Practice 3 3 실무 4 3 3

전선 10445 부동산공시론 Cadastral & Real Estate Registration 3 3 기초 7 2 1

전선 10444 부동산정보처리론 Data Processing For Real Estate 3 3 심화 3 5 2

전선 00000 공간정보관계법규 Laws and Regulations of Geospatial 
Information 3 3 심화 7 2 1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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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42)

부동산민법입문
Introduction of Real Estate General Part Civil 

Law

민법이란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

한다. 민법총칙은 민법상의 각종 권리에 공통되

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 과목은 부동산

과 관련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변동 

원인에 관하여 학습한다.

Civil law refers to a law that regulates leg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individuals. 

The General Rules of Civil Law stipulate the 

basic principles common to various rights in civil 

law. This subject learns about the subject of 

rights related to real estate, the object of rights 

and the cause of rights changes.

기초

(532)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Introduce students to basic ideas of probability 

and statistical distribution such as binomial 

distributions and normal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s and simple regression.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721)

부동산학개론  Real Estate Principal

부동산학이 가지는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제 측

면을 종합응용과학으로서 접근하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제 현상을 고찰, 분석하여 이에 대한 

부동산 이론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An Introduction to Read Estate Science is a 

synthetic and applied science which to describe, 

analyze and systematize all economic, legal and 

technical aspects, all phenomena occurring in 

real estate and theories of real estate.

기초

(721)

지적학개론 Land Administration Principles

지적의 기본적 연구 분야로서 지적의 학문적 기

본 이론, 지적제도의 발달 과정, 기본적 토지측

량, 지적조사 등의 내용을 연구함으로서 지적의 

학문적 체계를 습득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educated for acquiring the 

learning system of land administration by 

studying a basic theory such as land 

administration principles, a historical changes of 

cadsstral system, a land surveying as a 

fundamental study of land administration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부동산사법 Private Law on Real Estate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사고주의의 기초로서 권리

주체, 객체 및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 

법사고체계와 법에 있어서 규범적 가치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basic system 

and prescriptive value related to the private law 

on real estate. It handles the private relationship 

of law which occurs between a right subject and 

object at real estate action. And it learns the 

foundation of the law concept which is useful for 

real life and grows the academic foundation of 

private law on real estate.

전문

(433)

부동산개발론 Real Estate Development Analysis

부동산의 개발계획과 시행과정의 문제들을 순서

대로 배운다. 학생들이 졸업 후 부동산 개발회사

에 취업하는 예가 많음을 감안하여 실무를 중심

으로 강의하며 현장견학이나 실습도 병행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step by step analysis of 

the phases utilized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cess including conceptualization, 

site acquisition, zoning and permits, planning and 

design, the construction process, financing, and 

financial reporting and evaluation. Includes 

examination of various forms of development as 

well as a review of key issues in residential, 

retail, industrial, office, and low-income 

development project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532)

토지정보체계론 Land Information System Theory

본 과목은 토지정보의 생성, 구조,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그에 관한 응용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학습함으로써 지적 및 부동산실무 

분야의 토지정보체계 구축/이용에 적용될 수 있

는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This course teaches the general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construction/use of land 

information systems in cadastral and real estate 

practice by learning basic theories on the 

creation, structure, analysis and management of 

land information, and how to use application 

programs related thereto.

심화

(721)

주택정책론 Housing Policy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 가운

데 하나인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복지 주거의 차원에서 주택문제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This course understands the change of policy 

process and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It 

studies a desirabl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in 

the future. Especially, it researches the housing 

policy from the view point of the housing 

welfare as basic elements for hum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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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631)

부동산투자론 Real Estate Investment

부동산투자 환경 내에서 가계, 기업 등 부동산투

자가의 부동산투자의사결정에 관한 기초개념, 이

론, 분석들을 이해, 습득시킴으로써 건전한 부동

산 투자활동능력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교육한다.

This course learns the basics knowledges of 

current investment and cash flow analysis 

techniques and practices. Concepts and 

measurements include : net operating income 

(NOI); cash on cash return; internal rates of 

return (IRR); net present value (NPV); discounted 

cash flow; residual value; capitalization rate; debt 

service; the implications of leverage on 

investment returns; depreciation; capital gains; 

and income taxes.

기초

(532)

부동산행정법 Real estate administration law

법적 성질이 다양한 부동산은 행정법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행정법

의 이론적 기초 본질을 완벽히 정리하여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및 관련된 행정전반에 걸쳐 합목

성과 합성의 운영기능을 배양시키고 국내 실무사

례를 비교하여 학습의 이해를 촉구하도록 한다.

Real estate with diverse legal characteristics will 

be greatly affected by administrative law. 

Therefore, the theoretical basic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law corresponding thereto is 

perfectly organized to cultivate the operational 

functions of synthesis and synthesis throughout 

the real estate-related administrative work and 

related administration, and to encourage 

understanding of learning by comparing domestic 

practice cases.

실무

(433)

지적측량기초 Cadastral Surveying

지적측량의 기초 골격을 갖추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도근측량의 기초 원리를 학

습하고, 지적기초측량의 유형별 과정 및 방법, 관

측계산 기법 등을 실습함으로써 전문 지적기술자

격을 겸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It learns the basic principles of Cadastral 

triangulation, triangulation, and near-point 

measurement, and trains contents that can 

combine professional Cadastral qualifications by 

practicing the process, method, and observation 

calculation techniques of Cadastral survey.

실무

(442)

부동산중개론및실무 Real Estate Brokerage & Practices

부동산 중개활동에 대한 기본이론과 실무를 교육

함으로써 중개활동의 지식과 능력을 배양한다.

It studies the basic theories and practical affairs 

on real estate mediation activity. It cultivates the 

knowledge and an ability of mediation activity as 

a support field for investments in real estates 

decision-making. It treats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ertificate examination for the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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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mediator in real estate.

심화

(433)

부동산금융론 Real Estate Finance

부동산의 매입이나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는 부동산금융의 기초적인 개념과 주택금융을 중

점적으로 살펴보며, 기업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

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ABS, MBS, REO, REITs 등에 대해

서도 개략적인 구조와 장단점 등을 소개한다.

This course examine sources of capital and 

analyzes the types of financing available today. 

Topics include: mortgage instruments and notes; 

mortgage underwriting; the secondary mortgage 

markets and security such as ABS(asset backed 

securitie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the lease as 

a form of financing. The construction loan, 

PF(project financing), second mortgage, and 

other interim loans are also discussed. 

심화

(442)

부동산시장분석론 Real Estate Market Analysis

부동산투자 및 개발이나 마케팅, 중개, 감정평가, 

컨설팅 등 부동산업에 있어서 부동산시장분석을 

위한 이론 및 실제를 이해, 습득시킴으로써 각종 

부동산업에서의 실무상 적응능력의 배양을 목적

으로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build on concepts, models 

and tools of economic analysis, It also presents 

the techniques of analyzing supply and demand in 

specific markets. Students will learn how to 

estimate market supply and demand for specific 

property types at a specific location. It requires 

completion of a market study as well as 

exercises, lectures, case studies and analytical 

assignments.

기초

(721)

지적법 Cadastral law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

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

권에 관한 기본지식을 교육한다.

Information related to land shall be investigated 

and measured, registered and managed in the 

Cadastral study, and basic knowledge on efficient 

land management and ownership shall be 

educated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registered information.

실무

(721)

지적측량실습 Cadastral Control Surveying Practice

본 과목은 지적측량의 기초 골격을 갖추는 지적

삼각측량,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도근측량의 기초

원리를 학습하고, 지적기초측량의 유형별 과정 

및 방법, 관측계산 기법 등을 실습함으로써 전문 

지적기술자격을 겸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

다.

In this subject, the basic principles of cadastral 

triangulation, cadastral triangulation, and 

cadastral survey are learned, and the courses 

and methods of each type of cadastral survey, 

observation calculation techniques, etc. are 

practiced to educate students on the contents 

that can combine professional Cadastral technical 

qualifications.

심화 토지정책론 L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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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532)

지가문제를 위시하여 토지의 소유와 이용, 그리

고 거래, 개발방식 및 개발이익의 환수 등 토지

제도전반에 걸친 이론과 현황 문제점 및 제도 개

선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전반에 걸친 지식과 이행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다.

This course researches the importa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logics and methods 

in real estate market. The main subject of the 

course treats a possession of land use, 

transactions and development methods. It also 

tries to understand the change and the general 

contents of government policy for real estate.

심화

(721)

부동산조세론 Real Estate Tax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서 부동산관련조세제도를 

이해하고, 특히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세무관리를 

위하여 조세에 관한 기초이론 및 부동산관련세목

의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This course surveys the taxation system in 

Korea. Thus, it focuses on the tax-driven nature 

of the structur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use of tax havens and income and estate tax 

treaties, and the tax structures and the concepts 

involved in real estate taxation. The course is 

designed to make the student conversant with 

the approaches to real estate taxation. 

실무

(442)

응용측량 Applied Surveying

본 과목은 지적측량과 관련된 토지측량의 응용을 

위하여 지형측량, 하천측량, 노선측량, 토량계산, 

터널측량 등에 관하여 실습과 이론을 강의 연구

한다. 그리고 지형측량 실습과정으로서 수준측량, 

토털스테이션(전자평판)측량을 수행하고 현황측량 

성과도를 작성한다.

This course lectures on practice and theory on 

topographic survey, river survey, route survey, 

soil calculation, tunnel survey, etc. for the 

application of land survey related to cadastral 

survey. In addition, as a topographic surveying 

practice process, level surveying and total 

station (electronic flatbed) surveying are 

performed, and a status survey performance 

map is created.

전문

(442)

감정평가이론및실무 Theory and Pratice of Real Estate Appraisal

부동산의 유형별 감정평가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의 원리와 가치추계를 위한 시

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소득접근법 등에 대한 기

본개념 및 추계원리 등을 교육한다.

또한 감정평가의 일반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실

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It educates the fundamental notions against the 

market access method for the principal and a 

value autumn of the sentimental evaluation it 

will be able to apply basically in shedding of 

blood star sentimental evaluation of the real 

estate, an expense access method and the 

income access method back and the autumn 

principal back.

It also cultivates the application ability in 

practical affairs related to Real Estate Appraisal.

심화 부동산마케팅 Real Estat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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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433)

부동산업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경영적 측면으

로 부동산 내지 관련 서비스를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 마케팅믹스 개념을 기초로 공급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마케팅의 이론 및 실제

를 이해, 습득시킨다.

It focuses on the tenant or user as the basic 

source of value for real estate. Students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consumer. Residential, Office 

buildings are considered in detail, while key 

elements common to the operation and 

marketing of all types of property are reviewed. 

Topics include examination of consumer types, 

factors creating preferred locations, building 

services and operations, negotiation of lease 

agreements, marketing campaigns, and 

governmental regulations.

실무

(442)

권리분석론 Title Examination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초이론과 실무연습을 익혀

서 거래사고의 예방과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도모한다.

It learns contents related to the high-efficiency 

and prevention of transaction accident in the 

real estate activities through basic theories and 

exercises the practices of the Title Examination.

심화

(631)

입지선정론 Location Theory

토지이용공간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의 

입지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산업입지

이론, 공업입지이론, 상업입지이론 및 주거입지이

론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It studies the basic principles and components of 

location theory to maximize value and 

profitability on real estate. The spatial pattern 

of real estate demand is emphasized. And it is 

consists of the location theory in residential, 

retail, industrial, office, etc.

심화

(532)

부동산자산관리론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시설관리와 같

은 미시적인 측면보다 부동산보유비율이 높은 기

업 및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부동산포트폴리오

의 구성전략 및 수익성향상방안 등 거시적인 측

면에서의 부동산자산의 관리를 이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examines techniques for increasing 

the value of real estate assets under 

management on behalf of ownership. It reviews 

the components of asset management that 

directly affect the cash flow and underlying 

value of a single asset or a portfolio of assets. 

Topics covered include financing and techniques, 

designing a tenant mix, creating and 

implementing repositioning strategies,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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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capital expenditures, budget and management 

reporting, cost control techniques, management 

and operations strategies. 

심화

(631)

국토정보계량분석론 Quantitative Methods in National Land Information 

국토정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계량분

석기법을 이해·습득시키며, 이는 부동산정보처

리론과 연계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SAS, SPSS 등과 같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It shall understand and acquire the required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for making 

decisions on national territory information, and 

train them to use statistical packages such as 

SAS, SPSS, etc. so that they can be directly used 

in practice in conjunction with real estate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실무

(721)

지적실무 Cadastral Practice

지적학의 기초 이론과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무의 내

용과 그 처리과정 등에 관하여 분야별 특성에 입

각한 이론학습 및 현장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전문

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Based on the basic theory of Cadastral science 

and related laws, the contents of practical work 

covered in each field and the processing process 

are trained to experience the process of experts 

by combining theoretical learning and field practic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실무

(442)

부동산경제론 Real Estate Economics

부동산경기변동,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이론, 부

동산시장에의 정부의 개입 등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을 이해, 습득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흐름 속에서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connects of national 

economy and real estate markets based on a 

theoretical and empirical view point. And it 

introduces appropriate data sources and 

techniques useful for their analysis. This course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economic history 

and the structure of major metropolitan areas. It 

also examines under what conditions certain 

regions thrive while others decline.

실무

(442)

부동산도시계획론 Real Estate Urban Planning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용도지역지구

제, 도시시설계획, 교통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이

해, 습득함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This course studies planning theory on the 

human and physical environments of urban life. 

The primary goal of urban planning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places whether 

neighborhoods, cities, metropolitan regions, rural 

settlements, or larger regions anywhere in the 

world. It consists of social sciences, humanities, 

history, technology, and urban design. this 

course provides a thorough understand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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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basic processes of urban planning for human 

settlements.

실무

(433)

도시개발및재생실무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Practice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 상의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 습득 시킨다. 아울러 도시개발

단계가 선진화됨으로써 도시발전과정에서 발생하

는 낙후된 구도심의 슬럼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의 문제점과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도시개발 및 재생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케 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재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actual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urban development plans.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and 

strategies of urban regeneration in the slum 

areas of old urban centers that have occurred in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as the urban 

development stage is advanced. we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based on advanced 

cases of various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at home and abroad, and find an 

alternative to the desirable future urban 

regeneration.

기초

(721)

부동산공시론 Cadastral & Real Estate Registration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공

시와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 및 법규를 이해, 습

득시킴으로써 부동산업의 실무상 적응능력의 배

양을 목적으로 교육한다.

It understands the basic theory and legisl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al Estate Registration. 

It accompanies to the real estate activity and 

the purpose of study in this course is cultivating 

the application ability in business.

심화

(352)

부동산정보처리론 Data Processing For Real Estate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

고 처리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활용능력을 제고시키고, 부동산계량분

석론에서 습득한 통계분석기법을 SAS, SPSS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It studies the management method of land 

information and LIS standardization. And it 

understands the system and method and 

operational principal of the real estate 

information network and MLS(multiple listing 

service). And it promotes ability to collect and 

analysis the real estate information.

심화

(721)

공간정보관계법규 Laws and regulations of Geospatial Information 

측량의 정의와 분류 및 기준 등의 이론, 측량의 

기본이 되는 거리측량 및 각 측량과 수평 수직 

위치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측량을 이해, 습득시

킴으로써 지적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초를 배

영케 한다.

This course is educated for improving cadastral 

practice capacity by studying a basic theroy of 

surveying such as a meaning and classification 

of surveying, distance surveying, angle 

surveying, basic point sur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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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과 (Dept. of Accounting & Tax)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문 능력을 갖춘 수퍼스타 

전공능력 현장실무 능력 ・ 직업전문 능력 ・ 재무판단 능력

교육목표
 회계와 세무분야의 이론 및 실무 능력을 갖추는 데, 그리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 자
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정규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회계 
및 세무관련 전문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육과정

◾취업지향적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
   - 교과과정을 회계실무가 양성과 전문자격증(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취득의 두 가지로 편성

하여 졸업 후 취업경쟁력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하여 운영함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공교육의 내실화

   - 인턴제도 시행: 졸업 전 전공 관련 현장실습을 시행하여, 강의실 내에서 배운 이론을 기업 
현장에 적용해 봄과 동시에, 졸업 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 실무사례 중심 교육: 현장에서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분야 사례들)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졸업 후 실제 현장근무 시 원활한 업무능력을 발휘하
도록 준비시킴

   - 초청특강의 적극 활용: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체 최고경영자나 실무자 초청 강연의 활성화

수여학위 경영학사 (Bachelor of Management)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직업전문인

(회계사, 세무사 등)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기업재무담당자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1,2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급, 

ERP회계관리사 등

금융권 취업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1,2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급, 

증권분석사, 재무분석사, 투자분석사 등

회계직 공무원

(회계직/세무직/감사직 등)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1,2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급,

공기업(각종 공사)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1,2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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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현장실무능력 직업전문능력 재무적 판단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현장실무능력

정의 졸업 후 업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능력

준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현장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 원가보고서,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직업전문능력

정의 회계나 세무 분야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 전문 능력

준거
-회계정보의 작성과 분석능력을 토대로 고도의 판단과 의견형성을 할 수 있다.
-세법 지식을 토대로 세무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무적 

판단능력

정의 회계 및 재무론 지식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준거
-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기본 이론과 실무적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현장실무능력 직업전문능력 재무적 판단능력

직업전문인 ○ ● ●

기업재무담당자 ● ◐ ◐

금융권 취업 ○ ◐ ●

회계직 공무원 ● ○ ○

공기업(각종 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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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e-Accounting, 
e-Taxation, 

회계실무사례 연구, 
재무제표분석

재무분석 및 회계실무 능력 전문가적인 태도, 윤리의식

실무

재무회계연습, 

세무회계연습, 
원가관리회계연습, 
전공현장실습,

 재무제표작성능력, 원가분석 
및 세법 해석능력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책임감, 기업평가

심화
중급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법인세회계, 
소득세회계

회계처리이해, 원가계산 및 
세금계산 이해

자료처리능력, 회계처리능력, 
세무처리 능력

기초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회계 이론 및 기술 습득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실무능
력

직업전문능
력

재무적 
판단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재무제표분석 ◐ ● ● 2 3 5

e-Accounting ● ◐ 2 6 2

e-Taxation ● ◐ 2 6 2

회계감사 ◐ ● 2 2 6

회계이론 ◐ ◐ ○ 2 3 5

전략적원가관리 ● ◐ ○ 3 4 3

실무

재무회계연습 ● ◐ ○ 2 5 3

세무회계연습 ● ◐ 2 5 3

원가관리회계연습 ● ◐ 3 4 3

전공현장실습 ● ◐ 2 2 6

정부회계 ◐ ● 3 3 4

회계실무사례 ◐ ◐ 2 2 6

마케팅관리론 ● ◐ 6 2 2

생산운영관리 ● ◐ 4 4 2

부가가치세회계 ◐ ● 3 4 3

증권투자론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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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실무 직업전문 재무적 판단

직업

전문인

전문
전략적원가관리 회계감사

회계이론
재무제표분석

실무

재무회계연습
원가관리회계연습
세무회계연습

부가가치세회계 회계실무사례

심화

중급재무회계1[필] 
증급재무회계2[필]
소득세회계[필]
법인세회계[필]

고급재무회계
관리회계[필]
기업결합회계

재무관리
원가회계[필]

기초
회계원리[필]
경영학원론[초]

세법총론
경제학개론[초]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실무능
력

직업전문능
력

재무적 
판단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심화

회계원리연습 ● ◐ 2 2 6

중급재무회계1 ● ◐ 6 2 2

중급재무회계2 ● ◐ 6 2 2

고급재무회계 ◐ ● 3 5 2

관리회계 ◐ ● 6 2 2

원가회계 ◐ ● 6 2 2

법인세회계 ● ◐ 3 5 2

소득세회계 ● ◐ 3 4 3

기업결합회계 ◐ ● 3 3 4

재무관리 ◐ ○ ● 6 2 2

기초

회계원리 ◐ ○ 6 2 2

세법총론 ◐ ● 3 5 2

경영학원론 ◐ ○ ○ 5 3 2

경제학개론 ○ ◐ ○ 5 3 2

초급재무회계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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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실무 직업전문 재무적 판단

기업재무담
당자

전문 전략적 원가관리 재무제표분석

실무

전공현장실습
e-Accounting 
e-Taxation
원가관리회계연습
세무회계연습

기업결합회계

심화

회계원리연습
중급재무회계1[필]
중급재무회계2[필]
소득세회계[필]
법인세회계[필]

고급재무회계
마케팅관리론
조직행동론
관리회계[필]

재무관리
원가회계[필] 

기초

회계원리[필]
경영학원론[초]
초급재무회계

세법총론
경제학개론[초]

금융권

취업

전문 재무제표분석

실무

전공현장실습
e-Accounting 
e-Taxation
마케팅관리론
원가관리회계연습
세무회계연습

기업결합회계 증권투자론

심화

중급재무회계1[필]
중급재무회계2[필]
소득세회계[필]
법인세회계[필]

고급재무회계
관리회계[필] 

재무관리
원가회계[필]  

기초

회계원리[필]
경영학원론[초]
초급재무회계

경제학개론[초] 

회계직

공무원

전문 재무제표분석

실무
전공현장실습
e-Accounting 

정부회계, 

심화

중급재무회계1[필]
중급재무회계2[필]
소득세회계[필]
법인세회계[필]

고급재무회계
기업결합회계
관리회계[필]

재무관리
원가회계[필] 

기초

회계원리[필]
경영학원론[초]
초급재무회계

경제학개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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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실무 직업전문 재무적 판단

공기업

(공사)

전문 재무제표분석

실무

e-Accounting
전공현장실습 
세무회계연습
원가관리회계연습
생산운영관리

회계실무사례

심화

중급재무회계1[필]
중급재무회계2[필]
법인세회계[필]
소득세회계[필]

고급재무회계
관리회계[필] 

재무관리
원가회계[필] 

기초

회계원리[필]
경영학원론[초]
초급재무회계

경제학개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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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이수체계

사례연구
회계실무자 완성
회계전문가 완성

전문

회계감사(P)

전락적원가관리(P, F)
재무제표분석(G)
e-Accounting(F,B,AO,C)
e-Taxation(F,B)
회계이론(P)

회계실무능력배양
세무실무능력배양
통합재무능력 습득

실무
마케팅관리론(F)
재무관리(G)

생산운영관리(C)
증권투자론(B)
원가관리회계연습
(P,F,B,C)
재무회계연습(P)

부가가치세회계(P)
전공현장실습(F,B,AO,C)
회계실무사례(P, C)
세무회계연습(P,F,B,C)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정보활용능력
회계산업 이해

심화

중급재무회계(1)(G)
중급재무회계(2)(G)
관리회계(G)
회계원리연습(F)
원가회계(G)

법인세회계(G)
소득세회계(G)
고급재무회계(G)
기업결합회계(P,F,B,AO)
정부회계(AO)

회계기초 이해
세무기초 이해
외국어 능력

기초

회계원리(G)
경영학원론(G)
경제학개론(G)
초급재무회계
(F,B,AO,C)

세법총론(P,F)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심화과정 트랙구분: (G)공통교과 (P)직업전문인 (F)기업재무담당자 (B)금융권취업 (AO)회계직공무
원 (C)공기업, 공사

비
교
과

◾선 후배 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신입생 멘토링

◾하계, 동계 

회계캠프 운영

◾회계 영어교실 운영

◾선 후배 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회계 영어교실 운영

◾하계, 동계 

회계캠프 운영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수업외 전공심화 

학습모임

◾회계 영어교실 운영

◾하계, 동계 회계캠프 

운영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모임

◾재학생직무능력향상

특강

◾회계 영어교실 운영

◾하계, 동계 회계캠프 

운영

회계세무학과 회계인의 날 개최 : 졸업생 초청 간담회 및 특강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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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4

- 기본과정 : 전공 42학점(기초 6+ 전필 21 전선 15) 이상

- 심화과정 : 전공 66학점(기초 6+ 전필 21 전선 39) 이상 

 ※ 전공기초

- 1학기: 경영학원론

- 2학기: 경제학개론  이수 

전필 21

전선

15

24

졸업자격(논문) P 4 - TOEIC 500점, 전공 관련 자격증 택 1

졸업 이수학점 130  

※ 전공관련 자격증은 공인회계사(CPA)1차 이상, 세무사 1차 이상, 전산회계운용사(상공회의소) 1급, 전산회계(한국세무사회) 1급, 전산세
무(한국세무사회) 2급 이상 등 기타 자격증.(학과 홈페이지 참고)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타과 학생이 회계 세무학과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기준

- 학과 42학점
  ․ 회계세무학과에서 개설한 1~4학년 과목 중에 
   전공필수 21학점, 전공선택 15학점 기초 6학점   
   포함하여 반드시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회계세무학과 학생이 타과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주전공 
이수기준

- 학과 42학점
  ․ 회계세무학과에서 개설한 1~4학년 과목 중에
   서 전공필수 21학점, 전공선택 15학점, 기초 6학  
   점을 포함하여 반드시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부전공 공통
- 회계세무학과에서 개설한 1~4학년 과목 중 전공필수 

21학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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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기초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3 3 기초 5 3 2

전필 06088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2
기초 14703 통계학개론 Statistics(concetps and controversies) 3 3 기초 4 4 2

전선 14630 초급재무회계 Introductory Financial Accounting 3 3 기초 6 2 2

2

1

전필 05251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 3 기초 6 2 2

전필 14716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1) 3 3 심화 6 2 2

전선 14717 회계원리연습 Introduction to Accounting for Examination 3 3 심화 2 2 6

전선 14715 마케팅관리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실무 6 2 2

2

전필 06766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3 3 심화 6 2 2

전필 14720 중급재무회계2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2) 3 3 심화 6 2 2

전선 14718 세법총론 Introduction to Tax Accounting 3 3 기초 3 5 2

전선 1471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실무 6 2 2

3

1

전선 15131 고급재무회계 Advanced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3 5 2

전선 15133 원가관리회계연습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 for 
Examination 3 3 실무 3 4 3

전필 15132 법인세회계 Corporation Income Tax Accounting 3 3 심화 3 5 2

전선 13478 정부회계 Governmental Accounting 3 3 심화 3 3 4

전선 15136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실무 4 4 2

2

전선 13146 기업결합회계 Accounting for M&A 3 3 심화 3 3 4

전필 15134 소득세회계 Individual Income Tax Accounting 3 3 심화 3 4 3

전선 08007 재무회계연습 Financial Accounting for Examination 3 3 실무 2 5 3

전선 06569 회계감사 Auditing 3 3 전문 2 2 6

전선 15135 증권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3 3 실무 4 4 2

4

1

전선 07344 부가가치세회계 Value Added Tax Accounting 3 3 실무 3 4 3

전선 11556 재무제표분석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3 3 전문 2 3 5

전선 13502 전공현장실습 Field placement (Accounting and Tax) 3 3 실무 2 2 6

전선 11557 e-Accounting e-Accounting 3 3 전문 2 6 2

전선 15120 e-Taxation e-Taxation 3 3 전문 2 6 2

2

전선 09102 전략적원가관리 Strategic Cost Management 3 3 실무 3 4 3

전선 08315 세무회계연습 Tax Accounting for Examination 3 3 전문 2 5 3

전선 14629 회계실무사례 Case Study for Accounting 3 3 실무 2 2 6

전선 11559 회계이론 Theory of Accounting and Control 3 3 전문 2 3 5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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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경영마인드를 형성하기 위

한 기초적 이론 및 관련 기법들을 강의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산업분야의 경영마

인드 형성에 기본토대를 제공한다.

In this course will be introduced the basic 

concepts and basic skills to form business mind.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some case studies 

to enrich their learning.

기초
(532)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

적인 경제개념과 원리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Deals with, at the basic level, the nature and 

concepts of several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nomic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s of 

students.

기초
(442)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Introduce students to basic ideas of probability 

and statistical distribution such as binomial 

distributions and normal distributions, estimation, 

hypothesis tests and simple regression.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계정

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래를 일정

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he 

a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ncial statements.

기초
(622)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원의 흐름을 추적하고 

집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생산방식이

나 조직구조의 개편이 원가구조 및 원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지 않는 자원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원가회계시스템의 적합성 

회복방안 등을 연구한다.

Survey and review of contemporary cost 

accounting systems; emphasis on preparation of 

cost information for management 

decision-making. Standard cost accounting 

concepts and procedures are also introduced. 

심화
(622)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1)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발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e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w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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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하되, 학습자 중심의 학

습이 되도록 2개 학기에 걸쳐 강의한다.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for 2 semesters. 

심화
(622)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본 과목에서는 원가정보의 추적, 집계 및 분석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최근에 기업환경의 변화

에 적응하기 위한 개편된 생산방식 및 경영방식

에 적절한 경영관리 자료의 분석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Selection and preparation of information which 

will serve to support and assist management in 

planning and controlling company operations. The 

course includes cost estimation and reporting, 

cost-volume-profit analysis, budgeting, variance 

analysis, cost allocation, and divisional 

performance evaluation. 

심화
(622)

중급재무회계2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2)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발

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하되, 학습자 중심의 학

습이 되도록 2개 학기에 걸쳐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e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for 2 semesters. 

심화
(352)

법인세회계 Corporation Income Tax Accounting

 본 과목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납부세

액 계산과정을 심층 학습한다. 특히 세법과 기업

회계의 차이를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세법에 관

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도움을 주도록 

한다.

Study of 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income tax and its associate 

issues. 

심화
(343)

소득세회계 Individual income tax accounting

 본 과목에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세

액 계산과정을 심층 학습한다. 특히 세법과 기업

회계의 차이를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세법에 관

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

다.

Study of 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business tax and its associate 

issu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22)

초급재무회계 Introductory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발

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회계의 기초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e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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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226)

회계원리연습 Introduction to Accounting for Examination

재무회계의 기초가 되는 회계원리를 영어교재로 

공부한다. 회계원리연습은 1학년 때 배운 회계원

리의 훈련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경영활동의 유

용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기본적인 재무제표분석을 함께 공부한다

A study of the essential foundations of financial 

accounting with English material. The course 

includes accounting and analysis techniques used 

in decision-making activities such as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 and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실무
(622)

마케팅관리론 Principles of Marketing

소비자 선택과 만족,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후생

의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일련의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4P로 지칭되는 제품, 유통, 가격,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강의한다.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introduce the 

process of planning, doing, and controlling of 

serious management activities adopted to 

maximize the welfare of customers resulting 

from their choices and satisfaction. Particularly 

marketing mix, which is known as 4ps; products, 

place, price and promotion, will be examined in 

the course.

기초
(352)

세법총론 Introduction to Tax Accounting

조세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강의로, 세무학의 본질

을 이해시키고 조세의 기초이론, 납세자, 과세관

청의 권리,의무와 납세절차 등 실체적.절차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A comprehensive lecture on the taxation, It tri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ax law and tax 

accounting. It delivers content as such basic 

theory of taxation, taxpayer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ax authorities.

실무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

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힌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o 

t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l 

q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Capital Budgeting) 

S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quired investments?(financial decision) Third, 

what short-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ced?(short-term finance)

심화
(352)

고급재무회계 Advanced Financial Accounting

특수한 경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 

및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기업간의 합

병 혹은 결합시의 재무제표 작성,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외화환산 및 물가변동회계를 중점

적으로 설명한다.

Covers advanced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leases, earnings per share, convertible bonds, 

foreign exchange translation, deferred corporate 

tax,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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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43)

원가관리회계연습(추후개설)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 for 

Examination

원가 및 관리회계 전반에 걸친 이론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 보는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유

용한 과목이다.

This lesson covers the major concepts and 

analytical tools of managerial and cost 

accounting. Through this, students will be aided 

to cultivate the practical and analytical abilities 

for organizational accounting and to prepare the 

CPA and CTA examinations.

심화
(334)

정부회계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회계는 국가 및 지방정부와 같은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기록, 보고하고 필요한 회

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를 위

해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

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들의 내

용을 주로 공부하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the 

process of recording, reporting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reparation of the required statements on 

these. For this, we will mainly study the rules 

or laws o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e acts. 

실무
(442)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은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

여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변환과정의 합리적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

부한다. 생산성, 공정, 부서 배치, 생산계획, 서비

스 창구설계 등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operations 

management. Operations, like accounting, 

fin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very organization. 

Operations managers transform human,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into goods and services. 

Hence, it is vital that every organization manage 

this resource convers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 effectively this is accomplished 

depends upon the linkages between operating 

decisions and strategic decisions.

심화
(334)

기업결합회계 Accounting for M&A

다른 기업조직이나 사업부들을 매수하거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

표 작성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나라의 관련 기업회계기준서나 준칙들의 내용을 

아울러 해설하고, 실전 문제들을 다루는 기회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how to 

account the merger and acquisition transactions, 

how to prepare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this course, we also study the 

relat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nd some useful cases.

실무
(253)

재무회계연습 Financial Accounting for Examination

재무회계와 관련된 이론을 복습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하게 풀어 보는 연

Review of main theoretical issues in financial 

accounting, enhancement of solving 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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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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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본 과목을 수강함으

로써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재무회계 관련 시험을 자신있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nancial accounting problems and cases, to 

provide much useful helps for qualification 

exams.

전문
(226)

회계감사 Auditing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계감

사 전반에 걸친 기초적 지식을 전달한다. 구체적

으로 회계감사의 필요성, 회계감사기법, 그리고 

감사의견의 의미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게 된

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Develops an understanding of the audit function 

as it exists in modern busines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opics include audit standards, 

ethics, audit evidence,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statistics in sampling, analytical review of 

audit reports and external influences on audit 

practices. 

실무
(442)

증권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증권투자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

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 즉 CAPM, 

APT, OPT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

을 통하여 실제로 투자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

인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In this course, students examines the theory and 

analytical methods used in security evaluation 

and financial investment. Specifically, students 

will study theories such as portfolio theory and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nd investment 

techniques.

실무
(343)

부가가치세회계 Value Added Tax Accounting

다양한 세법 규정을 공부한다. 부가가치세를 중

심으로 강의한다. 특히,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

격증 획득을 위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

는데 중점을 둔다.

Study of practical applications of value added 

tax, providing much helps for qualification 

exams.

전문
(235)

재무제표분석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신용도 및 성장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이 유용성이 있는가를 설명

한다. 학생들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지식을 갖추게 되고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초적 전문지식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Study of concepts and tools related to financial 

planning and control using financial statements. 

Topics include changes in working capital, 

break-even analysis, evaluation of business 

performance and current status using financial ratio 

analysis.

실무
(226)

전공현장실습 Practicum in Real Fields

 본 과정은 전공 3~4학년을 대상으로 강의실 출

석수업 대신 전공 관련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에 대한 현장 응용

능력을 배양하고, 졸업 후 취업현장 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mote the 

ability of the students in this course to apply 

their class-knowledges in real fields and to help 

them to find their good job with more ease and 

certain.

전문 e-Accounting e-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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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262)

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회계 및 세무에 관련된 S/W를 소개하

고 실습한다.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실무에서 

회계 및 세무 전산프로그램을 능숙히 다룰 수 있

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ody of 

knowledge that includes the concepts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especially 

managerial decision-making, control, accounting 

models, and 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al 

computer softwares in accounting are also 

covered.

전문
(262)

e-Taxation e-Taxation

 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되, 실무에서 주로 사용

하는 세무에 관련된 S/W를 소개하고 실습한다.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실무에서 세무 전산프로

그램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

다.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ody of 

knowledge that includes the concepts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especially 

managerial decision-making, control, accounting 

models, and 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al 

computer softwares in tax are also covered. 

전문
(343)

전략적원가관리 Strategic Cost Management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학생들은 원가관리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기업의 전반적 경

영에 대한 안목을 갖추게 된다. 또한 기업의 회

계담당자 혹은 창업을 통하여 자신의 기업을 경

영하려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Study of many cases on cost planning and 

control for management, with review on some 

managerial accounting issues to provide practical 

helps for business start-up.

전문
(253)

세무회계연습 Tax Accounting for Examination

세법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리하고 복습한다. 그

리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풀이과정을 공부한

다.

Review on overall issues on tax law, Study 

existing problems and cases presented in 

qualification examinations.

실무
(226)

회계실무사례 Case Study for Accounting

회계(세무를 포함)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무엇이며, 직면하게 되는 문

제점은 무엇인지를 사례별로 제시하여 이를 해결

해 봄으로써,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갖도록 만든다.

Review on some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issues with many practical cases fro real world 

business fields, to provided for students with 

applicability of classroom knowledge to real 

world practices. 

전문
(235)

회계이론 Theory of Accounting and Control

전통적인 관점에서 회계이론분야로 인식되어왔던 

내용들(평가이론, 자본시장회계이론, 실증이론 

등)을 정리하고, 기업에 관한 계약이론적 관점에

서 회계의 본질적 기능을 통제기능과 관련시켜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function of accounting, control. Also 

this course provide the review on traditional 

theoretical issues, including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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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며, 비영리회계 분야에 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한다.

market-based accounting research, positive 

accounting theory, firm theory and 

non-for-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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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학과 (Dept. of IT Financ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금융혁신시대를 선도하는 IT전문인력

전공능력 합리적 판단 능력 · 금융실무능력 · IT실무능력

교육목표

◾창의적 전문인 양성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금융과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양성 
◾합리적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교양교육 강화

교육과정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전공기초, 전공심화, 현장실무 및 직무 
전문능력을 균형 있게 배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능력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제공

수여학위 IT금융학사(Bachelor of IT Fina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일 반 기 업 체 신용관리사, 재경관리사, 일반운용전문인력, 투자분석사 등

금 융 업 체
국제금융역(CIFS), 신용관리사, 여신심사역, 외환전문역, 자산관리사(FP), 금융투
자분석사, 국제재무분석사, 증권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선물거래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 AFPK, 국제재무설계사 등

I T 전 문 직
신용분석사, 신용위험분석사(CRA), 빅데이터 분석기사, 경영빅데이터 분석사, 데
이터분석전문가,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합리적 판단 

능력

정의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금융 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상황변화를 인지하고 종합하여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금융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금융실무능력

정의
금융환경을 분석하는 능력을 고양하여 현재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이해함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금융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한다.
◾금융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마케
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IT실무능력

정의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여 금융데이터를 분석하
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엑셀 등을 활용하여 금융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핀테크와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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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합리적 판단 능력 금융실무능력 IT실무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합리적 판단 능력 금융실무능력 IT실무능력

일반기업체 ● ◐ ●

금융업체 ● ● ◐

IT전문직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금융상품분석 및 마케팅능력
금융현황분석, 금융분야 창업

IT기반 금융통계 및 자료활용, 
보안기술습득

금융환경 분석에 따른 
판단능력,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투자, 재무, 정보수집 및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

금융자격증 취득, 프로그래밍 
자격증 취득

금융소비자를 이해하고 본인이 
필요한 능력을 개발

심화
금융환경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능력
통계 및 전산프로그램 활용 

능력
금융환경 및 금융상품의 

트랜드 이해

기초 경제 및 통계관련 지식 기초적 데이터분석 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및 경제 

마인드



282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합리적 판단 

능력
금융실무능력

IT실무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전자금융서비스와보안 ◐ ◐ ● 5 3 2

금융빅데이터분석 ◐ ◐ ● 5 3 2

블록체인과화폐 ◐ ◐ ● 4 4 2

보험상품론 ◐ ● ○ 4 3 3

금융프로그래밍실습 ◐ ◐ ● 5 3 2

금융상품마케팅 ◐ ◐ ◐ 4 3 3

금융데이터베이스 ◐ ◐ ● 5 3 2

실무

리스크관리론 ◐ ● ○ 5 3 2

조사방법과모델링 ◐ ◐ ● 4 4 2

글로벌핀테크와창업 ◐ ● ● 5 3 2

파생상품론 ◐ ● ○ 5 3 2

엑셀활용금융자료분석 ◐ ◐ ◐ 6 2 2

신금융상품분석 ◐ ◐ ◐ 5 3 2

금융현장실습 ● ◐ ◐ 5 3 2

심화

금융정보시스템 ◐ ◐ ● 4 3 3

R과파이선프로그래밍 ◐ ◐ ● 5 3 2

재무경제학 ● ◐ ◐ 5 3 2

증권투자론 ◐ ● ○ 5 3 2

화폐금융론 ● ● ○ 5 3 2

인공지능 ◐ ● ● 5 3 2

대체투자론 ◐ ◐ ○ 4 4 2

기초

경영학원론 ● ◐ ○ 5 3 2

경제학개론 ● ◐ ○ 6 2 2

금융공학개론 ◐ ● ◐ 4 4 2

엑셀금융통계 ● ◐ ○ 6 2 2

미시경제학 ● ◐ ○ 6 2 2

거시경제학 ● ◐ ○ 6 2 2

회계원리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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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합리적판단능력 금융실무능력 IT실무능력

일반

기업체

(E)

전문
보험상품론 금융상품마케팅 금융빅데이터분석

실무
신금융상품분석
리스크관리론

금융현장실습
조사방법과모델링
글로벌핀테크와 창업

엑셀활용금융자료분석
글로벌핀테크와 창업

심화
화폐금융론 재무경제학

증권투자론
금융정보시스템
R과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경영학원론[초]
경제학개론[초]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금융공학개론[필]
회계원리[필]

엑셀금융통계[필]

금융

업체

(F)

전문
보험상품론 금융상품마케팅 금융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과 화폐

실무

신금융상품분석
리스크관리론

파생상품론
금융현장실습
조사방법과모델링
글로벌핀테크와창업

엑셀활용금융자료분석

심화
화폐금융론 재무경제학

증권투자론
대체투자론

금융정보시스템
R과파이썬프로그래밍

기초

경영학원론[초]
경제학개론[초]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금융공학개론[필]
회계원리[필]

엑셀금융통계[필]

IT

전문직

(P)

전문
보험상품론 금융상품마케팅

전자금융서비스와보안
금융프로그래밍실습
금융빅데이터분석
블록체인과 화폐

실무
신금융상품분석 금융현장실습

조사방법과모델링
엑셀활용금융자료분석
금융데이터베이스

심화
화폐금융론 재무경제학

증권투자론
금융정보시스템
R과파이썬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초

경영학원론[초]
경제학개론[초]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금융공학개론[필]
회계원리[필]

엑셀금융통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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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금융빅데이터분석 
IT금융활용능력제고

전문
금융프로그래밍실습(P)
전자금융서비스와보안(P)
금융빅데이터분석(G)

블록체인과화폐(P)
보험상품론(G)
금융상품마케팅(G)
논문(G)

금융실무능력제고
금융데이터분석 및 

활용
금융상품 구조이해

실무
엑셀활용금융자료분석(G)
금융데이터베이스(P)

파생상품론(F)
리스크관리론(E,F)

신금융상품분석(G)
조사방법과모델링(G)
금융현장실습(G)
글로벌핀테크와창업(E,F)

투자 및 재무 이해
금융프로그래밍 

이해
심화

금융정보시스템(G)
R과파이썬프로그래밍(G)
재무경제학(G)

화폐금융론(G)
인공지능(P)
증권투자론(G)

대체투자론(F)

경제기초 이해
통계기초 이해
금융기초 이해

기초

경영학원론(G)
경제학개론(G)
금융공학개론(G)
엑셀금융통계(G)

미시경제학(G)
거시경제학(G)
회계원리(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G) 공통 교과, (E) 일반기업체, (F) 금융업체, (P) IT전문직

비
교
과

◾선후배 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신입생 멘토링

◾선후배 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금융자격증 스터디

◾수업 외 전공 심화 
학습모임

◾금융자격증 스터디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모임

◾재학생 직무능력 
향상 특강

심포지엄, 리빙랩, 학술동아리, 외부인사 초청 특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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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36) 이상

- 심화과정: 전공 72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60) 이상

전필 6

1~4
전선

36

24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논문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취업연도 취업관련 자격증(컴활1급, ACA,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

업기사, AFPK, TOEIC 등 포함) 취득 시 졸업논문 대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다른 전공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하고자 할 때

- 전공기초 6학점 (경영학원론, 경제학개론)

- 전공필수 6학점 (금융공학개론, 엑셀금융통계) + 전
공선택 36학점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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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기초 14180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of Economics 3 3 기초 6 2 2

2
전필 16257 금융공학개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Engineering 3 3 기초 4 4 2

전필 16258 엑셀금융통계 Financial Statistics using Excel 3 3 기초 6 2 2

2

1

전선 00000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 3 기초 6 2 2

전선 00000 엑셀활용금융자료분석 Financial Data Analysis using Excel 3 3 실무 6 2 2

전선 00000 금융정보시스템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3 3 심화 4 3 3

전선 000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2

전선 00000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 3 기초 6 2 2

전선 00000 재무경제학 Financial Economics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금융데이터베이스 Financial Databases 3 3 실무 5 3 2

전선 00000 R과파이썬프로그래밍 R and Python Programming 3 3 심화 5 3 2

3

1

전선 00000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금융프로그래밍실습 Practice of Financial Programming 3 3 전문 5 3 2

전선 00000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증권투자론 Investment 3 3 심화 5 3 2

2

전선 00000 전자금융서비스와보
안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Security 3 3 전문 5 3 2

전선 00000 금융빅데이터분석 Financial Big Data Analysis 3 3 전문 5 3 2

전선 00000 파생상품론 Derivative Securities 3 3 실무 5 3 2

전선 00000 리스크관리론 Risk Management 3 3 실무 5 3 2

4

1

전선 00000 블록체인과화폐 Blockchain and Currency 3 3 전문 4 4 2

전선 00000 대체투자론 Alternative Investment 3 3 심화 4 4 2

전선 00000 조사방법과모델링 Research Model and Methodology 3 3 실무 4 4 2

전선 00000 보험상품론 Insurance Products 3 3 전문 4 3 3

2

전선 00000 글로벌핀테크와창업 Global Fintech and Entrepreneurship 3 3 실무 5 3 2

전선 00000 금융현장실습 Financial Field Training 3 3 실무 5 3 2

전선 00000 금융상품마케팅 Financial Product Marketing 3 3 전문 4 3 3

전선 00000 신금융상품분석 New Financial Products 3 3 실무 5 3 2

논문 00000 논문 Thesis p 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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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기업 조직과 경영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조직의 
구성과 운영 , 그리고 생산, 마케팅, 인사, 조직, 
회계, 재무, 정보시스템, 국제경영 등 기업의 다
양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
는 과목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경영 
세부 분야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쌓고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Starting with the concept of corporat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this course takes 
a time to examine the organization's composition 
and operation, and various functions of the 
company, such as production, marketing, human 
resources, organization, accounting, finance, 
information systems,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gain basic knowledge and consider various 
career paths to start studying in the 
management details.

기초
(622)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이 교과는 선택의 문제들에 직면한 자유의지를 
가진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
요한 경제학의 여러 가지 주요 개념과 원리들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at the basic level, the 
nature and concepts of several fundamental 
principles of economics as well as many case 
studies needed for rational decision-making of 
an economic agent.

기초
(442)

금융공학개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Engineering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과 함께 IT금융 전공 학생
들에게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개설
한 과목이다. 금융 시스템과 상품 등에 대한 전
반적인 소개와 함께 금융 상품의 운영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수리적 지식과 프로그래
밍 활용법 등을 소개한다.

This course was established to deliver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students in the IT 
finance major along with economics theor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the 
general introduction to financial systems and 
products, it introduces mathematical knowledge 
and how to use programming to manage 
financial products and manag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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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22)

엑셀금융통계 Financial Statistics using Excel

IT금융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이론
을 엑셀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가설과 척도, 표
본을 비롯하여 확률, 분포, 기술통계, 가설 및 검
정 등의 내용을 엑셀을 이용하여 실습 위주로 
직접 활용 가능한 통계기법을 배운다.

Learn basic statistical theory necessary to study 
IT finance using Excel. Learn statistical 
techniques that can be directly used for practical 
training using Excel for the contents of scales, 
samples, and hypotheses, as well as probability, 
distribution, descriptive statistics, hypothesis, and 
test.

기초
(622)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이 교과는 수요와 공급, 소비자행동 이론, 생산 
및 비용 이론 등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소개한
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시장구조 하에서 
재화의 가격 및 생산량 등이 어떻게 결정되며, 
그 결과 자원배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강의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such as demand, supply and 
equilibrium, consumer bahavior theory, production 
and cost theory, and also lectures on analytically 
how the allocation of resources under various 
market structure takes place.

기초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계정
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래를 일정
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집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he 
a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ncial statements.

실무
(622)

엑셀활용금융자료분석 Financial Data Analysis using Excel

학생들은 엑셀의 기본 함수와 재무함수, 매크로, 
그리고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를 활용
하여 각종 금융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기본적으로 금융자료를 수집, 저장, 조회, 분석하
는 능력은 국내외 모든 금융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능력에 해당한다.

By using Excel's basic functions, financial 
functions, macros, and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VBA),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to 
analyze various financial data. Basically, the 
ability to collect, store, query and analyze 
financial data corresponds to the basic ability 
required by all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심화
(433)

금융정보시스템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기관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종류와 정보기술 등의 변화를 고찰한다. 이 과정
에서 학생들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신, 보안, 
전자금융거래 등 금융정보시스템에 관련된 포괄
적인 내용을 익힐 수 있다.

It examines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and the types of information 
system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us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o achieve organizational 
goals. In this course, students can learn 
comprehensive information related to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such as information system 
infrastructure, communication, security,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기초
(622)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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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는 국민경제의 주요 변수인 국민소득, 고
용,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들이 경제전체 차원에
서 어떻게 결정되고, 이들 상호 간에는 어떠한 
체계적 연관이 있는지를 공부한다. 또한 경기변
동이론과 경제안정화정책, 실업-인플레이션과 필
립스곡선 등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

This course studies how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national income, employment 
and prices are determined in overall economy. 
We also deal with rigorously the links between 

these variabl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economy as a whole. In addition, we will cover 

the basic theory about business cycles, 
stabilization policy, unemployment-inflation and 

Phillips curve.

심화
(532)

재무경제학 Financial Economics

이 교과는 개별경제주체의 재무적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 위험과 수익
률, 효용이론, 포트폴리오이론, 자산 가격 결정이
론 및 행동재무경제학 등의 기초적 개념들을 학
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이다.

In  this course, we will learn about the basic 
concepts of the time value of money, risk and 
return, utility theory, portfolio theory, asset 

pricing theory and behaviora lfinancial economics, 
which are the basis for the financial decision 

making of individual economic agent.

실무
(532)

금융데이터베이스 Financial Databases

이 과목은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소개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금융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
이자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데이터 베
이스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기반 애플
리케이션 연계 기법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design,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databases(DBs). The DB is the most basic theory 
and technology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a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DB modeling, construction, and 
web-based DB applications.

심화
(532)

R과파이썬프로그래밍 R and Python Programming

R과 파이썬은 교육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단기간에 익히기 쉬운 장
점을 갖고 있으면서, 통계분석과 빅데이터분석 
등의 고급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초과정에서 꼭 익혀야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R과 파이썬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을 익힌다.

R and Python are the most widely used 
programming languages for education, and have 
the advantage of being easy to learn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are capable of advanced 
programming such as statistical analysis and big 
data analysis. Therefore, it can be said to be a 
programming language that must be learned in 
the basic process for financial big data analysis. 
Students learn basic theories and techniques of 
using R and Python in this course.

심화
(532)

증권투자론 Investment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증권의 가치평가에 대
해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증권시장의 구조와 증
권거래과정, 증권의 가격에 미치는 요인, 증권가
격결정모형 등을 파악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on the valuation of 
securities, focusing on stocks and bonds. Also we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the stock market, the 
process of trading securities, factors affecting the 
price of securities, and the stock pricing models.

심화
(532)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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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는 화폐의 기능, 화폐공급, 이자율 결정, 
금융제도 및 화폐금융정책등에 대한 기초개념과 
이론을 통하여 경제현실을 체계적으로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금
융기관의 경영 및 감독에 대한 이론과 현실 및 
화폐금융정책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도 학습한
다.

This course lectures on the role of money, 
interest rate determination, financial system, 
money supply process and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the economy in order to 
understand real-world economies systemically. In 
addition, we will cover the role and effect of 

monetary policy, prudential regulation, supervision 
and the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markets.

전문
(532)

금융프로그래밍실습 Practice of Financial Programming

엑셀금융통계, R과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
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 프로그래밍 
능력을 더욱 공고히 한 후, 금융 실무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식과 포트폴리오, 거래전
략, 채권, 이자율, 옵션과 기타 상품모형의 프로
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For students who have taken basic courses in 
Excel Financial Statistics, R and Python 
programming, they will further strengthen their 
basic programming skills and learn advanced 
programming techniques that can be used in 
financial practice.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how to program stocks and portfolios, 
trading strategies, bonds, interest rates, options 
and other product models.

심화
(532)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본적인 인공지능 이론과 함께 예측, 평가, 분
류, 번역, 제어, 로봇 등 다양한 문제를 알고리즘
과 소트프웨어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소
개한다. 수강생들은 실생활과 금융 관련해서 발
생하는 각종 문제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In addition to basic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ory, it introduces a method to solve various 
problems such as prediction, evaluation, 
classification, translation, control, and robot using 
algorithms and software. Students will cultivate 
their ability to cope with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real life and finance using AI techniques.

실무
(532)

파생상품론 Derivative Securities

파생상품이란 가치가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 혹
은 다른 지표에 연동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파생
상품을 이용하면 투자위험을 관리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파생상품의 대표인 선물
과 옵션의 개념과 가격결정모형에 대해 학습한
다.

Derivatives are products whose value is linked to 
the price of stocks or bonds or other indicators. 
Using derivatives, you can manage investment 
risk, and you can earn high returns by using the 
leverage effect.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the 
concept of futures and options, which are 
representative derivatives, and pricing models.

실무
(532)

리스크관리론 Risk Management

기업운영이나 투자에는 필연적으로 리스크(위험)
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필수
적이다. 본 교과에서는 리스크의 유형과 분류 등 
리스크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예측하고 
제어하기 위한 각종 재무기법에 대해 공부한다.

Risk management is essential because risk  
inevitably occurs in business operation or 
investment.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concept of risk, such as the type and 
classification of risk, and study various financial 
techniques to predict and control it.

전문
(532)

전자금융서비스와 보안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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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 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과 같이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이는 금융기
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강생
들은 이것과 관련된 정보기술과 장단점 및 활용 
방법, 그리고 보안기술 등을 익힌다.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are providing new 
financial business processes to customers, such as 
Internet banking and mobile banking, by applying 
computer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existing financial services. Today 
it offers new opportuniti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Students learn information technology, 
pros and cons, how to use it, and security 
technology related to this.

전문
(532)

금융빅데이터분석 Financial Big Data Analysis

금융 인프라 개방, 빅데이터 도입, 금융 데이터 
공유 등으로 인해 금융 빅데이터 분석은 금융시
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방대
한 양의 금융 데이터 수집, 분류, 전처리, 변환, 
저장, 조회, 분석하고 응용하는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Due to the opening of financial infrastructure, 
introduction of big data, and sharing of financial 
data, financial big data analysis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to create new added value in the 
financial market.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acquire theories and skills to collect, classify, 
preprocess, transform, store, query, analyze and 
apply vast amounts of financial data.

심화
(442)

대체투자론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대상(주식, 채권 등) 이
외에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
자재,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과
정에서는 펀드 및 부동산 등 대체자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통제하면서 최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Alternative investment means investing in private 
equity funds, hedge funds, real estate, venture 
companies, raw materials, and ships.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how to achieve maximum 
returns while controlling risk through investment 
in alternative assets such as funds and real 
estate.

전문
(433)

보험상품론 Insurance Products

보험은 위험의 관리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저
축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본 교과과정에서는 손해
보험 및 생명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파악
하고 이를 이용한 헤징 및 투자효과를 살펴보며, 
향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보험상품
을 설계해 본다.

Insurance is used not only as a risk management, 
but also as a means of saving for the future. In 
this curriculum, we identify various products 
related to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examine the hedging and investment effects 
using them, and design various insurance 
products that are considered promising in the 
future.

실무
(442)

조사방법과모델링 Research Model and Methodology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조사, 비즈니스 모델의 효
과 측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의사결정 과정
에서 사용되는 주식모형, 이자율, 확률모형, 시장
위험모형, 신용평가, 도산예측 등의 조사방법론
과 기타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법들을 익힌다. 그
리고 이 과목은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보고서 
작성과 정책 등을 수립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
고 있다. 

Students will learn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stock models, interest rates, probability 
models, market risk models, credit ratings, 
bankruptcy predictions, and other simulation 
modeling techniques used in various financial 
decision-making processes, including market 
trends, consumer surveys, and measurement of 
business model effects. In additio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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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contents for preparing financial reports 
and establishing policies based on this.

전문
(442)

블록체인과화폐 Blockchain and Currency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경제 프레임의 
변화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그리고 화폐의 종
류와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는 블록
체인의 기초 개념과 기본 기술, 암호화 기술, 암
호화폐, 가상화폐, 그리고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This course examines the changes in the 
economic frame, the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types and functions of 
currencies due to the emergence of blockchain 
technology. This includes the basic concepts of 
blockchain, basic technology, cryptographic 
technology, cryptocurrency, virtual currency, and 
changes in the future financial market.

실무
(532)

신금융상품분석 New Financial Products

자본시장법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 거래되는 금
융상품은 주식, 채권 및 선물, 옵션 뿐 아니라 
수없이 많다. 본 교과에서는 신종 금융상품의 투
자효과(위험대비 수익률)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존의 금융상품의 단점을 보
완하고 금융투자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종 금융상품을 구상한다.

There are countless financial instruments 
currently traded, as well as stocks, bonds and 
futures and options. This course analyzes the 
investment effect (return on risk) of a new type 
of financial product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while at the same time conceiving a 
new type of financial product that can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existing financial 
products and satisfy the needs of financial 
investors.

전문
(433)

금융상품마케팅 Financial Product Marketing

기업은 생산 뿐 아니라 판매가 중요하듯이 금융
상품 역시 개발 뿐 아니라 마케팅이 중요하다. 
본 교과에서는 기존의 마케팅이론을 확장하여 
금융상품의 영업에 필요한 각종 기법에 대해 학
습한다.

As for a company, not only production but sales 
are important, and marketing as well as 
development of financial products is important.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about various 
techniques necessary for the business of financial 
products by expanding the existing marketing 
theory.

실무
(532)

글로벌핀테크와창업 Global Fintech and Entrepreneurship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핀테크 비즈니
스 모델과 기업의 등장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
펴보고 사용된 기술을 이해하며, 성공적인 활용
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내용들을 익힌다. 그리고 
금융산업과 IT산업의 결합이 미래 금융시장의 변
화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Learn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Fintech business model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understand the technology used, and learn the 
activities and contents necessary for successful 
use. Students also look at the impact of the 
combination of the financial and IT industries on 
future financial market changes.

실무
(532)

금융현장실습 Financial Field Training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IT금융 관련 지식이 금
융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경험해
보면서 자신의 지식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시간

Students take a time to examine and supplement 
their knowledge by experiencing how IT finance 
knowledge learned at school is actually used i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을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더욱 배양한다.

the financial field.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develop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skills.



 

의과학대학 교육과정

    ¦ 간호학과

  ¦ 물리치료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 방사선학과

  ¦ 보건관리학과

  ¦ 운동처방학과

  ¦ 작업치료학과

  ¦ 재활학과

  ¦ 환경생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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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대학 (Dept. of Medical Sciences)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산업혁명 기반 웰니스케어를 선도해 나갈 의과학전문 인재

교육목표

 의과학대학은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휴먼케어서비스 전

문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신체적 건강은 물론 식이 및 운

동, 정서적 건강, 환경적 안정을 포괄하는 웰니스케어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특성화

◾보건의료분야, 장애인·노인 건강증진 및 재활, 환경·식품 등 웰니스케어 분야의 실무중심

형 교육과정 운영

◾보건의료 및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학점제를 비롯한 CEO 및 실무자 특강, 현장견학, 멘토링 

등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운영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형 

교육 및 비학점 교육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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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Dept. of Nurs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윤리적 간호인, 선구적 간호인, 글로벌 간호인, 전인적 간호인

전공능력 윤리적 간호, 선구적 간호, 글로벌 간호, 전인적 간호

전공능력

◾전인간호제공을 위한 교양 및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용 능력

◾대상자 건강개선을 위한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업능력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법적 윤리적 책임 인식능력

◾간호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

◾간호실무와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능력

◾글로벌 보건의료정책 변화 대응능력

교육목표

 간호학과의 교육목적은 기독교정신과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구적·통합적· 전문적

인 간호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혁신 리더 및 경쟁력 있는 글로벌 간호 인력

을 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간 존중의 정신과 생명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윤리적 간호 인력

을 양성한다. 

◾다양한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리더십을 갖춘 간호전문지도자를 

육성한다.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직 간호사를 육성한다.

◾인간의 다차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사고와 창의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거중심의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전문 지식인을 육성한다. 

학습성과

◾전인간호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양 및 전공지식을 획득한다.

◾간호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다양한 간호상황에 따른 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비판적 사고에 통하여 임상적 추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하고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간호실무에 적용한다.

◾인간의 다차원적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팀 내 업무조정 및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

를 설명한다.

◾기독교가치관을 바탕으로 간호 실무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를 인지한다.

교육과정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술·태도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간호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근거기반 교육과정 운영.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

◾토익, 영어회화 등 어학프로그램 강화, 국내외 봉사, 해외파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글로벌 간호 인력 양성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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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인적 간호

정의
인간의 다차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사고와 창의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
거중심의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전인간호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양 및 전공지식을 획득한다.
◾간호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다양한 간호상황에 따른 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선구적 간호

정의 다양한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리더십과 관련된 능력

준거
◾인간의 다차원적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팀 내 업무조정 및 전문분
야 간 협력관계를 설명한다.

◾기독교가치관을 바탕으로 간호실무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글로벌 간호

정의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능력 

준거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임상적 추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인지한다. 

윤리적 간호
정의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간존중의 정신과 생명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

준거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하고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간호실무에 적용한다.

수여학위 간호학사 (Bachelor of Nurs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임상간호사 간호사 면허

간호직․보건직공무원 간호사 면허, 보건교육사 자격 

산업보건관리자 간호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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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인적 간호 선구적 간호 글로벌 간호 윤리적 간호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간호정보, 

보건프로그램개발 지식, 
다문화와 호스피스의 이해

보건프로그램의 적용능력

다문화 및 호스피스 간호방법

리더십,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핵심기본간호지식,

인간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

핵심기본간호술기, 임상 및 
지역사회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실무

임상실무에서의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인간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탐색 및 간호지식 
이해

인간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방법

간호과정을 통한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인체의 구조와 기능

감염관리의 원리이해

의사소통 및 관계구축

보건통계활용능력

인간의 이해를 통한 
간호대상자에 대한 돌봄 태도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인적 간호 선구적 간호 글로벌 간호 윤리적 간호

임상간호사
·

간호직․보건직공무원
·

산업보건관리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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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인적 
간호

선구적 
간호

글로벌 
간호

윤리적 
간호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 5 2 3

정보사회와간호 ◐ 3 2 5

다문화간호 ◐ ◐ 3 2 5

호스피스간호 ◐ ◐ 3 2 5

진단검사와간호 ◐ 3 2 5

보완대체요법과간호 ◐ 3 2 5

실무

기본간호학및실습Ⅰ·Ⅱ ● ◐ 4 4 2

건강사정및시뮬레이션실습 ● ◐ 4 4 2

성인간호학실습Ⅰ·Ⅱ·Ⅲ·Ⅳ ◐ ● 2 5 3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Ⅰ·Ⅱ ◐ ● 2 5 3

아동간호학실습Ⅰ·Ⅱ ◐ ● 2 5 3

정신간호학실습Ⅰ·Ⅱ ◐ ● 2 5 3

노인간호학실습 ◐ ● 2 5 3

간호관리학실습 ◐ ● 2 5 3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Ⅱ ◐ ● 2 5 3

통합시뮬레이션실습 ● 2 5 3

심화

간호학개론 ● ◐ 5 2 3

의학용어 ● 4 3 3

임상약리학 ● 4 3 3

보건교육학 ◐ 5 2 3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 ● 4 3 3

성인간호학Ⅰ·Ⅱ·Ⅲ·Ⅳ·Ⅴ ● ◐ 4 3 3

여성건강간호학Ⅰ·Ⅱ ● ◐ 4 3 3

아동간호학Ⅰ·Ⅱ ● ◐ 4 3 3

정신간호학Ⅰ·Ⅱ ● ◐ 4 3 3

노인간호학 ● ◐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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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인적 
간호

선구적 
간호

글로벌 
간호

윤리적 
간호

지식
(K)

기술
(S)

태도
(A)

간호관리학 ● ● 5 2 3

지역사회간호학Ⅰ·Ⅱ ● ◐ 4 3 3

보건의료법규 ● ● 5 2 3

간호연구 ● 5 2 3

기초

인간행동의심리적이해 ◐ 5 2 3

인문학적사고와돌봄 ◐ 3 2 5

의사소통론 ◐ ◐ ● 3 2 5

생명윤리와철학 ◐ ● 4 2 4

인간성장발달과건강 ◐ 4 2 4

생리학 ◐ 6 2 2

병원미생물학 ◐ 6 2 2

보건통계학 ◐ 5 4 1

인체해부학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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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인적 간호 선구적 간호 글로벌 간호 윤리적 간호

임상간호사

·

간호직․보
건직공무원

·

산업보건관

리자

전문

진단검사와간호

보완대체요법과간호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정보사회와간호

다문화간호

호스피스간호

실무

기본간호학및실습Ⅰ[필]

기본간호학및실습Ⅱ

건강사정및시뮬레이션실습

통합시뮬레이션정신가

실습

간호관리학실습 성인간호학실습

Ⅰ·Ⅱ·Ⅲ·Ⅳ

여성건강간호학실습

Ⅰ·Ⅱ

아동간호학실습Ⅰ·

Ⅱ

정신간호학실습Ⅰ․Ⅱ
노인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실습

Ⅰ·Ⅱ

심화

의학용어

임상약리학

보건교육학

성인간호학Ⅰ[필]

성인간호학

Ⅱ·Ⅲ·Ⅳ·Ⅴ

여성건강간호학Ⅰ[필]

여성건강간호학Ⅱ

아동간호학Ⅰ

아동간호학Ⅱ [필]

간호연구

간호관리학 [필]

노인간호학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정신간호학Ⅰ·Ⅱ

지역사회간호학Ⅰ 

[필]

지역사회간호학Ⅱ

간호학개론 [필]

보건의료법규

기초

인간행동의심리적이해

인간성장발달과건강

생리학 [초]

병원미생물학

보건통계학

인체해부학 [초]

의사소통론 생명윤리와철학

인문학적사고와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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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전공선택 전문

정보사회와간호 /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다문화간호/
호스피스간호/
진단검사와간호/
보완대체요법과간호
중 택2

전공필수
: 실습 교과목

실무
기본간호학및실습I,Ⅱ
건강사정및시뮬레이션
실습

성인간호학실습Ⅰ,Ⅱ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Ⅰ
아동간호학실습Ⅰ,Ⅱ
정신간호학실습Ⅰ
노인간호학실습

통합시뮬레이션실습
성인간호학실습Ⅲ,Ⅳ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Ⅱ
정신간호학실습Ⅱ
간호관리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실습I, II

전공필수
: 이론 교과목

심화
간호학개론
의학용어

성인간호학Ⅰ
임상약리학
보건교육학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성인간호학Ⅱ,Ⅲ
여성건강간호학Ⅰ,Ⅱ 
아동간호학Ⅰ,Ⅱ
정신간호학Ⅰ,Ⅱ
노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Ⅰ

성인간호학Ⅳ,Ⅴ
간호연구
간호관리학 
지역사회간호학Ⅱ
보건의료법규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초

인체해부학
인간행동의심리적이
해*
생리학
인문학적사고와돌봄*

병원미생물학
의사소통론*
생명윤리와철학*
보건통계학
인간성장발달과건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교 
과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싹수 프로그램
▪해부학 카데바실습

▪학습법 특강 
▪꿈수 프로그램

▪OSCEⅠ프로그램
▪OSCEⅡ프로그램
▪나이팅게일 선서식
▪임상실습 전 

안전교육

▪OSCEⅢ프로그램(졸업
수행평가)

▪취업 및 면접 캠프
▪졸업시험

인문학 특강,간호전문직(리더십) 특강, 간호학술제, 홈커밍데이
 간호학과 동아리, 편입생 간담회, 남학생 간담회  

[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109학점(기초6 + 전필18 + 전선85) 이상

 ◾인문사회과학 관련 교과목 8학점 이상 이수 
전필 18

1~4 
전선 85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이수학점 140

기타 졸업요건  ◾간호학과 졸업인증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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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632 인체해부학 Human anatomy 3 3 기초 6 2 2

전필 12609 간호학개론 Introduction of Nursing Science 2 2 심화 5 2 3

전선 14044 인간행동의심리적이해
Psychological approaches to Human 
Behavior

2 2 기초 5 2 3

2

전선 15191 인문학적사고와돌봄 Thinking Humanity and caring 2 2 기초 3 2 5

기초 13162 생리학 Physiology 3 3 기초 6 2 2

전선 13159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2 2 심화 4 3 3

2

1

전필 12790 기본간호학및실습Ⅰ Fundamental Nursing and Practicum Ⅰ 3 4 실무 4 4 2

전선 14908 의사소통론 Communication 2 2 기초 3 2 5

전선 13158　임상약리학 Clinical Pharmacology 2 2 심화 4 3 3

전선 14028 생명윤리와철학 Bioethics and philosophy 2 2 기초 4 2 4

전선 13157 병원미생물학 Medical Microbiology 2 2 기초 6 2 2

전선 13171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2 2 심화 5 2 3

2

전선 10579 보건통계학 Medical Statistics 3 3 기초 5 4 1

전선 13584 인간성장발달과건강 Human development and health 2 2 기초 4 2 4

전선 12794 기본간호학및실습Ⅱ Fundamental Nursing and Practicum Ⅱ 3 4 실무 4 4 2

전선 13454 건강사정및시뮬레이션실습 Physical Assessment and simulation Practicum 2 3 실무 4 4 2

전필 14220 성인간호학Ⅰ Adult Nursing Ⅰ 2 2 심화 4 3 3

전선 14911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Nursing process and critical thinking 2 2 심화 4 3 3

3

1

전선 13164 성인간호학Ⅱ Adult Nursing Ⅱ 2 2 심화 4 3 3

전필 13165 여성건강간호학Ⅰ Women's Health Nursing Ⅰ 3 3 심화 4 3 3

전선 13166 아동간호학Ⅰ Pediatric Nursing Ⅰ 3 3 심화 4 3 3

전선 13175 정신간호학Ⅰ Mental Health NursingⅠ 2 2 심화 4 3 3

전선 13167 노인간호학 Gerontological Nursing 2 2 심화 4 3 3

전선 13168 성인간호학실습Ⅰ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Ⅰ 2 6 실무 2 5 3

전선 13169 아동간호학실습Ⅰ Practicum in Pediatric Nursing Ⅰ 2 6 실무 2 5 3

전선 14032 노인간호학실습 Practicum in Gerontological Nursing 2 6 실무 2 5 3

2

전선 13172 성인간호학Ⅲ Adult Nursing Ⅲ 3 3 심화 4 3 3

전필 13173 지역사회간호학Ⅰ Community Health Nursing I 3 3 심화 4 3 3

전필 13174 아동간호학Ⅱ Pediatric Nursing Ⅱ 2 2 심화 4 3 3

전선 13571 정신간호학Ⅱ Mental Health Nursing Ⅱ 3 3 심화 4 3 3

전선 13581 여성건강간호학Ⅱ Women's Health Nursing Ⅱ 2 2 심화 4 3 3

전선 14029 성인간호학실습Ⅱ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Ⅱ 2 6 실무 2 5 3

전선 13178 아동간호학실습Ⅱ Practicum in Pediatric Nursing Ⅱ 1 3 실무 2 5 3

전선 13581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Ⅰ Practicum in Women's Health NursingⅠ 2 6 실무 2 5 3

전선 13179 정신간호학실습Ⅰ Practicum in Mental Health Nursing Ⅰ 2 6 실무 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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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4

1

전선 13568 성인간호학Ⅳ Adult Nursing Ⅳ 2 2 심화 4 3 3

전선 13176 간호연구 Nursing Research 2 2 심화 4 3 3

전필 14913 간호관리학 Nursing Management 3 3 심화 5 2 3

전선 13573 지역사회간호학Ⅱ Community Health Nursing Ⅱ 2 2 심화 4 3 3

전선 15003 통합시뮬레이션실습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um in Nursing 2 3 실무 2 5 3

전선 13569 성인간호학실습Ⅲ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Ⅲ 2 6 실무 2 5 3

전선 13572 정신간호학실습Ⅱ Practicum in Mental Health Nursing Ⅱ 1 3 실무 2 5 3

전선 14909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Practicum in Community Health Nursing 
Ⅰ

2 6 실무 2 5 3

전선 15363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Ⅱ Practicum in Women's Health NursingⅡ 1 3 실무 2 5 3

2

전선 13579 성인간호학Ⅴ Adult Nursing Ⅴ 2 2 심화 4 3 3

전선 13577 보건의료법규 Health related Law 2 2 심화 5 2 3

택2

전선 15364 정보사회와간호 Information Society and Nursing 2 2 전문 3 2 5

전선 13578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Health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2 2 전문 5 2 3

전선 15366 호스피스간호 Hospice nursing 2 2 전문 3 2 5

전선 15365 다문화간호 Transcultural nursing 2 2 전문 3 2 5

전선 15926 진단검사와 간호 Diagnostic tests and nursing 2 2 전문 3 2 5

전선 15927 보완대체요법과간호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and 
nursing

2 2 전문 3 2 5

전선 13580 성인간호학실습Ⅳ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Ⅳ 2 6 실무 2 5 3

전선 13575 간호관리학실습 Practicum in Nursing Management 2 6 실무 2 5 3

전선 13582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 Practicum in Community Health NursingⅡ 1 3 실무 2 5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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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 기초

■ 전공 교과목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23)

간호학개론 Introduction of Nursing Science

간호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업의 역사적 고찰과 

간호과학의 중심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들

은 간호사의 사회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이해하

고 간호전문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질

을 갖춘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and 

understanding a history of nursing and the main 

concept of nursing scienc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n social, ethical, 

and legal aspects of nursing.

기초
(523)

인간행동의심리적이해 Psychological Approaches to Human Behavior

인간행동의 심리적 이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관

찰할 수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유형을 분류

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어떤 사항에서 어떤 이유

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가를 인간심리라는 차원

에서 설명한 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끌 수 

있는 행동방안을 모색한다.

By investigating various types of human 

behaviors in daily life, this course of human 

psychology demonstrates the causes of those 

behaviors, and then applies the results to the 

exploration of great human dynamic.

기초
(325)

인문학적사고와돌봄 Thinking Humanity and Caring

간호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본질

적인 속성과 문학, 철학, 역사 등을 탐구한다. 이

를 통해 총체적 존재로서 간호대상자와 간호를 

제공하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향상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essential attributes of 

human beings, literature, philosophy and history.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n 

holistic nursing care. 

심화
(433)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인체 구조, 건강문제, 진단검사 및 치료와 관련된 

의학용어를 다룬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간

호학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medical terminology 

about parts of the body, health problems, 

laboratories tests, and treatment. Students will 

improve their learning ability throughout nursing.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인체해부학 Human Anatomy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을 구조, 위치, 

주변 구조물과의 연관관계를 다루며, 인체를 총

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ody in relationship with 

adjacent structures.

기초
(622)

생리학 Physiology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기초과학과 간호학의 

토대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functions of each organ in human body 

according to anatomic structure in order to 

establish foundation on basic science and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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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433)

임상약리학 Clinical Pharmacology

임상에서 사용되는 여러 약물들의 효능, 작용기

전, 적응증, 부작용 등 약물의 제반 사항을 다룬

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약물의 상호작용 및 

간호 시 주의사항에 관한 지식을 향상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information 

about clinically useful drugs including therapeutic 

actions, indications, and adverse effects. Students 

can improve their knowledge about nursing 

interactions and their nursing implications. 

심화
(523)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국내외 국민건강증진정책과 보건교육의 원리를 

이해하고, 보건교육의 수행과정을 익힌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public 

health promotion policy and the principles of 

health education, and learn the process of 

health education.

기초 
(325)

의사소통론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이론과 기술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정

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의 발전된 

공통의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 서로의 행동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에 필요한 지

식을 학습한다.

Students learn how to communicate and receive 

information and messages based on the theories 

and techniques of communications. Students can 

improve process giving favorable impact on 

activities one another and knowledge necessary for 

such activities.

기초 
(424)

생명윤리와철학 Bioethics and Philosophy

현대사회의 생명윤리, 의료, 환경, 종교의 생명윤

리, 생명관련 전문직 윤리의 중요성과 전문직 윤

리강령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중요철학

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bioethics, 

bioethics of health care, environment and 

religion, healthcase professional bioethics and 

ethics codes and major ideas that had significant 

influence.

기초 
(622)

병원미생물학 Medical Microbiology

병원성 미생물의 형태, 구조, 증식 및 유전현상과 

항균요법, 숙주-기생체간의 상호관계 등을 배움

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식을 얻

고, 숙주와 병원체와의 상호작용에 다른 면역적

인 현상 및 기전,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장차 기

초 연구 또는 임상생활의 발판이 되도록 한다.

This course presents a knowledge of the 

microbial structure, multiplication, genetics, and 

host-parasite relationship. Therefore students 

under

기초 
(541)

보건통계학 Medical Statistics

의학통계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의학 분

야의 자료를 수집, 처리,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 기법을 습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basic principle and 

methodology of statistics to collect, process, 

analyze and evaluate the data of medical 

experiments.

기초
(424)

인간성장발달과 건강 Human development and health

인간발달에 따른 이론적 접근과 각 발달단계별 

신체적・사회심리적인 특성을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간 성장과 발달의 주요 개념을 이해

하고 성장 및 발달을 평가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obtain 

theoretical knowledge of human development 

and physical/psychosocial aspects of each 

developmental stage. Students can understand 

major concepts related to hum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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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mine the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al status. 

실무
(442)

기본간호학및실습Ⅰ Fundamental Nursing and Practicum Ⅰ

간호와 관련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기본간호기

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는 간호과정 

틀에서 인간의 기본요구 충족을 위한 간호기술에 

초점을 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basic 

concepts of nursing and obtain basic nursing skills. 

The focus of the course is on the basics in 

nursing that are required to meet basic human 

needs that arise within a nursing process 

framework.

실무
(442)

기본간호학및실습Ⅱ Fundamental Nursing and Practicum Ⅱ

간호와 관련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기본간호기

술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실습실에서 가상 상황

을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간호 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간호수행을 위해 필요한 간호 지식과 

기본간호술기를 습득하도록 돕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basic 

concepts of nursing and obtain basic nursing 

skills. For this, established simulation setting in 

the laboratory is provided to help students 

experience nursing practice indirectly and acquire 

necessary nursing knowledge and basic nursing 

skills.

실무
(442)

건강사정및시뮬레이션실습 Physical Assessment and simulation Practicum

건강한 성인의 신체검진을 수행할 지식과 검진기

술을 소개하고, 결과를 적절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간호과정을 위한 

간호사정 및 간호문제 추론 능력을 향상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basic concepts and skills 

of nursing assessment.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nursing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and 

reports of the results. Students will improve 

their ability on nursing assessment and inference 

nursing problems that arise within a nursing 

process framework.

심화
(433)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Nursing Process and Critical Thinking

대상자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

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를 위한 훈련과 최근 

간호진단 및 간호과정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recent knowledge about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process. Students can 

apply the nursing process to solve the nursing 

problem of the subject.

심화 
(433)

성인간호학Ⅰ Adult Nursing Ⅰ

간호이론, 질병이론, 건강증진 이론 및 성인의 발

달과정 및 기본욕구이론을 학습한 후 성인기의 

인간에게 발생하는 다양하고 보편적인 성인의 확

인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nursing theory, diseases 

theory and health promotion theory as well as 

theories on development process and basic needs 

of adults, and how to solve the various and 

common problems identified as arising to human 

being during adult age. 

심화
(433)

성인간호학Ⅱ Adult Nursing Ⅱ

성인의 건강유지,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제의 

위험요인, 관련 질병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

한 간호과정을 다룬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위장관계 장애 및 내분비계 장애가 있는 대상자

This course deals with the risk factors, related 

diseases, and theoretical bases of adults’ health 

and nursing problems so as to provide nursing car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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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상태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

는 지식을 학습한다.

patients with the gastrointestinal system, and 

endocrine system disorder are the main area of 

study. In addition,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nursing process will be 

emphasized.

심화
(433)

성인간호학Ⅲ Adult Nursing Ⅲ

성인의 건강유지,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제의 

위험요인, 관련 질병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

한 간호과정을 다룬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호흡기계 장애, 순환기계 장애, 혈액 및 혈관장애

가 있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risk factors, related 

diseases, and theoretical bases of adults’health 

and nursing problems so as to provide nursing 

car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patients with the respiratory system 

disorder, heart disorder, blood, and blood vessels 

disorder and are the main area of study. In 

addition,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nursing process will be 

emphasized.

심화
(433)

성인간호학Ⅳ Adult Nursing Ⅳ

성인의 건강유지,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제의 

위험요인, 관련 질병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

한 간호과정을 다룬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신경계 장애와 근골격계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risk factors, related 

diseases, and theoretical bases of adults’ health 

and nursing problems so as to provide nursing 

car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patients with the nervous system 

disorder, and musculoskeletal system disorder are 

the main area of study. In addition,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nursing process will be emphasized.

심화
(433)

성인간호학Ⅴ Adult Nursing Ⅴ

성인의 건강유지,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제의 

위험요인, 관련 질병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

한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

여 남성 및 여성생식기계 장애와 감각 및 화상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보호하고 유지

하고 증진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risk factors, related 

diseases, and theoretical bases of adults’ health 

and nursing problems so as to provide nursing 

car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patients with the male and female 

reproductive system disorder, sensory system, and 

burn disorder are the main area of study. In 

addition,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nursing process will be 

emphasized. 

실무
(253)

성인간호학실습Ⅰ Practicum in Adult Nursing I

간호에 필요한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실습을 통하

여 대상자 간호에 핵심적인 기술을 익히며, 환자 

및 가족 다른 의료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

술과 대상자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환자교육 능력을 학습한다. 또한 성인 대상

This course deals with the nursing knowledge on 

the nutrition, metabolism, and elimination in 

clinical setting.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conduct comprehensive patient assessments, 

plan and implement care and develop skill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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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영양 및 대사, 배설 장애와 관련된 건강상

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간호문제

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간호과정을 적용

하여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assess, plan and implement nursing care of adult 

patients with a variety of medical and/or surgical 

clinical situations.

실무
(253)

성인간호학실습Ⅱ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Ⅱ

대상자 간호에 필요한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실습

을 통하여 성인대상자의 산소화 및 조직관류 장

애와 관련된 건강상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근거에 기반을 두

어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nursing knowledge on the 

oxygenation and tissue perfusion in clinical 

settings.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conduct comprehensive patient assessments, plan 

and implement care and develop skills to assess, 

plan and implement nursing care of adult 

patients with a variety of medical and/or surgical 

clinical situations. 

실무
(253)

성인간호학실습Ⅲ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Ⅲ

대상자 간호에 필요한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실습

을 통하여 성인 대상자의 활동, 지각인지 장애와 

관련된 성인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과학적이고 체

계적으로 사정하여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근거에 

기반을 두어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능력을 학습한

다.

This course deals with nursing knowledge on the 

mobility, sensation and cognition in clinical settings.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conduct 

comprehensive patient assessments, plan and 

implement care and develop skills to assess, plan 

and implement nursing care of adult patients with 

a variety of medical and/or surgical clinical 

situations.

실무
(253)

성인간호학실습Ⅳ Practicum in Adult Nursing Ⅳ

대상자 간호에 필요한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실습

을 통하여 성인 대상자의 안전ㆍ보호와 안위 장

애와 관련된 건강상태를 과학적으로 사정하여 대

상자의 간호문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nursing knowledge on the 

safety, protection, and comfort in clinical 

settings.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conduct comprehensive patient assessments, plan 

and implement care and develop skills to assess, 

plan and implement nursing care of adult 

patients with a variety of medical and/or surgical 

clinical situations.

심화
(433)

여성건강간호학I Women's Health Nursing I

여성건강간호 개념과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전략을 이해하고 임신여성과 태아성장 발달에 관

한 간호중재를 다룬다. 또한 임산부의 정산분만

과 산욕기의 건강관리를 이해하고 정상 임산부와 

정상 산모에 관한 간호중재를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concepts of women's 

health nursing and nursing strategy for women's 

health promotion, and learn nursing intervention 

for maintenance of health about pregnant women 

and growth and development of fetus. In addition, 

students understand the maintenance of health 

during childbirth and postpartum, and learn 

nursing intervention for normal childbirth and 

postpartum. 

심화
(433)

여성건강간호학Ⅱ Women's Health Nursing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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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 분만, 산욕기를 이해하고 고위험 임

부, 고위험 산부, 고위험 산모에 관한 간호 중재

를 학습한다. 또한 부인과 질환 대상자의 사정과 

평가 및 간호중재를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complications of 

pregnancy, labor and postpartum, and learn 

nursing intervention for high risk in pregnancy, 

labor, and postpartum. Students learn about 

assessment, evaluation, and nursing intervention 

for women with gynecological diseases.

실무
(253)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Ⅰ Practicum in Women's Health NursingⅠ

임상상황에서 임신, 분만, 및 산욕기 간호대상자

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과 실제

를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how to carry 

out practice and nursing process in solving 

health problem with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partum period in the clinical setting.

실무
(253)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Ⅱ Practicum in Women's Health Nursing Ⅱ

임상상황에서 부인과 질환 대상자들의 건강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과 실제를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how to carry out 

practice and nursing process in solving health 

problem with gynecologic disease in the clinical 

setting.

심화
(433)

아동간호학I Pediatric Nursing I

아동간호의 개념과 아동기 건강문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신체계통별 아동기 흔한 질

환의 병태생리, 임상증상, 치료 및 간호중재를 학

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basic concepts of 

pediatric nursing and commonly encountered 

childhood health problems. Students can acquire 

knowledge about pathophysiology, clinical 

manifestations, therapeutic and nursing care 

management of childhood diseases from the 

biologic systems orientation. 

심화
(433)

아동간호학Ⅱ Pediatric Nursing Ⅱ

아동과 가족의 성장 및 발달을 적용하여 아동기

에 흔히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요 발달단계별 아동기 질환과 문제를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commonly encountered 

childhood problems with application of concepts 

of development of child and the family. Students 

can learn their knowledge about common 

pediatric diseases and disorders during the major 

developmental stages.

실무
(253)

아동간호학실습Ⅰ Practicum in Pediatric Nursing Ⅰ

아동의 건강증진과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돕고자 

아동간호술기를 관찰・수행하고 간호과정을 적용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give 

observation and practice of nursing care, and 

application of nursing procedure in order to 

facilitate child-health promotion,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실무
(253)

아동간호학실습Ⅱ Practicum in Pediatric Nursing Ⅱ

아동간호현장에서 전문적인 간호사의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서 간호문제를 사정하고 질환에 따른 

진단검사, 치료 및 간호중재를 이해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assess nursing problems in the childcare field 

and understand diagnostic tests, medical and 

nursing care interventions in order to play a 



312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role as professional nurses. 

심화
(433)

정신간호학I Mental Health Nursing I

개인, 가족 및 집단에서 필요한 정신간호의 지식

을 습득하고,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활

과정을 통한 인격발달과 적응행동을 탐구하며 최

적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the knowledge 

of mental nursing necessary for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and we explore personality 

development and adaptation behavior through 

the life process from personality to death, learn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for optimal mental 

health promotion.

심화
(433)

정신간호학Ⅱ Mental Health Nursing Ⅱ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특수문제를 지닌 대상자

(고 위험집단, 응급 및 위기집단, 아동청소년, 노

인 등)와 만성정신장애자들의 재활 및 정신질환 

대상자를 위한 간호중재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rehabilitation 

and mental health skills and nursing intervention 

for people with special mental problems (high 

risk group, emergency and crisis group, child 

youth, senior) and those with chronic mental 

disorders.

실무
(253)

정신간호학실습Ⅰ Practicum in Mental Health Nursing Ⅰ

임상실무경험을 통해 임상 정신질환 대상자들의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배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 익힌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various mental 

health problems of mental patients and learn 

nursing process to solve them through clinical 

practice. 

실무
(253)

정신간호학실습Ⅱ Practicum in Mental Health Nursing Ⅱ

임상실무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및 정신질환 대상

자들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재활과 간

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익힌

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the role of 

nurses who can apply social rehabilitation and 

nursing process for solving mental health 

problems of community and mental patients.

심화
(433)

노인간호학 Gerontological Nursing

노인의 다양한 건강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

도록 노인의 제특성과 노화이론, 노화로 인한 생

태학적 변화, 노인건강증진, 재활, 노인복지정책 

등을 파악하여 간호 현장에서 노인 간호사로서의 

지식과 기술, 자질을 터득하는데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figure out 

the knowledge, art and qualification of 

gerontology nurse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physiological changes, health 

promotion, rehabilitation, welfare policy of the 

aged clients, theory of aging for managing their 

various health problems and needs in clinical 

setting.

실무
(253)

노인간호학실습 Practicum in Gerontological Nursing

노인장기요양제도내에서 노인간호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터득하고 노인 간호사의 역할을 익힌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learn 

theories and skill of geriatric nursing, case 

management and role of geriatric nurse in 

long-term care system.

심화
(433)

지역사회간호학I Community Health NursingⅠ

지역사회 간호개념과 간호이론을 이해하고, 지역 This course deals with community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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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터득한다. 또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전

달체계 및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실제를 

이해한다.  

concepts and nursing theories and learn the 

roles of community nurse through community 

nursing processes. Students can expect to 

underst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policies,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and 

various community health nursing projects. 

심화
(433)

지역사회간호학Ⅱ Community Health Nursing Ⅱ

학교, 산업장 등에서의 보건간호정책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터득한다. 또한 현장

별 보건교육 전략 및 매체활용에 대한 지식을 학

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community health policies 

in schools, industry, etc. and learn the roles of 

community nurse. Students can expect to learn 

how to use health education strategies and 

media in the field. 

실무
(253)

지역사회간호학실습I Practicum in Community Health Nursing I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보건정책과 보건교육 및 건

강증진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사회간호사와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익힌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mmunity health policy,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Korea, and 

learn roles of community nurse and health 

educator.

실무
(253)

지역사회간호학실습II Practicum in Community Health Nursing II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보건사업

의 실제를 이해하고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을 익

힌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understand 

the practices of various occupational health 

programs and learn roles of community nurse 

for industrial workers.

심화
(523)

간호관리학 Nursing Management

간호행정에 관한 기본이론을 습득하고 간호대상

자들에게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

관리과정에 기초하여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

제 영역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basic theories about 

nursing administration. Based on nursing 

management process, students can expect to 

improve the knowledge on planning, organizing 

and staffing management functions in providing 

effective nursing for patients.

실무
(253)

간호관리학실습 Practicum in Nursing Management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간호과정과 간호

업무의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의 간호 관리 

과정을 통하여 간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effectively 

perform the functions and nurse managers by 

learning practicing nursing process and practicing 

management process in the current health care 

systems. 

실무
(253)

통합시뮬레이션실습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um in Nursing

임상 시나리오와 Human Patient Simulator를 적용

하여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호 문제를 학생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하고, 간

호지식, 실기능력과 태도를 통합하는 능력을 향

상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practice 

determining nursing problem in clinical practice 

and solving the problem using clinical scenarios 

and human patient simulator by nursing students 

themselves. Students can expect to improve the 

ability to integrate nursing knowledg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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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and attitudes. 

심화
(433)

간호연구 Nursing Research

간호학의 이론을 형성하고 이론을 검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공부한다. 이를 통하여 연

구문제 설정, 문헌고찰, 가설, 연구 설계(실험설

계, 비실험설계), 표본선정, 자료수집, 측정,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간호연구과정을 단계별로 학습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nursing theories, how they 

are established, and how they can be proved. 

students can expect to learn the process of 

nursing research; setting a research goal, 

literature review, setting a hypothesis, research 

desig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design, designing of samples, methods of data 

collection measurement and writing of research 

report.

심화
(523)

보건의료법규 Health related Law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내에서 보건의약관계 법규

를 이해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올바른 간호행위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조항을 학습한

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health and 

medical laws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As a 

health care provider, students can expect to 

lear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erform rightful nursing practice.

전문
(325)

정보사회와간호 Information Society and Nursing

선구적 간호사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임상 

간호에서 활용하고 있는 간호정보 기술과 시스템

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learn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applying 

nursing clinical in order to cultivate the ability 

of the pioneering nurse.

전문
(523)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Health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지역사회, 학교, 산업장, 병원 등 다양한 건강증

진 대상자 집단에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초점행

위와 이 행위에 대한 교육적 진단을 통해 건강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습득한

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development and the 

evaluation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public health, school health, occupational health 

and clinical health. 

전문
(325)

다문화간호 Transcultural nursing

다양한 건강관리 현장에서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 돌

봄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understand 

and to learn multicultural caring for culturally 

competent nurse in various health care settings.

전문
(325)

호스피스간호 Hospice nursing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을 신체적, 정

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임종을 평안하

게 맞고, 가족이 갖는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

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learn the 

end-of-life care for clients and their family 

through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care 

with holistic approach.

전문
(325)

진단검사와간호 Diagnostic tests and nursing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의학적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진단검사에 대해 학습하며, 이 과

정에서 필요한 간호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learn the 

process and method of critical diagnostic tests. 

In addition, the nursing care to be needed for 



315

의과학대학 - 간호학과

clients having these diagnostic tests.

전문
(325)

보완대체요법과간호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and nursing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의학적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간호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students to learn the 

process and method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In addition, the nursing care 

to be needed for clients having these therapies.



316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물리치료학과 (Dept. of Physical Therapy)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인재

전공능력 전문지식획득능력 · 임상현장실무능력 · 경쟁력확보능력

교육목표
물리치료학과의 교육목표는 이웃과 사회 건강에 이바지하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적 감

각과 도전 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전공 기초 

교육과정 운영

◾임상사례 연구(clinical case study) 및 임상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중심과 프로젝트 중심의 교

육과정 운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손상과 기능에 대한 평가 및 물리치료를 수행하여 실습 및 봉사경험 제

공

◾지도교수의 밀착 지도하에 졸업논문 작성 후 교내 학술제 및 전문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

수여학위 보건학사 (Bachelor of Health Sci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의료기관 물리치료사

재활관련기관 물리치료사

의료기기 기업 인간공학기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문지식획득능력

정의 전공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발적 탐구,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준거
◾ 인체 움직임의 역학적 분석, 보행 및 동작분석, 자료분석 능력
◾ 인체 측정 및 평가, 조사 및 통계 처리, 치료 적용 능력

임상현장실무능력

정의
전공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임상현장에서의 치료적용, 의료진 및 동료 간 협업 태도 
및 임상 업무에 대한 책임감

준거
◾ 물리적 인자의 기본 원리 이해와 적용, 손상에 따른 적절한 운동치료 적용, 시

스템별 질환의 이해, 소아와 노인의 특성 이해 및 치료 적용 능력 
◾ 중재 적용, 목표설정, 치료계획 및 예후분석 능력

경쟁력확보능력

정의 전공 전문지식 및 임상현장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물리치료 능력의 국제화  

준거
◾ 임상의사결정, 근거중심연구 사례연구 능력 
◾ 논문 검색, 치료 전략 수립, 치료성과 분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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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문지식획득능력 임상현장실무능력 경쟁력확보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임상의사결정, 근거중심연구 
사례연구, 국가고시준비

 논문 검색, 치료 전략 
수립, 치료성과 분석, 논문 

발표 
전문가적인 태도와 윤리의식

실무

물리적 인자의 기본 원리 
이해와 적용, 손상에 따른 
적절한 운동치료 적용, 
시스템별 질환의 이해, 

소아와 노인의 특성 이해 
및 치료 적용 

 중재 적용, 목표설정,

치료계획 및 예후분석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인체 움직임의 역학적 분석,

보행 및 동작분석, 자료분석

측정과 검사, 

조사 및 통계, 치료 적용 

객관적 판단 및 태도,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의학용어 이해와 적용,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해, 
질병 및 조직의 병리적 

현상 이해

대인 관계, 의사소통 

환자중심적 태도, 

 환자의 주호소 증상 경청 및 
응대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문지식획득능력 임상현장실무능력 경쟁력확보능력

의료기관  ●  ●  ◐

재활관련기관  ◐  ◐  ◐

의료기기 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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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문지식획

득능력

임상현장

실무능력

경쟁력확

보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정형물리치료학 ● ◐ ◐ 4 4 2

근골격계물리치료학 ● ◐ ◐ 4 4 2

아동물리치료학 ● ◐ ◐ 5 3 2

신경계물리치료학 ● ◐ ◐ 4 4 2

기능훈련사례연구 ● ◐ ◐ 4 4 2

심호흡계물리치료학 ● ◐ ◐ 4 4 2

연구방법론 ● ○ ◐ 4 4 2

보건학및보건의료법규 ● ◐ ◐ 4 3 3

물리치료임상의사결정 ◐ ◐ ● 4 3 3

보조기및의수족 ● ◐ ◐ 4 3 3

실무

신경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 ● ◐ 4 3 3

근골격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 ● ◐ 4 3 3

아동물리치료학임상실습 ◐ ● ◐ 4 3 3

성인물리치료학임상실습 ◐ ● ◐ 4 3 3

기초물리치료학임상실습 ◐ ● ◐ 4 3 3

물리적인자치료학 ◐ ● ◐ 5 3 2

응용운동치료학 ◐ ● ◐ 4 4 2

노인물리치료학 ◐ ● ◐ 4 3 3

심화

보건통계학 ● ○ ◐ 5 3 2

인체운동학 ● ◐ ◐ 5 3 2

신경과학 ● ● ● 5 3 2

신경계재활 ● ● ● 5 3 2

측정및평가 ● ● ● 4 4 2

기초운동치료학 ● ● ● 5 3 2

이학적검사학 ● ● ● 5 3 2

기초

인체해부학및실습 ● ◐ ◐ 6 2 2

물리치료학개론 ● ● ◐ 6 2 2

근골격계해부학 ● ◐ ◐ 6 2 2

병리학 ● ◐ ◐ 6 2 2

생리학및실습 ● ◐ ◐ 6 2 2

기능해부학및실습 ● ◐ ◐ 6 2 2

신경해부학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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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
분야

직무
수준 전문지식획득능력 임상현장실무능력 경쟁력확보능력

의료기관

전문

근골격계물리치료학 [필]

정형물리치료학

아동물리치료학

신경계물리치료학 [필]

심호흡계물리치료학

보건학및보건의료법규

기능훈련사례연구

물리치료임상의사결정

실무

신경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필]

근골격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성인물리치료학임상실습 

아동물리치료학임상실습

기초물리치료학임상실습

물리적인자치료학

응용운동치료학

노인물리치료학

심화

측정및평가 [필]

신경과학

인체운동학

신경계재활

기초운동치료학 [필]

이학적검사학 [필]

보건통계학

기초

인체해부학및실습 [초]

물리치료학개론 [초]

근골격계해부학

병리학

생리학및실습 [필]

기능해부학및실습 [필]

신경해부학 [필]

재활관련

기관

전문

근골격계물리치료학 [필]

정형물리치료학

아동물리치료학

신경계물리치료학 [필]

심호흡계물리치료학

보조기및의수족

보건학및보건의료법규

기능훈련사례연구

물리치료임상의사결정

실무

신경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필]

근골격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성인물리치료학임상실습 

아동물리치료학임상실습

기초물리치료학임상실습

물리적인자치료학

응용운동치료학

노인물리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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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분야

직무
수준 전문지식획득능력 임상현장실무능력 경쟁력확보능력

심화

측정및평가 [필]

신경과학

인체운동학

신경계재활

기초운동치료학 [필]

이학적검사학 [필]

보건통계학

기초

인체해부학및실습 [초]

물리치료학개론 [초]

근골격계해부학

병리학

생리학및실습 [필]

기능해부학및실습 [필]

신경해부학 [필]

의료기기

기업

전문

근골격계물리치료학 [필]

정형물리치료학

아동물리치료학

신경계물리치료학 [필]

심호흡계물리치료학

보건학및보건의료법규

보조기및의수족

연구방법론 [필]

보건학및보건의료법규

기능훈련사례연구

실무

신경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필]

근골격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성인물리치료학임상실습 

아동물리치료학임상실습

기초물리치료학임상실습

물리적인자치료학

응용운동치료학

노인물리치료학

심화

측정및평가 [필]

신경과학

인체운동학

신경계재활

기초운동치료학 [필]

이학적검사학 [필]

보건통계학

기초

인체해부학및실습 [초]

물리치료학개론 [초]

근골격계해부학

병리학

생리학및실습 [필]

기능해부학및실습 [필]

신경해부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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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임상의사결정
근거중심연구
사례연구
국가고시준비

전문

신경계물리치료학(G)
기능훈련사례연구(G)
근골격계물리치료학(G)
연구방법론(C)
심호흡계물리치료학(G)
정형물리치료학(G)
아동물리치료학(G)

물리치료임상의사결정(MR)
보건학및보건의료법규(G)
보조기및의수족(RC)

물리적 인자의 기본
원리 이해와 적용
손상에 따른 적절
한 운동치료 적용
시스템별 질환의 이해
소아와 노인의 특성 
이해 및 치료적용

실무 물리적인자치료학(G) 응용운동치료학(G)

신경계물리치료학
임상실습(G)
근골격계물리치료학
임상실습(G)
아동물리치료학임상실습(G)
성인물리치료학임상실습(G)
기초물리치료학임상실습(G)
노인물리치료학(G)

보행 및 동작분석 
움직임의 역학적  
분석
자료분석

심화

신경과학(G)
인체운동학(G)
보건통계학(G)
기초운동치료학(G)
이학적검사학(G)

신경계재활(G)
측정및평가(G)

질병 및 조직의 
병리적 변화 이해
인체의 구조와 기
능 이해 의학용어 
이해와 적용

기초
근골격계해부학(G)
물리치료학개론(G)
인체해부학및실습(G)

병리학(G)
신경해부학(G)
기능해부학및실습(G)
생리학및실습(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G)공통교과 (M)의료기관(Medical institution) (R)재활관련기관(Rehabilitation-related agencies) (C)의료기기기

업(Medical Equipment Company)

비 
교 
과

▪싹수 ▪수업외전공심화 
학습모임

▪꿈수

▪수업외전공심화 
학습모임

▪취업캠프
▪추계학술대회

▪졸업논문 발표제
▪추계학술대회
▪국가고시준비반

JJ직무멘토링,
재학생직무능력향상특강

[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87학점(기초 6 + 전필 30 + 전선 51) 이상 전필 30 1~4

전선 51 1~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논문 작성 및 발표)  

 ◾졸업시험(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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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3138 인체해부학및실습 Human Anatomy & Practice 3 3 기초 6 2 2

2
기초 11027 물리치료학개론 Introduction to Physical Therapy 3 3 기초 6 2 2

전선 13989　근골격계해부학 Musculoskeletal Anatomy 3 3 기초 6 2 2

2

1

전선 11221 병리학 Pathology 3 3 기초 6 2 2

전선 00000 보건통계학 Health Statistics 3 3 심화 5 3 2

전필 11747 생리학및실습 Physiology & Practice 3 3 기초 6 2 2

전필 11207 기능해부학및실습 Functional Anatomy & Practice 3 3 기초 6 2 2

전필 11750 신경해부학 Neuroanatomy 3 3 기초 6 2 2

2

전선 11755 인체운동학 Human Kinesi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13727 물리적인자치료학
Physical Agents in Physical Therapy & 
Practice

3 3 실무 5 3 2

전필 11743 기초운동치료학 Basic Therapeutic Exercise 3 3 실무 5 3 2

전필 11754 이학적검사학 Physical Examination Procedures & Practice 3 3 실무 5 3 2

전선 13990 신경과학 Neuroscience 3 3 심화 5 3 2

3

1

전선 11752 응용운동치료학 Applied Therapeutic Exercise & Practice 3 3 실무 4 4 2

전선 14723 신경계재활 Neurological Rehabilitation 3 3 심화 5 3 2

전필 13319 측정및평가 Measure and Evaluation & Practice 3 3 심화 4 4 2

전필 11236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3 3 전문 4 4 2

전선 11240 심호흡계물리치료학 Cardiopulmonary Physical Therapy 3 3 실무 4 4 2

2

전선 11758 정형물리치료학 Orthopedic Physical Therapy & Practice 3 3 실무 4 4 2

전필 11742 근골격계물리치료학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 Practice 3 3 전문 4 4 2

전선 11751 아동물리치료학 Pediatric Physical Therapy 3 3 실무 5 3 2

전선 15726 기능훈련사례연구 Case Study for Functional Training 3 3 전문 4 4 2

전필 11749 신경계물리치료학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 Practice 3 3 전문 4 4 2

4

1

전필 13859 신경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um in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3 9 실무 4 3 3

전선 13986
근골격계물리치료학임상실

습

Clinical Practicum in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3 9 실무 4 3 3

전선 13987 아동물리치료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um in Pediatric Physical 
Therapy

3 9 실무 4 3 3

전선 13988 성인물리치료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um in Adults Physical Therapy 3 9 실무 4 3 3

전선 13953 기초물리치료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um in Basic Physical Therapy 3 9 실무 4 3 3

2

전선 11746 보조기및의수족 Orthotics and Prosthetics 3 3 전문 4 3 3

전선 15005 물리치료임상의사결정 Clinical Decision Making in Physical Therapy 3 3 전문 4 3 3

전선 13954 보건학및보건의료법규 Public Health Science & Law 3 3 전문 4 3 3

전선 00000 노인물리치료학 Geriatric Physical Therapy 3 3 실무 4 3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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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생리학및실습 Physiology & Practice

본 과목의 목적은 생리학적 반응을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신경계, 근육계, 심혈관계, 호흡

계, 대사계, 내분비계, 비뇨기계의 생리적 현상에 

대해 학습한다.

The aim of this unit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physiological 

responses. This course includes the study of cell 

biology, neurophysiology, physiology of muscle, 

cardiovascular, respiratory, basic metabolic, 

endocrine, and renal function.

기초
(622)

기능해부학및실습 Functional Anatomy & Practice

인체 근골격계의 구조 및 기능적 중요성을 배우

고, 이를 기능적 활동과 연관된 신체움직임에 적

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또한, 신체 촉진 방법

과 움직임 분석 방법에 대해 실습한다.

Functional Anatomy & Practice is the study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al significance of the 

human body and its application to the motion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lso, students 

practice the skills related to the palpation and 

motion analysis of the huma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인체해부학및실습 Human Anatomy & Practice

인체해부학은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는 학문

으로서, 전반적인 인체의 구조를 학습하며, 인체 

각 계통- 근골격계, 신경계, 혈관계, 호흡계, 소화

계, 비뇨생식기계, 내분비계와 피부계- 에 초점을 

두고, 각 계통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학습한다.

Human anatomy is the study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ody. This course is concerned 

with structures and anatomy of human body 

system; musculoskeletal, nervous, vascular, 

respiratory, digestive, urogenital, endocrine, and 

integumentary systems.

기초
(622)

물리치료학개론 Introduction to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학에 대한 주요개념을 소개하고, 환자의 

권리, 물리치료사로서 전문가적 윤리와 행동에 

대해 다룬다. 이 과목에서는 환자와의 기본적인 

대화 기술, 물리치료사로서의 진단과 치료에 대

해 소개한다. 또한 물리치료와 의학 분야에서 해

부학과 생리학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의학용어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profession of physical 

therapy and the issues of patients' rights, 

professional ethics and behaviour. This course  

includes the clinical skills of communication, 

diagnosis and treatment as a physical therapist. 

And,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about 

medical terminology with an emphasis on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terms in the field 

of physical therapy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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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신경해부학 Neuroanatomy

신경계의 기본적 구조와 기능을 학습한다. 또한 

임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적 중재법을 모색한다.

This unit introduces students to the basic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nervous system. 

Also, students understand the nervous system 

diseases that are common in clinical practice and 

seek therapeutic intervention methods.

실무
(532)

이학적검사학 Physical Examination Procedures & Practice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법에 대해 학습한다. 이러한 검사법은 생체역학, 

관찰, 관절가동범위와 도수근력검사 등이 포함된

다. 

This unit deals with the physical examination 

including biomechanics, observation, range of 

motion, and manual muscle strength tests related 

to  musculoskeletal and nervous diseases. 

실무
(532)

기초운동치료학 Basic Therapeutic Exercise

인체의 운동에 대한 원리와 생리학적인 측면을 

습득하고, 최대 능력을 위한 신체분절의 자세 정

렬을 평가하고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The course includes principle and physiology of 

exercises across all ages, and their general types 

and classifications. Postural alignment of body 

segments for maximum function is also 

emphasized, as well as posture evaluation and 

correction.

심화
(442)

측정및평가 Measure and Evaluation & Practice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 방법

을 사용하여 인체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관찰하고 

측정하여 그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

한다. 측정에는 특수검사, 자세의 관찰, 보행 및 

동작 분석, 기능수준의 측정, 균형능력 측정, 생

체반응 측정이 포함되며, 각 평가의 타당도와 신

뢰도에 대해 학습한다.

This unit examines the observation and 

measurement of normal movement using various 

clinical methods suitable for clinical application. 

Measurements and evaluations include the special 

tests, observation of postural alignments, gait 

and motion analyses, functional levels, balance 

abilities, and biological responses. Also, students 

stud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ach 

evaluation.

전문
(442)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물리치료 및 관련 학문 분야의 논문을 읽고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물리치료의 최근 

연구동향 및 연구 방법을 학습한다. 본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의 연구 과제를 프리젠테이션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In this unit,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a 

research project in an area of, or related to, 

physical therapy. students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an academic staff member. An 

aim of this unit is to develop students' skills 

required to present orally the their research 

result and to produce and submit their thesis.

전문 
(442)

근골격계물리치료학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 Practice

근골격계 통증을 가진 환자를 평가, 진단, 치료하

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학습하며, 이 강좌를 

The aim of this unit is to develop the skills 

required to assess, diagnose and manag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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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통해 임상연구 자료와 임상적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기법을 습득한다.

individuals with musculoskeletal pain. Students 

will develop the ability to select and implement 

interventions based on clinical reasoning, 

principles of evidence based practice, and safety. 

전문 
(442)

신경계물리치료학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 Practice

중추신경계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다룬다. 중추신경계 환자의 측정과 해석과정, 임

상적 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및 

치료결과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익힌다.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aims to develop 

students’ability to apply relevant theoretical 

and data-based scientific findings to clinical 

practice in the area of neuro-rehabilitation 

which treats individuals with neurological 

disorders.

실무
(433)

신경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um in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임상적 경험을 습득하는 단계로, 임상 교수의 감

독과 지도하에, 임상기관에서 신경계 환자를 치

료하는 전문가적 태도와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is most advanced phase on the series of 

clinical experience and practice to their 

profession in hospitals under the guidance of 

clinical educator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demonstrate competence in both the specific 

clinical skills for neurological area as well as the 

generic skills and attributes of physical therapy 

professional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근골격계해부학 Musculoskeletal Anatomy

일반 해부학과 생리학의 기초에 근거한 인체의 

구조, 근육, 건과 신경에 대한 학습 과정으로, 근

골격계 중심의 해부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결합

조직의 역학적 특성, 몸통과 사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This unit of study begin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anatom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musculoskeletal system. This course 

includes mechanical properties of connective 

tissue and regional functional anatomy of human 

trunk and limbs.

기초
(622)

병리학 Pathology

일반적 병리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염증, 손상, 

퇴행, 조직손상과 유합의 과정, 면역에 대한 세포

반응을 이해하고,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 숙주 및 

환경과 병적인 관련성의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

고, 조직의 병리적 변화에 대해 학습한다.

The subject provides a background knowledge on 

general pathology, tissue/cellular reaction to 

inflammation, injury, degeneration, tissue repair, 

and process of healing and immunity. It also 

provides background knowledge i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host, enviro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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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pathogen in health and diseases. The subject 

offers a demonstration of audiovisual aids on the 

pathologic changes of tissue/cell and the 

common pathogene.

심화
(532)

보건통계학 Health Statistics

물리치료학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 및 기록하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Students learn how to collect, analyze, record, 

and present the data needed to study in physical 

therapy.

심화 
(532)

인체운동학 Human Kinesiology

일상활동 중 인체의 조직에 가해지는 부하와 스

트레스, 발생되는 움직임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생리학적, 해부학적 기능을 이

해한다.  

This unit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biomechanics relevant 

to the analysis of movement, body loads, and 

tissue stresses associated with a wide range of 

human activities. 

심화
(532)

신경과학 Neuroscience

신경계의 성질, 구조, 기능 및 병리를 다루는 새

로운 의학 영역 분야로서, 물리치료사들이 임상

에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신경과학적 문제를 

다룬다.

Neuroscience is a relatively new medical science 

concerned with the structure, function, and 

pathology of the nerver system. This course 

deals with important problems that the physical 

therapists meet in their clinics.

실무
(532)

물리적인자치료학 Physical Agents in Physical Therapy & Practice

치료와 진단에 적용하기 위해 전기, 광선 및 물

의 원리를 이해한다.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신

경전도 속도를 측정하는 근전도와 치료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전기 자극 치료에 대한 신체적, 생

리학적인 효과 및 적용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또

한 빛과 광선이 갖는 물리적, 생리적 기본 원리

를 학습하고 임상에서 치료에 이용되는 여러 광

선치료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한다. 그리고, 

수치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열과 냉, 그리고 치

료적 마사지의 역사, 치료 원리, 치료 과정 및 치

료법 등을 배운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ricity, light, and water for their application 

to therapeutic and diagnostic use in Physical 

Therapy. This unit includes principles, 

techniques, physical and physiological bases for 

the therapeutic use of heat (superficial and 

deep), cold, light, low frequency and high 

frequency currents and sound waves. Also, this 

cours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hototherapy. In this unit students will acquire 

the skills of physiological and general 

classification, procedure and treatment 

techniques of them. 

심화
(532)

신경계재활 Neurological Rehabilitation

재활치료를 요하는 신경계 질환에 대하여 그 원

인, 평가, 증상, 치료 등의 이론을 학습하여 임상 

적용에 필요한 신경계 재활 지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ory in the 

pathophysiology, evaluation, symptoms and 

rehabilitation of neurological disorders. Also, this 

unit includes understanding of principles of 

neurological rehabilitation, such as the traumatic 



327

의과학대학 - 물리치료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and congenital lesions of the spine, brain, and, 

cerebrovascular disease related with neurological 

disorders.

실무
(442)

응용운동치료학 Applied Therapeutic Exercise & Practice

근골격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 방

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

한 과정은 생체역학적 요소, 신경생리학적 요소, 

운동조절 요소 및 치료 목적에 따라 분석되고 적

용된다. 또한 이 과목에서 근골격계 장애에 대한 

임상적 사례들을 다룬다.   

This course presents a process for choosing 

appropriate exercise procedures for intervention 

with musculoskeletal involvement. Procedures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biomechanical, 

neurophysiological, motor control factors, and 

treatment goals that can be achieved. Also, this 

course deals with the clinical case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실무
(532)

아동물리치료학 Pediatric Physical Therapy

영유아 및 아동에게 발생되는 신경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 및 치료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unit of study aims to prepare students as a 

competent entry-level practitioner in the area of 

paediatric physical therapy. students will become 

aware of the changes which occur from infancy 

through to maturity in neuromotor, 

musculoskeletal and cardiopulmonary development 

and will address issues related to assessment and 

training strategies in children with potential 

dysfunction in those systems.

실무
(442)

정형물리치료학 Orthopedic Physical Therapy & Practice

본 과목의 목적은 근골격계 장애를 관리하기 위

해 근거에 기반하여 도수 치료 및 운동 치료를 

학습하는 것이다.

The aim of this unit is to develop further skills 

for manage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using manual therapy and exercise interventions 

based on evidence.

실무
(442)

심호흡계물리치료학 Cardiopulmonary Physical Therapy

심호흡계 장애와 관련하여 원인, 병리적 요인, 임

상적 양상, 관리, 치료를 이해하고, 혈관질환 장

애와 호흡계 장애 환자를 위한 자세배액의 물리

치료 기법을 학습한다.

The aim of this unit is to continue to develop 

knowledge and skills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patients across the age spectrum 

with acute and chronic pulmonary dysfunction. 

This unit will introduce students to the 

knowledge, skills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processes necessary for effective treatment of 

patients across the age spectrum with acute and 

chronic cardiac dysfunction. 

전문 
(442)

기능훈련 사례연구 Case Study for Functional Training

신경계 손상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환자를 The aim of this unit is to develop skil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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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평가하는 방법과 기록하는 방법을 익히고, 환자

를 기능훈련 시키는 방법,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환자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익힌다.

functional training based on case studie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integrate and apply 

information across human body mechanics, 

patient positioning, mobility, transfers, 

communication and instruction skills to patients, 

and documentation to enhance treatment 

outcomes.

실무
(433)

노인물리치료학 Geriatric Physical Therapy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

해하고,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되는 손상,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unit of study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examine the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s associated with healthy ageing 

and the more common impairments, functional 

limitations, and disabilities that arise in an older 

population.

실무
(433)

기초물리치료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um in Basic Physical Therapy

임상적 경험을 습득하는 단계로, 임상 교수의 감

독과 지도하에, 임상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적 태도와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is most advanced phase on the series of 

clinical experience and practice to their 

profession in hospitals under the guidance of 

clinical educator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demonstrate competence in both the specific 

clinical skills for each area as well as the 

generic skills and attributes of physical therapy 

professionals.

실무
(433)

성인물리치료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um in Adults Physical Therapy

임상적 경험에 대한 단계로, 임상 교수의 감독과 

지도하에, 임상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

적 태도와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is most advanced phase on the series of 

clinical experience and practice to their 

profession in hospitals under the guidance of 

clinical educator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demonstrate competence in both the specific 

clinical skills for each area as well as the 

generic skills and attributes of physical therapy 

professionals. 

실무
(433)

아동물리치료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um in Pediatric Physical Therapy

임상적 경험에 대한 단계로, 임상 교수의 감독과 

지도하에, 임상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

적 태도와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is most advanced phase on the series of 

clinical experience and practice to their 

profession in hospitals under the guidance of 

clinical educator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demonstrate competence in both the specific 

clinical skills for each area as well as the 

generic skills and attributes of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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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professionals.

실무
(433)

근골격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um in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임상적 경험에 대한 단계로, 임상 교수의 감독과 

지도하에, 임상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

적 태도와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is most advanced phase on the series of 

clinical experience and practice to their 

profession in hospitals under the guidance of 

clinical educator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demonstrate competence in both the specific 

clinical skills for each area as well as the 

generic skills and attributes of physical therapy 

professionals. 

전문 
(433)

보조기및의수족 Orthotics and Prosthetics

상지, 하지 및 척추보조기와 의수족의 기본 원리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장애환자의 재활과 독

립적인 삶을 위해 보조기와 의수족을 적용하는 

종합적인 방법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study of the 

principles of splinting, casting, bandaging, 

bracing for four extremities and spine. This unit 

provides a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basic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management of disabled person, and how to 

encourage disabled people to lead independent 

live.

전문
(433)

보건학및보건의료법규 Public Health Science & Law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법규와 공중보건에 대

해 이해한다. 의료법, 의료기사법, 지역사회보건

법 등 의료서비스 관련 제반 법률적 지식을 학습

한다. 또한 공중보건학 영역의 많은 내용 중 물

리치료사와 관련된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to learn 

health law in the context of analyzing and 

proposing advocacy approaches to contemporary 

social and legal problems. The format places 

students in the midst of health issues that are 

confronting lawyers representing consumers, 

patients, employees, physicians, and government 

agencies. Other topics with public health for 

physical therapy will be also learned in the 

course.

전문
(433)

물리치료임상의사결정 Clinical Decision Making in Physical Therapy

본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물리치료 평가 및 중

재 방법에 관한 개요를 배우고, 물리치료사가 직

면하는 다양한 임상적 의사 결정과 이러한 결정

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임상적 의사 결정을 위한 치료를 계획하고 

중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물리치료사의 권리, 역

할 및 책임에 대해 학습한다.

The goal of this class is to provide students with 

overview of how physical therapy is practiced 

and learned the various clinical decisions being 

made by physical therapists as well as factors 

influencing those decisions. Students learn about 

physical therapist's rights duty and responsibility 

for planning treatments and applying intervention 

and making clinical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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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Dept. of Functional Food & Biotechnology)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농식품·생명공학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글로컬 인재

전공능력  현장실무능력·전문연구개발능력·글로컬 융복합능력

교육목표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는 가속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연과 과학의 원리를 접목한 건강지
향형 농식품·생명과학분야의 연구·개발·생산·관리 능력을 갖춘 융복합형 전문 인재를 양
성하고자 하며 다양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및 기능성 식품 관련 산업 수요에 부응하며 미
래의 농·생명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글로컬 인재를 배출하고자 함.

교육과정

◾단순한 이론적 지식을 넘어서 식품생명산업현장 및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천적 기술을 체득
시키는 실용중심 교육과 사회맞춤형 교육

◾국내외 관련 산업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고 요구되는 신기술과 신제품  연구개발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코칭

◾기업 또는 창업하는데 필요한 제반 노하우를 습득하게 하여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한 창의적 
글로컬 인재 양성

◾연계전공으로 식품영양학 연계전공과 벤처창업연계전공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수요와 
진로에 부합하는 기회 제공

수여학위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식품·바이오 연구개발 식품기사, 위생사

식품 가공 제조 식품기사,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식품가공기능사, 식품기술사

분석 및 품질 관리 식품기사, 위생사, 농산물 품질관리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현장실무능력

정의
식품과 바이오산업의 전문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과 가공 및 분석과 품질관리 등
의 실무적인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 전문적 이론에 실무능력을 적용한다.
◾ 실험실습과 실무교육을 통해 실무능력과 현장 적응능력을 갖춘다.

전문연구개발

능력

정의
식품·생명과학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문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바이
오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준거
◾ 생명현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용기술의 방법과 원리를 갖춘다.  
◾ 전문연구능력과 응용능력을 배양하여 고부가가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한다.

글로컬 

융복합능력

정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생명공학기술과 신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글로컬 융복합 능력 

준거
◾ 다양한 첨단 지식과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을 갖춘다.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글로컬 융복합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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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현장실무능력 전문연구개발능력 글로컬 융복합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농식품·생명공학 관련 분

야 연구개발의 기본 원리,

기능성 소재 개발 원리 

인체 건강과 영양과 기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법,

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 소재

의 실용화 기술

창의적 연구개발 마인드, 자

연친화적 접근, 융복합적 글

로컬 마인드

실무

농식품·바이오 소재 생산 

및 가공 원리, 기능성 분석 

및 평가 원리, 실전 창업 

개요

기능성 식품 디자인 및 분석 

기술, 바이오 소재 개발 기술, 

효능 및 안전성 평가 기술

실용적이고 실무적 관점으로 

관찰 및 적용능력, 사용자 중

심의 실전형 체험학습 능력   

심화

생명공학의 응용지식, 기능

성 식품 및 바이오 소재 

관련 실용 지식

생명공학 소재 이용기술, 

기능성 식품가공 및 응용 기

술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접근법, 

실험실습에 기초한 합리적이

고 논리적 분석능력 

기초 생명과학 관련 기초이론, 생명현상의 기초 원리, 기초 원리에 대한 탐구태도, 

전공능력

진로분야
현장실무능력 전문연구개발능력 글로컬 융복합능력

식품·바이오 
연구개발

○ ● ◐

식품 가공 제조 ● ◐ ◐

분석 및 품질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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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건강 및 바이오분야의 기

본지식

농식품·생명과학 관련 응용 

분야의 개요
자연법칙에 대한 이해력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실무

능력

전문연구

개발능력

글로컬 

융복합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식품위생법규 ● ○ ◐ 5 3 2

발효공학 ◐ ● ○ 4 4 2

농생명식품실천창업멘
터링(캡스톤디자인)

◐ ◐ ● 2 4 4

축산물가공
(캡스톤디자인)

◐ ● ◐ 4 4 2

식품포장재료학 ◐ ● ◐ 5 3 2

효능안전성검사 ● ◐ ◐ 4 4 2

실무

식품분석 및 실험 ● ◐ ○ 4 4 2

발효미생물학 및 실험 ◐ ● ○ 4 4 2

유전공학 및 실험 ◐ ● ○ 4 4 2

기능성식품디자인 및 실험
(캡스톤디자인)

◐ ◐ ● 3 5 2

농산식품가공학 및 실험
(캡스톤디자인)

◐ ● ○ 2 4 4

기기분석 및 실험 ● ◐ ◐ 3 5 2

식품가공 ◐ ● ○ 4 4 2

심화

식품화학 ◐ ● ○ 5 3 2

식품미생물학 ◐ ● ○ 5 3 2

건강기능식품학 ◐ ● ◐ 4 4 2

식품생명공학 ○ ● ◐ 5 3 2

분자생물학 ○ ● ◐ 5 3 2

임상영양학 ● ◐ ○ 5 3 2

기능성소재학 ◐ ● ◐ 5 3 2

기초

건강과학개론 ○ ● ◐ 5 2 3

인체생리학 ○ ● ◐ 5 2 3

일반생물학2 ○ ● ◐ 5 2 3

미생물학 ○ ● ◐ 5 3 2

생화학 ○ ● ◐ 5 3 2

영양학 ○ ●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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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실무

능력

전문연구

개발능력

글로컬 

융복합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유기화학 ○ ● ◐ 5 3 2

일반생물학 ● ● ◐ 5 3 2

일반화학 ●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실무능력 전문연구개발능력 글로컬 융복합능력

식품·바이오 
연구개발

(R)

전문
효능안전성검사 발효공학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식품포장재료학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캡
스톤디자인)

실무

식품분석및실험
기기분석및실험

발효미생물학및실험
유전공학및실험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
디자인)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캡스
톤디자인)

심화
임상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생명공학
분자생물학

기초

영양학 일반생물학[초]
일반화학[초]
일반생물학2[필]
건강과학개론[필]
인체생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유기화학

식품 가공 제조

(P)

전문
식품위생법규 발효공학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식품포장재료학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캡
스톤디자인)

실무

식품분석및실험
기기분석및실험
식품가공

발효미생물학및실험
유전공학및실험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
디자인)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캡스
톤디자인)

심화
식품화학
기능성소재학
건강기능식품학

기초

영양학 일반생물학[초]
일반화학[초]
일반생물학2[필]
건강과학개론[필]
인체생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유기화학

분석 및 품질관리

(Q)

전문
효능안전성검사
식품위생법규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식품포장재료학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캡
스톤디자인)

실무

식품분석및실험
기기분석및실험

발효미생물학및실험
유전공학및실험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
디자인)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캡스
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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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실용화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전문 식품위생법규(PQ)

발효공학(RP)
축산물가공(G)
식품포장재료학(G)
효능안전성검사(RQ)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G)

농식품·바이오 소재 
생산 및 가공 

기능성 식품 디자인 
및 분석

실무
식품가공(P)

식품분석및실험(G)
발효미생물학및실험(G)
유전공학및실험(G)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G)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G)

기기분석및실험(G)

기능성 식품 및 
바이오 소재의 이해

생명공학 이용기술 

심화
식품화학(PQ)
식품미생물학(R)
건강기능식품학(PQ)

식품생명공학(R)
분자생물학(R)

임상영양학(RQ)
기능성소재학(PQ)

생명과학 기초지식

생명현상의 이해 

건강과 바이오 분야 
개요  

기초

일반생물학(G)
일반화학(G)
일반생물학2(G)
건강과학개론(G)
인체생리학(G)

미생물학(G)
생화학(G)
영양학(G)
유기화학(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심화과정 트랙구분: (G)공통교과 (R)식품·바이오 연구개발 (P)식품 가공 제조 (Q)분석 및 품질관
리

비 
교 
과

▪신입생 튜터링
▪학술 동아리
▪산업체 견학
▪식품 관련 박람회 
참관

▪학술 동아리
▪산업체 견학
▪식품 관련 박람회 

참관

▪현장실습
▪자격증반(식품기사, 

위생사)
▪취업 및 창업 특강

▪현장실습
▪자격증반(식품기사, 

위생사)
▪취업 및 창업 특강

LINC+, 교내특성화사업, Together사업, 식품 R&BD, 하림산학공동융합전공, 농생명 ICT 
융합전공, 학술동아리, 산업체견학, 식품관련박람회 참관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실무능력 전문연구개발능력 글로컬 융복합능력

심화
임상영양학 식품화학

기능성소재학
건강기능식품학

기초

영양학 일반생물학[초]
일반화학[초]
일반생물학2[필]
건강과학개론[필]
인체생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유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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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36) 이상

- 심화과정: 전공 72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60) 이상

전필 6 1

전선
24

2~4
36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논문, 식품기사 자격증, 위생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등 中 택 1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의과학대학의 다른 전공소속 학생이 
복수전공하고자 할 때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6 + 전선 36학점)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의과학대학 외 다른 모집단위 소속 학
생이 복수전공하고자 할 때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6 + 전선 36학점)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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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 * 표시는 연계전공 기본이수 과목임 
- w 표시는 벤처창업 연계전공 기본이수 과목임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70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 3 기초 5 3 2

기초 16051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3 3 기초 5 3 2

전필 11655 건강과학개론 Introduction to Health Science 3 3 기초 5 2 3

2
전선 12546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 3 기초 5 2 3

전필 12314 일반생물학2 Biology 2 3 3 기초 5 2 3

2

1

전선 12827 미생물학 Microbi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10860 생화학 Biochemistry 3 3 기초 5 3 2

전선 10967 영양학 Nutrition 3 3 심화 5 2 3

전선 15006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 3 기초 5 3 2

2

전선 1086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3 3 심화 5 3 2

전선 10965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14722 식품가공* Food Technology 3 3 실무 4 4 2

전선 12828 건강기능식품학 Functional Food Science 3 3 실무 4 4 2

3

1

전선 10966 식품분석및실험 Food analysis & Experiments 3 3 실무 4 4 2

전선 15386 발효미생물학및실험w
Fermentation Microbiology and 
Experiments

3 4 실무 4 4 2

전선 14640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15369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 3 심화 5 3 2

2

전선 12831 유전공학및실험 Genetic engineering and Experiments 3 4 심화 4 4 2

전선 14641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laws and regulations 3 3 심화 5 3 2

전선 13226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캡

스톤디자인)

Functional Food Designing and 
Experiments(Capstone design)

3 3 실무 3 5 2

전선 14394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

톤디자인)w

Agricultural Foods Processing and 
Experiments(Capstone design)

3 4 실무 4 4 2

4

1

전선 11386 발효공학* Fermentation Technology 3 3 전문 4 4 2

전선 14728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캡스톤디자인)w

Agricultural Product business 
Mentoring(Capstone design)

3 3 전문 2 4 4

전선 15754 기기분석및실험
Instrumental Analysis and 

Experiments
3 3 전문 3 5 2

전선 14729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w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nd 
Experiments(Capstone design)

3 4 전문 4 4 2

2

전선 11391 식품포장재료학 Food Packaging 3 3 전문 5 3 2

전선 11392 효능안전성검사 Efficacy and Safety Assment 3 3 전문 4 4 2

전선 11379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3 3 전문 5 3 2

전선 15755 기능성소재학 Functional Biomaterials 3 3 전문 5 3 2

논문 05139 논문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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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생물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 생명체의 최소 

기본단위인 세포, 물질대사, 유전자와 그 발현 과

정, 유전, 진화, 생태학 및 동물 기관 구성과 기

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학습

Basic understanding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cells which is the smallest unit of life, 

metabolism, gene and its expression process, 

genetics, evolution, ecology, and principles of 

animal organization and function. 

기초
(532)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화학의 전반적인 개관, 기본원리와 이론 및 학설

과 응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 및 

분자 구조 및 의학, 보건, 생명 및 환경과학과 같

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화학반응의 메카니즘을 

이해하여 상급학 과목의 기초가 되게 학습한다.

Elementary of concepts of general chemistry is 

introduced. Principles, theories, rules, and 

application of chemistry are studied and this 

subject provides basic information for the 

advanced subjects b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atoms and molecules and chemical reaction 

mechanism in the various field such as medical, 

health, biologic and environmental scienc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23)

건강과학개론 Introduction to Health Science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생활습관과 환

경 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 분석하고 웰빙 건강

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피부 관리, 비만관리, 

노인건강관리를 포함한 건강관리의 전반적인 개

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the personal 

wellness by having an understanding of the 

social, physical, and emotional dimensions of 

health, and management of skin care, obesity, 

and healthy aging with a wellness approach.

기초
(523)

일반생물학2 Biology 2

기초적 생물학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자세한 생

명체의 기능과 특성을 익히되 특히 생물학적 실

험 또는 세미나나 토론을 통해 공부한다.

Detailed study on the features and functions of 

lives based on the basic study in biology, in 

particular, by means of the biological 

experiments, seminar an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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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32)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명명법, 분류, 형태, 생리, 유전, 성장 

등의 기본적 지식과 질병과의 관계, 발효 및 산

업적 이용 등의 응용적 지식을 습득케 하며 관련

된 실험을 행한다.

Introduction to microbiology. This Course covers 

fundamentals of morphology, physiology, growth, 

genetics, and taxonomy of bacteria and related 

microorganisms. A brief introduction to their role in 

industry,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is also 

given.

기초
(532)

생화학 Biochemistry

생체 내 각종 화학 분자들의 분해 및 합성의 반

응과 경로 또한 그 조절의 특징들을 이해하여 건

강에 대한 영향 화학적 기초와 식품 개발에 필요

한 분자 화학적 기초를 가지게 한다.

Biochemistry focused on the introduction to the 

metabolism of proteins, carbohydrates and lipids 

and their metabolic relationships with biophysical 

and molecular biology approaches.

실무
(442)

식품분석및실험 Food analysis & Experiments

식품의 성분을 분석의 방향 각종 분석기술 이용

법, 분석기기 활용법 등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분석지침이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익히며 관련된 실험을 행한다.

This course offers a guide of food analysis, 

theoretically learning the direction of analysis 

with food components, and how to use, 

analytical instruments etc.

심화
(523)

영양학 Nutrition

인체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관련된 영양소

의 기능 및 체내대사를 배우고 이들 영양소의 상

호관계를 검토하며 호르몬, 효소, 신경 등에 의한 

조절 작용 등을 공부하여 건강과 영양대사의 관

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Nutrition as a science includes historical 

development of nutrition concepts, properties of 

nutrients and foods, metabolism of protein, fat 

and carbohydrate, the biological role of vitamins 

and minerals, nutrient requirements during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dietary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기초
(523)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인체의 각 조직 기관의 정상 기능과 중요기관의 

생리작용 즉, 호흡, 소화, 혈액, 순환기, 신경, 감

각기관 등의 기능에 대한 개요 및 중요영양소의 

생리학적 기능과 체온조절 등을 강의한다.

Human physiology is a study about how human 

beings function, it includes the physical and 

chemical principles governing exchange of gas, 

digestion and absorption, circulation of blood, 

excretion, muscular contraction, cell motility, 

heat production and temperature regulation, 

water and solution balance, reproduction, neural 

processing and behavior, chemical messenger and 

regulator, and sensory mechanism.

심화
(532)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생명현상의 유전학적 분자생물학적 기본원리를 

습득하고 생명체를 응용한 생물기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의약, 농업, 식품, 에너지, 자원, 환경 

Understanding of principles of life phenomena 

and biological technology using organisms for the 

applications to medicine, agricultur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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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등에 활용하는 기법을 익힌다. energy, resources and environments.

심화
(532)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구성 성분의 구조 및 성질과 이들 성분 간의 

반응 등 가공 조작 중 발생하는 화학변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개발식품의 조성을 최적화 할 

수 있게 한다.

Can be optimum to the composition of 

developmental foods learned from the knowledge 

toward chemical change occurring the processing 

manufacturing, the structure and the nature of 

food constituents, the reaction between this 

constituents etc.

심화
(532)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식품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특성과 식품 성질과

의 관계 등을 습득시키고 이들을 제어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지식을 강의한다.

Introduction to the microbiology of raw materials 

and finished food products. Characteristic 

microbial composition of certain foods are 

understood on the basis of microbial source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parameters of foods. 

실무
(442)

건강기능식품학 Functional Food Science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의와 시판 기능성 식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식품의 성분이나 전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 과학적 자료 

등을 공부하여 새로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다룬다. 

Definition and varieties of functional foods 

covered and understood. recent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for functional active compounds 

in the foods also are studied.

실무
(442)

식품가공 Food Technology

농․수․축산물의 원료 특성과 가공에 따른 변화, 물

성 등의 기본원리를 이해토록 하여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킨다.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hanges,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material features, processing of produces, marine 

products, stock farm products.

심화
(442)

유전공학및실험 Genetic engineering and Experiments

유전자 분리, 서열 및 구조와 기능 분석과 원하

는 유전자를 조작 변형하는 기술 등을 습득시켜 

기존의 미생물 제제나 발효식품 증균 등의 개량 

및 새로운 재조합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실

험기술을 배운다.

Basic principles and techniques are covered for 

gene cloning and manipulation, construction of 

DNA and genomic libraries, screening of 

libraries, gene expression, genetic transformation, 

genetic analysis and its applications, including its 

basic experiments.

심화
(532)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laws and regulations

식중독 미생물,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식품첨가

물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한 지식

과 이들의 검사방법을 강의하여 식품개발에 필요

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개념을 주입시키며 식품

의 원료, 가공, 공중보건, 환경 등 식품에 관련된 

국내외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을 이해토록 하여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the legal 

controls among the manufactured goods 

development and the production understanding 

the law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a health functional food law and the 

concept of food safety for foo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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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따른 법적 규제를 알도록 

한다.

특징: 주조사, 영양사, 식품제조기사 자격증관련

교과목

giving a lecture on this inspection methods and 

the knowledge with an items begin to the 

problems above the food hygiene the food 

poisoning microbes, the heavy metal,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the food additives etc.

실무
(352)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캡스톤디자인)
Functional Food Designing and 

Experiments(Capstone design)

증가추세에 있는 성인병과 노인병의 종류별로 예

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진 성분들의 

효능을 조서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기능성

식품을 기획하는 훈련을 한다.

Various effects of functional food components to 

health are examined and designing new 

functional food products by combining them are 

exercised.

실무
(442)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디자인)
Agricultural Foods Processing and 

Experiments(Capstone design)

농산식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가공

방법 및 기술, 가공식품의 품질측정에 관한 원리

를 배우며 가공 및 저장 시 농산 및 식량자원의 

영양학적 가치 및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을 습득

하고 관련된 실험 실습을 행한다.

Understanding of scientific principles to develop 

new or better ways of preserving, processing, 

packaging, storing, and delivering of agricultural 

food products and techniques to improve 

nutritional quality of agricultural food products in 

processing and storage, It also includes its 

experiments.

전문
(442)

발효공학 Fermentation Technology

발효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며 발효기에 의해 

생성된 균체 및 대사물 등의 발효 산물을 회수하

는 방법과 이들을 순수하게 정제하여 제품화하는 

방법을 터득케 한다.

Principles of fermentation and production 

processes of various industrial products are 

understood. This course describes in detail about 

the technological aspects of some fermentation 

processes including recovery and purification 

process of products.

전문
(532)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각종 질병의 병태와 영양의 원리를 이해하고 각

종 질병에 따른 치료식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Understanding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s and diseases. It includes risk factors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 variety of nutrition- and lifestyle-related 

diseases.

전문
(244)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캡스톤디자인)
Agricultural Product business mentoring

(Capstone design)

고부가 식품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창업전략 

강좌

Action plan and practice for new generation of 

food industry

전문
(442)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nd 

Experiments(Capstone design)

우유 및 유제품, 신선육과 가공육제품, 계란 및 This course covers with processing of milk and 



341

의과학대학 -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난제품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milk products, meats and meat products, and 

eggs and egg products.

전문
(532)

식품포장재료학 Food Packaging

식품의 품질변화와 관계된 식품포장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식품 포장 재료의 종류와 각 재료의 

특성을 강의하며, 식품의 특성과 그 특성을 유지

하기 위한 포장재질의 선택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포장의 인쇄 및 포장기계를 소개하며 포장 

재료의 시험법을 강의한다.

Properties and kinds of packaging materials for 

foods are introduced. The course also are 

discussed on their effects on changes of food 

quality, preservation and packaging process.

전문
(442)

효능안전성검사 Efficacy and Safety Assement

식품이 나타내는 각종 건강증진 효과를 탐구하는 

기법을 공부하고 이러한 기능성 물질을 분석 탐

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Principles of analysis and test for food functions 

are studied. Basic knowledge of toxicity tests for 

functional foods also are provided.

전문

현장실습학습 Internship

발효제품개발, 기능성식품개발 과정을 이수한 다

음 자신이 개발한 식품과 관련이 있는 식품제조 

회사의 현장에 나가 식품 개발, 생산, 판매, 유통, 

저장 과정을 체험 실습하게 하여 식품개발에 필

요한 실무 경험을 쌓게 한다.  

  협력업체: 청정원, 해찬들, 대상, 하이트, 풀무

원 등 각종 발효 및 식품업체, 등

The internship program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practical experience to bachelor students 

and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their jobs in the field of food product 

company utilizing skills to perform tasks 

concerning current development projects, 

productions, circulations, storages and markets 

around the world. It provides also a possibility 

for further employment.

Partners groups: Chungjungwon, Haechandle, 

Daesang, Hite, Pulmuone, etc. Other 

fermentation companies and food companies etc.

심화
(532)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생명체의 생명현상에 필수적인 생체고분자의 이

해와 복제, 유전자발현 및 조절 등 기본적인 원

리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설명한다.

Understanding of essential biomolecules in 

biological phenomena of life and replication, 

gene expression and regulation, and the basic 

principle at the molecular level, it will be 

described.

기초
(532)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와 이들로 이루어진 유기화

합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To acquire the overall knowledge of organic 

compounds consisting of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se materials.

전문
(532)

기능성소재학 Functional Biomaterials

식물, 미생물 및 동물 등 생물자원에 존재하는 It is understood the functional material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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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능성물질의 생합성 과정, 분리, 화학구조 및 생

리활성 등을 이해한다.

in the biomass, which includes the plant, animal 

and microbial biosynthesis, separation process, its 

chemical structure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전문
(352)

기기분석및실험 Instrumental Analysis and Experiments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시료인 물질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특성을 검출하고 측정하는 물리화학적 

분석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Understand the physical and chemical analysis 

principles and methods for detecting and 

measur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of material by 

using the analysis device.

실무
(442)

발효미생물학및실험 Fermentation Microbiology and Experiments

전통 발효식품과 더불어 요구르트, 치즈 등과 같

은 낙농발효식품 등에 관여하는 발효미생물의 특

성과 응용방법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미생물의 분

리, 배양, 보존 방법 등을 실습하고 이를 이용한 

발효기술능력을 습득한다.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microbial fermentation involving 

traditional fermented foods, in addition to dairy 

fermented foods, such as yogurt, cheese, and 

practice the separation, culture, preservation 

methods of the microorganisms, and acquire 

basic technical fermentation skills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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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Dept. of Radiological Sciences)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인성을 기반으로 한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방사선 전문 인재

전공능력 의료현장 실무능력·방사선 산업현장 실무능력·방사선 영상 및 기기 연구능력

교육목표

 방사선학과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인성 교육과 보건과학 
분야의 최첨단인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핵의학의 학문적 지식을 교육하고 첨단
의료기기의 취급기술과 각종 검사기술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 첨단 의료 환경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수도권 대형 의료기관 및 의료기
기 관련업체와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

▪ 산업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 및 방사성동위원
소취급 일반면허 취득 

▪ 기초의학과 첨단 검사 및 치료기술의 원리를 교육하여 새로운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
발하는 인재 양성

▪ 의료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및 방사선사 면허 취득
▪ 방사성동위원소취급 감독자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 대학원 과정 개설 및 운영을 통해 해외면허 취득 및 의학물리학자 양성

수여학위 보건학사

진로분야
및 

자 격 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의료 방사선 방사선사, 진단 영상의학 분야 국제 면허, 초음파 국제 면허

원자력 안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 투과검사 
산업 기사, 초음파 탐상 검사 산업기사, 원자력기사

방사선기술융합연구 방사선사, 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의료현장 실무 

정의
영상의학검사, 방사선치료(방사선종양), 핵의학 검사에 필요한 기초지식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방사선사로서의 직무기술에 기반을 둔 진단 치료 실무 능력을 갖춘다.
◾환자보호와 병원 내 다양한 직군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다.

방사선 
산업현장 실무

정의
산업체 현장의 실무가로서 방사선 물리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방사선을 적절한 취
급 및 관리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방사선의 계측 및 방사선 피폭 경감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현장에 적용한다.
◾방사선 취급의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방사선사용의 유효한 범위를  최적화한다.

방사선 영상 
및 기기 연구

정의
비침습적 영상검사 장치와 방사선 치료 장치의 원리를 알고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
법을 제안하여 방사선 영상 검사 장치를 개발 및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영상의학검사에 필요한 의료영상처리 및 질병의 진단에 필수적인 인자를 발굴한다.
◾방사선 치료에 필요한  심부 선량 측정 및 종양 치료 기술을 최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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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의료현장 실무 방사선 산업현장 실무 방사선 영상 및 기기 연구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의료현장 실무 방사선 산업현장 실무 방사선 영상 및 기기 연구

의료 방사선 ● ○ ◐

원자력 안전 ◐ ● ◐

방사선기술융합 
연구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의료영상 분석 및 획득 
방법 개발, RFT 현황 

분석, 원자력 안전 관리

RFT 기술 분석, 영상분석 
기술, 방사선치료기술  

응급상황 대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논리적 분석

실무
방사성동위원소 계측 및 
관리, 방사선장해 방어, 

임상실습

장비 유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기술

협업적 태도, 환자에 대한 
철저한 윤리의식

심화

생리, 병리학적인 질병과 
영상의 상관관계 분석, 
화질 관리, 화질 분석, 

의료 방사선진단 및 치료, 
영상전송 시스템

화질 관리, 화질 분석,
영상전송 시스템

안전사고 예방, 약품 부작용 
처리 능력, 업무에 대한 

논리적 분석

기초
기초의학 지식, 기초 

방사선 지식
영상 정보 획득 및 처리, 

방사선치료 원리
환자와의 의사소통, 인성 

기반 직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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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료현장 실무
방사선 
산업현장 

실무

방사선 영상 
및 기기 
연구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영상판독실습 ● ○ ◐ 2 5 3

공중보건학개론 ● ◐ ● 5 4 1

방사선학세미나 ◐ ○ ● 2 5 3

의료법규 ● ○ ◐ 5 4 1

실무

방사선영상학실습ⅠⅡ ◐ ● ○ 4 4 2

투시조영영상학 ● ○ ◐ 4 4 2

방사선계측학및실습 ○ ● ◐ 4 5 1

의료영상장치정도관리
학및실험

● ◐ ○ 6 2 2

초음파영상학 ● ○ ◐ 5 4 1

핵의학기술학 ◐ ● ○ 5 4 1

자기공명영상학 ● ○ ◐ 5 4 1

방사선치료학 ● ○ ● 5 4 1

전산화단층촬영학 ● ○ ◐ 5 4 1

혈관조영영상학 ● ○ ◐ 4 4 2

핵의학기술학실습 ◐ ● ○ 3 4 3

방사선치료학실습 ◐ ● ◐ 3 4 3

초음파영상학실습 ◐ ◐ ● 3 4 3

자기공명영상학실습 ◐ ○ ● 3 4 3

전산화단층촬영학실습 ● ○ ◐ 3 4 3

임상실습 ◐ ● ○ 4 4 2

심화

원자력이론 ○ ◐ ● 6 2 2

방사선관리학 ◐ ● ○ 4 4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실습 ◐ ● ○ 4 4 2

원자력법령 ◐ ● ○ 6 2 2

방사선기기학및실습 ◐ ○ ● 4 4 2

기초

인체해부학및실습 ● ● ● 6 2 2

방사선학개론 ● ○ ◐ 4 4 2

방사선물리학 ○ ● ◐ 6 2 2

일반물리학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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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료현장 실무
방사선 
산업현장 

실무

방사선 영상 
및 기기 
연구

지식
(K)

기술
(S)

태도
(A)

방사선수학 ◐ ● ◐ 8 2 0

전기전자공학개론 ◐ ○ ● 5 4 1

인체생리학 ● ○ ◐ 6 2 2

방사선영상정보및실습 ● ○ ◐ 4 5 1

방사선생물학 ◐ ● ○ 6 2 2

진로분야 직무수준 의료현장 실무 방사선 산업현장 실무 방사선 영상 및 기기 연구

의료 방사선

[R]

전문
영상판독실습
공중보건학개론
의료법규

방사선학세미나

실무

투시조영영상학[필]
자기공명영상학[필]
방사선치료학[필]
전산화단층촬영학[필]
혈관조영영상학[필]
초음파영상학

핵의학기술학
임상실습[필]
방사선영상학실습Ⅰ[필]

방사선치료학[필]

심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실습[필]
방사선관리학
원자력 법령

원자력이론

기초

인체해부학및실습
방사선학개론
인체생리학
방사선영상정보및실습[초]

방사선수학
방사선물리학[필]
일반물리학[초]

보건통계학
전기전자공학개론[필]
방사선기기학및실습[초]

원자력 안전

[F]

전문 공중보건학개론

실무

투시조영영상학[필]
자기공명영상학[필]
방사선치료학[필]
전산화단층촬영학[필]
혈관조영영상학[필]

방사선영상학실습Ⅰ[필]
방사선영상학실습Ⅱ
방사선계측학및실습
핵의학기술학[필]
핵의학기술학실습
방사선치료학실습
임상실습[필]

초음파영상학실습
자기공명영상학실습

심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실습[필]
원자력법령
방사선관리학

기초
인체생리학
방사선학개론

방사선물리학[필]
방사선수학

전기전자공학개론[필]
방사선기기학및실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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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수준 의료현장 실무 방사선 산업현장 실무 방사선 영상 및 기기 연구

방사선영상정보및실습[초] 방사선생물학
일반물리학[초]

방사선기술
융합 연구

[M]

전문 영상판독실습 방사선학세미나

실무

투시조영영상학[필]
자기공명영상학[필]
방사선치료학[필]
전산화단층촬영학[필]
혈관조영영상학[필]

방사선계측학및실습
임상실습[필]
방사선영상학실습Ⅰ[필]

심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실습[필]
방사선관리학

원자력이론

기초
방사선학개론
방사선영상정보및실습[초]

방사선수학
방사선물리학[필]
일반물리학[초]

전기전자공학개론[필]
방사선기기학및실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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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의료영상 분석 및 획
득 방법 개발, RFT 
현황 분석, 

원자력 안전 관리

전문

공중보건학개론(M)
의료법규(M)
방사선학세미나(M)
영상판독실습(M)

방사성동위원소 계측 
및 관리, 방사선장해 
방어, 임상실습

실무
방사선영상학실습I,II(F)
투시조영영상학(F)
방사선계측학및실습(F)

초음파영상학(F)
핵의학기술학/실습(F)
자기공명영상학/실습(F)
혈관조영영상학(F)
방사선치료학/실습(F)
전산화단층촬영학/실습(F)
자기공명영상학(F)
방사선치료학(F)
전산화단층촬영학(F)
핵의학기술학(F)
초음파영상학실습(F)

임상실습(M)
의료영상장치정도관리

학및실습(M)

생리, 병리학적인 질병과 
영상의 상관관계 분석,

화질 관리, 화질 분석, 

의료 방사선진단 및 치
료, 영상전송 시스템

심화

원자력이론(R)
방사선관리학(R)
방사성동위원소취급실
습(R)
원자력법령(R)

방사선기기학및실습(R) `

기초의학 지식, 

기초 방사선 지식
기초

인체해부학 및 실습(G)
방사선수학(G)
방사선물리학(G)
방사선학개론(G)
일반물리학(G)
방사선영상정보학 및 
실습(G) 

전기전자공학개론(G)
인체생리학(G)
방사선생물학(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심화과정 트랙구분: (G)공통교과 (R)방사성동위원소 면허 (F)의료영상 및 치료
   (M)방사선사 면허
 

          

비 
교 
과

▪방사선선행학습 ▪생활과 방사선법규 ▪방사성동위원소 
응용기술

▪최신영상의학기술과 
영상해석

의료영상정보와 3D프린팅, X-ra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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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교육과정 학점 : 전공 87학점 (기초6 + 전필 30 + 전선 
51) 이상 

전필 33 2~4

전선
29 1~2

28 3~4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시험

졸업 이수학점 130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3192 인체해부학및실습 Human Anatomy and Practice 3 3 기초 6 2 2

전선 13186 방사선학개론 Introduction to Radiology 3 3 기초 4 4 2

기초 16050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3 3 기초 5 3 2

2

전필 12519 방사선물리학 Radiation Physics 3 3 기초 6 2 2

전선 13191 방사선수학 Radiological mathematics 2 2 기초 8 2 0

기초 13606
방사선영상정보학 및 
실습

Radiographic imaging informatics & 
practice

3 3 기초 4 5 1

2

1

전선 13193 원자력이론 Theory of nuclear power 2 2 심화 6 2 2

전필 13451 방사선영상학I 실습
Radiographic Positioning Procedures 
I

3 3 실무 4 4 2

전필 16292　 전기전자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I

3 3 기초 5 4 1

전필 11779 투시조영영상학 Fluoroscopic Radiography 3 3 실무 4 4 2

전선 16294 방사선관리학 Radiation for Health 3 3 심화 4 4 2

2

전선 11282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 3 기초 6 2 2

전선 13452 방사선영상학II실습
Radiographic Positioning Procedures 
II

3 3 실무 4 4 2

전선 12798 방사선계측학 및 실습 Radiation Measurement and Practice 3 3 실무 4 5 1

전선 12680 방사선생물학 Radiation Biology 3 3 기초 6 2 2

전필 14904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실습

Radioisotope Management Practice 3 3 심화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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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전선 13194 원자력법령 Regulation of atomic energy 2 2 심화 6 2 2

3

1

전선 13196 초음파영상학 Ultrasonography 2 3 실무 5 4 1

전필 16295 핵의학기술학 Nuclear Medicine 3 3 실무 5 4 1

전필 06381 자기공명영상학 Magnetic Resonance Imaging 3 3 실무 5 4 1

전필 11767 방사선치료학 Technology of Radiation Therapy 3 3 실무 5 4 1

전필 11776 전산화단층촬영학 Computed Tomography 3 3 실무 5 4 1

전필 13607 혈관조영영상학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Practice

3 3 실무 4 4 2

2

전선 16296 핵의학기술학실습 Nuclear Medicine Practice 3 3 실무 3 4 3

전선 11768 방사선치료학실습
Technology of Radiation Therapy 
Practice

3 3 실무 3 4 3

전선 11778 초음파영상학실습 Ultrasonography Practice 3 3 실무 3 4 3

전필 11775 자기공명영상학실습
Magnetic Resonance Imaging 
Practice

3 3 실무 3 4 3

전선 12801 전산화단층촬영학실습 Computed TomographyPractice 3 3 실무 3 4 3

전선 11287 방사선기기학및실습 Radiologic Equipment and Practice 2 2 심화 4 4 2

4

1

전필 15192 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3 3 실무 4 4 2

전선 15193 영상판독실습
Medical Image Interpretation 
Practices

3 3 전문 2 5 3

전선 11285 공중보건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Health 3 3 전문 5 4 1

2

전필 11769 방사선학세미나 Seminar of Radilogical Sciences 3 3 전문 2 5 3

전선 11293 의료법규 Regulation Laws 3 3 전문 5 4 1

전선 신설
의료영상장치정도관리학 
및 실험

Medical device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Experiment

2 3 실무 6 2 2

논문 　 논문 Thesis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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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실무
(442)

방사선영상학1실습 Radiographic Positioning Procedures I

X선 촬영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인체해부학을 토

대로 방사선영상학에 필요한 응급환자와 일반 환

자의 자세들을 습득한다. 또한, 인체모형을 사용

하여 방사선촬영을 한 후 방사선 영상을 토대로 

영상기법을 학습하여 향후 임상에서 필요한 이론

과 기술을 습득한다. 

Students learn X-ray imaging and the 

examination proces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X-ray photography in regards with 

each to each region of the human body. This 

unit of study introduces students to the practical 

aspects of diagnostic radiography. Emphasis is 

placed on diagnostic techniques and protocols, 

which are used for all radiographic examinations 

both contrast and non-contrast and even though 

students are taught the basic principles, they are 

required to make adjustments to their diagnostic 

techniques according to individual patient’s 

needs. 

기초
(541)

전기전자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방사선 기기 및 장치에 관한 전기공학의 기초 

이론을 물성면과 회로면에서 강의하여 방사선기

기 및 장치 의 취급 기술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운다.

 This unit covers atomic and nuclear physics, 

AC/DC electricity, electrostatics, magnetism, 

electromagnetic induction and other various 

topics relating to electrical engineering through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42)

일반 물리학 General Physics

물리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물리의 제반 현상을 

탐구하여 그 원리를 이해한다. 우리들이 사는 세

상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들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일반물리

학을 학습한다.

Understands essence of physics and investigates 

all phenomenon of physics and understands the 

principle. Learn the basic Physics principles that 

help you understand how the world around you 

works. 

기초
(451)

방사선영상정보학및실습 Radiographic Imaging Informatics & Practice

 X선 영상 형성론, 화질론, 의료영상평가, X선 촬

영 조건론, 진료에 이용하는 영상의 종류와 장치, 

디지털 영상의 기본개념, 디지털 영상처리, 

Digital Radiography, PACS, DICOM 등에 대해 이

론과 실험을 통해 학습한다.

This unit focuses and covers all aspects of 

radiographic photography and digital radiography 

involved in radiographic image production. Topics 

include photographic and X-ray image production 

variables, digital imaging processing, Digital 

Radiography, PACS and 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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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a range of electrical experiments and exercises.

실무
(541)

자기공명영상학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형성에 관련

된 이론과 각종 질환 또는 인체 부위에 대한 임

상적 검사법을 습득한다.

 This unit of study provides students with the 

various theories relating to magnetic resonance 

image formation and the protocols involved with 

MRI examinations of various diseases and 

pathology. 

실무
(541)

방사선치료학 Technology of Radiation Therapy

 방사선 치료의 원리와 응용을 배우고, 임상적 

치료의 사례를 들어가며 학습하고 실습한다.

This unit will cover the physical principles of 

the appropriate use of ionizing radiation in 

radiation therapy. A variety of beam generating 

devices will be covered,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uses in modern radiation 

therapy. The physical basis of beam calibration 

and manual dose calculations for fixed and 

isocentric radiotherapy is introduced, and also 

the methods and measurements of radiation 

therapy beams are examined. The physical issues 

involved in electron radiation therapy treatment 

are introduced. Finally, this unit provides 

awareness to students on the developing areas 

of radiation therapy.

실무
(343)

전산화단층촬영학 Computed Tomography

 X-선과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촬영 영상기술의 

이론과 기술을 배운다. 현재 사용되는 나선형 단

층촬영기의 이론과 원리를 배우고, 횡단면 영상

을 이용하여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영상의 원

리를 습득한다. 

This unit will cover the theory and techniques 

of X-ray and computerized tomography imaging 

technology. Learn the theory and principles of 

helical tomography, and acquire the principles of 

imaging applied in clinical practice using 

cross-sectional images.

실무
(343)

자기공명영상학실습 Magnetic Resonance Imaging Practice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형성에 관련

된 이론과 각종 질환 또는 인체 부위에 대한 임

상적 검사법을 실습한다.

This unit of study provides students with the 

theory related to image formation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device and the 

clinical examination method for various diseases 

or parts of human body.

실무
(442)

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진단방사선, 치료방사선, 핵의학, 응급실, 혈관조

영, 초음파, 투시조영 등의 방사선과 관련된 분야

를 병원실습을 통하여 방사선 이론 및 임상 분야

의 실제를 습득한다. 

This unit of study provides students will acquire 

practical knowledge of radiology and clinical field 

through laboratory practice related to radiology 

such as diagnostic radiology, therapeu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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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radiology, nuclear medicine, emergency room, 

angiography, ultrasound, and fluoroscopy.

실무
(442)

투시조영영상학 Fluoroscopic Radiography

 투시조영 촬영법의 목적과 과정을 익히고, 촬영 

중에 X-선 영상의 변화와 각 부위별 촬영 및 투

시를 포함한 조영 검사과정을 이해하고, 임상에

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부학적 명

칭과 여기에 나타나는 영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This unit of study introduces students to the 

methods, techniques and uses of fluoroscopic 

imaging in diagnostic radiography. At the 

completion of this unit of study,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basic fluoroscopic 

examinations such as barium meals and swallows, 

small bowel series, barium enemas and 

urethrograms.

심화
(44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실습 Radioisotope Management Practice

 방사성동위원소취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실습한다.

This unit develop the problem solving skills to 

get a license of radioisotope management.

실무
(622)

의료영상장치정도관리학및실험
Medical device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Experiment

X-선 주 장치와 그 부속장치를 용도에 맞도록 유

효적절하게 조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

 This unit of cultivate the ability to properly 

manipulate manage X-ray main imaging devices, 

And including accessories for their intended us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42)

방사선학개론 Introduction to Radiology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돕고 기본 방사선 물리, 화학에 대해 습

득한다.

This unit of study provides the theory surrounding 

the formation, interpretation and quality estimation 

of medical imaging. There are numerous factors 

which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medical images 

which arise from the exposure factors, patient 

thickness, development, film storage and handling. 

It is therefore important for students to be able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various qualities of 

radiographs in order to deliver high quality 

medical images for diagnostic purposes. 

기초
(442)

인체해부학및실습 Human Anatomy and Practice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기관들을 구조, 위치, 주

변 구조물과의 연관관계를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임상분애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필수적

인 기초의학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 function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location, and surrounding structures of 

human body. And basic medical knowledge 

necessary for diagnosing and treating diseas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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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the clinical field.

기초
(820)

방사선수학 Radiological mathematics

방사선물리학 및 원자력이론, 전기전자공학개론 

등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적분. 지

수함수, 로그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등

을 습득한다.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n radiological science.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etc.

기초
(622)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인체의 생명활동을 특정한 인과관계의 기작으로 

설명하여 생리적 기작에 관한 총체적 기능을 이

해한다. 특히 인체의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각 

세포, 조직, 기관의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며 보건

의료인으로 갖추어야할 생리학의 전문지식을 학

습한다. 

Understand the overall function of physiological 

mechanisms by explaining the life activities of 

the human body as a causal mechanism. 

Understand the physiological functions of cells, 

tissues and organs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body, and learn the 

expertise of physiology as a health care 

professional.

기초
(622)

방사선물리학 Radiation Physics

방사선 및 방사능의 발생원리 및 방사선과 물질

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다.

  This unit of study examines the structures of 

matter together with the types of ionizing 

radiation, its interactions with matter, electricity, 

magnetism, electrical safety, vibrations and waves. 

It also analyses the physical basis of the 

radiological imaging process. Broad areas of study 

include: x-ray production, x-ray beam 

characterization, radiographic image production 

analysis, the physical basis of x-ray technique, 

exposure manipulation and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심화
(622)

원자력이론 Theory of nuclear power

원자의 구조 및 방사선의 발생원리, 원자핵의 구

성, 핵력, 소립자, 방사성원소, 방사성 붕괴법칙 

등을 습득한다.

 This unit of study examines the structures of 

atom together with the types of ionizing 

radiation, its interactions with matter, electricity, 

magnetism, electrical safety, vibrations and 

waves. Broad areas of study include: composition 

of the nucleus, nuclear forces, elementary 

particles, radioactive elements, radioactive decay 

and the law of radioactive decay. 

기초
(451)

방사선영상정보학및실습 Radiographic Imaging Informatics & Practice

 X선 영상 형성론, 화질론, 의료영상평가, X선 촬

영 조건론, 진료에 이용하는 영상의 종류와 장치, 

This unit focuses and covers all aspects of 

radiographic photography and digital ra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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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디지털 영상의 기본개념, 디지털 영상처리, 

Digital Radiography, PACS, DICOM 등에 대해 이

론과 실험을 통해 학습한다.

involved in radiographic image production. Topics 

include photographic and X-ray image production 

variables, digital imaging processing, Digital 

Radiography, PACS and DICOM.

심화
(442)

방사선관리학 Radiation for Health

방사선의 피폭허용량, 방사선의 안전취급, 방사선

의 방어, 개인의 관리, 환경관리, 폐기물처리, 사

고대책 등을 배운다. 또한 원자력 법령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특수면허, 감독

자 면허 등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 법령을 배운다.

 This unit of study introduces students to the 

radiobiological health, safe use, and proper 

management of ionizing radiation common to all 

medical radiation sciences streams. Especially 

related to public health, this unit covers radiation 

dos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ternational 

regulations, protection facilities, radiation 

monitoring, radiation contamination and radiation 

wastes.

실무
(451)

방사선계측학및실습 Radiation Measurement and Practice

 방사선계측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방사선량과 질

을 정확히 측정하여 목적에 맞도록 방사선을 선

택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This unit provides and introduction to radiation 

measuring techniqu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unit of radiation, radiation detectors and various 

measuring apparatuse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prerequisite subject "radiation 

measurement," this unit of study introduces the 

students to the practical measurements of 

radiation. 

실무
(442)

방사선영상학Ⅱ실습 (Radiographic Positioning Procedures II)

X선 촬영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인체해부학을 토

대로 방사선영상학에 필요한 응급환자와 일반 환

자의 자세들을 습득한다. 또한, 인체모형을 사용

하여 방사선촬영을 한 후 방사선 영상을 토대로 

영상기법을 학습하여 향후 임상에서 필요한 이론

과 기술을 습득한다. 

Students learn X-ray imaging and the 

examination proces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X-ray photography in regards with 

each to each region of the human body. This 

unit of study introduces students to the practical 

aspects of diagnostic radiography. Emphasis is 

placed on diagnostic techniques and protocols, 

which are used for all radiographic examinations. 

기초
(622)

방사선생물학 Radiation Biology

방사선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으

며 체내·외 피폭 및 방사선장해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 및 생물학적 작용(분자, 세포, 조직, 개체

에서의 방사선영향)에 따른 장해방지를 학습한다.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radiation on living organisms and learn to 

prevent obstacles according to factors affecting 

internal and external radiation exposure and 

radiation damage and biological actions (radiation 

effects on molecules, cells, tissues, individuals).

심화
(622)

원자력법령 Regulation of atomic energy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특수면허, 감독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a coh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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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자 면허 등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 법령을 배운다.

conceptual framework in all areas of regulation 

of atomic energy.

실무
(541)

초음파영상학 Ultrasonography

초음파의 기초이론과 응용에 대하여 배우고, 초

음파를 이용하여 인체의 진단을 위한 영상에 대

하여 학습하고 기술을 배운다.

Students learn the general principles of 

ultrasonics and the physical concepts used in the 

clinical medicine. 

실무
(541)

핵의학기술학 Nuclear Medicine

핵의학검사에 필요한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며 방

사성물질, 의약품, 핵의학기기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치료, 시료계측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한다.

Understand the physiological functions required for 

nuclear medicine testing,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radioactive materials, pharmaceuticals, and 

nuclear medical devices, and learn the contents 

necessary for testing, treatment, and sample 

measurement.

실무
(442)

혈관조영영상학실습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Practice

혈관조영의 원리와 각 부위별 조영검사 과정을 

이해하고, 혈관해부학을 습득하여 방사선 인터벤

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angiography and 

contrast imaging for each site, learn vascular 

anatomy, and understand radiation intervention 

process.

심화
(442)

방사선기기학및실습 Radiologic Equipment and Practice

방사선발생장치 즉, 진단 x선장치, 초음파, 자기

공명영상장치, 컴퓨터단층촬영장치, 투시 및 혈관

인터벤션장치 등의 구조 및 원리를 이해 할 수 

있으며 장치의 테스트, 교정 및 관리를 학습한다.

Understand the structures and principles of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such as diagnostic 

x-ray devices, ultrasou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computed tomography, fluoroscopy and 

vascular intervention devices, and learn to test, 

calibrate and manage devices. 

실무
343

핵의학기술학실습 Nuclear Medicine Practice)

방사성 의약품의 종류별 반감기, 친화성, 적용 예 

등을 학습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환

을 검사하는 방법과 기술을 실습한다.

 This unit introduces the students to the 

half-life, affinity, and application examples for 

each type of radiopharmaceuticals, and practice 

methods and techniques for examining diseases 

using radioactive isotopes.

실무
(343)

방사선치료학실습 Radiation Therapy Practice

여러 종류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각 장기별 암의 특성과 치료방법 모색, 치

료장치의 원리와 취급관리, 각종 방사선 및 기타 

암 치료 기술을 습득한다.

This unit of study the will introduce the students 

to the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and the 

roles of the radiation therapist in the care and 

treatment of patients. On completion of this unit,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take practical 

experiences with background knowledge in this 

field and will gain the ability to work safely as 

part of the radiation therapy team. breast and 

lymphatic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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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43)

초음파영상학실습 Sonography Practice

초음파의 기초이론과 응용에 대하여 배우고, 초

음파를 이용하여 인체의 진단을 위한 영상에 대

하여 학습하고 기술을 배운다.

Students will learn basic theory and application 

of ultrasound, learn images for diagnosis of 

human body using ultrasound, and learn 

techniques.

실무
(343)

전산화단층촬영학실습 Computed Tomography Practice

X선을 이용한 컴퓨터에 대한 개념 및 컴퓨터단층

촬영장치를 이용한 영상형성에 관련된 이론과 각

종 질환 또는 인체부위에 대한 검사법을 학습한

다.

This unit present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of computed tomographic technology. It provides 

a thorough introduction to cross-sectional 

anatomy and examination of various diseases or 

parts of human body.

전문
(541)

공중보건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Health

 보건 환경 위생 등 공중 보건에 관련된 전문지

식과 관련지식을 학습한다.

This unit of study uses sociological concepts and 

theories to introduce students in health related 

fields to social issues surrounding the body, 

health, illness and the health care system. 

Students will learn tools which will allow them to 

understand the social nature of patterns of 

disease and illness, the organizational responses 

to these patterns and the patterns of differential 

access across the health care system. 

전문
(253)

방사선학세미나 Seminar of Radilogical Sciences

사선 관련 분야의 논문 및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의 방사선학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다.

This unit of study aims to encourage discussion on 

issues relating to diagnostic radiography as a 

profession. Critical thinking and reflection will be 

facilitated through the reading of relevant 

literature, seminar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forums. 

전문
(541)

의료법규 Regulation Laws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의 규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면허

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학습한다.

Understand the regulations of medical practices 

that are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health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learn the skills to be equipped as a 

healthcare licensee.

전문
(253)

의료영상판독실습 Medical Image Interpretation Practices

인체 각 장기의 해부, 병리학적 상태를 X선, CT, 

MRI, 초음파 등을 통하여 목적 장기에 따라 그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This unit provides the theory about the 

formation, interpretation and quality estimation 

of medical imaging. It learns the ability to 

identify, analyze, and determine the structure of 

each organ according to the target organs 

through X-ray, CT, MRI, and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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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학과 (Dept. of Health management)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개인 맞춤형 의료시대를 향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문인

전공능력 인체 이해 능력, 보건프로그램 개발 능력, 보건의료서비스 능력, 데이터 활용 능력

교육목표

Ÿ 능동적 소통인: 기독교 가치관인 인간존중과 건강실현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Ÿ 창의적 지식인: 정보와 지식의 새로운 조합과 확산적 사고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Ÿ 혁신적 전문인: 보건의료, 교육, 행정 및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의능력을 배양한다.

교육과정

◾급변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에 도전적인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보건교육, 병원

행정, 정보관리 분야의 다학제간 융합교육 운영

◾보건의료정보 현장에서 요구하는 통계처리 및 데이터 관리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를 양성하기 위해 데이터기술 활용 능력 향상의 교육과정 운영

◾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 보건교육 업무, 병원행정 업무 등을 직접 경험하

고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보건학사 (Bachelor of Health Management)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 보건교육사

병원행정 및 보험심사평가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보험심사평가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인체 이해능력

정의 인체의 해부 및 생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질병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준거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기능에 따른 의학용어 사용이 원활하다.
◾질병 관련 의학용어에 따른 질병분류 및 암등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보건 프로그램 

개발능력

정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능력

준거
◾보건교육 이론 및 방법론을 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 및 평가할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능력

정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교육을 수행하고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능력

준거
◾보건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 

능력

정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다양한 통계분석방법으로 보건의료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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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인체 이해 능력

보건 프로그램 
개발 능력

보건의료 서비스 
능력

데이터 활용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보건의료관계 법규 지식, 

병원조직관리 및 원무관리 

지식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및 처리 

기술, 보건의료정보 생성 관리 

기술

보건의료 정보 보호 태도, 

보건의료체계 관리 태도

실무
건강 및 보건프로그램 개발 

지식, 보건의료정보 지식

병원의료전산 기술, 

의무기록정보 처리 기술, 

건강관리 및 건강보험 관련  

기술

현장에서의 협업 태도, 

보건의료정보 보안 유지 태도

심화

인체 질병 및 병리 지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지식, 병원재무회계 지식

보건교육방법 기술, 

보건의료정보의 통계처리 

기술,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기술

노인 및 정신질환을 대하는 

태도, 보건교육방법 실행 태도

기초

인체 구조 및 생리기능 

지식, 보건 및 의학 기초 

용어 지식

보건의료정보 활용 기술, 

보건의료정보 관리 기술, 

의사소통 기술

인간존중 태도, 고객지향적인 

태도

전공능력

진로분야
인체 이해 능력

보건 프로그램 개발 
능력

보건의료 서비스 
능력

데이터 활용 능력

보건의료정보관리 ◑ ◑ ○ ●

보건교육 ◑ ● ◑ ○

병원행정 및

보험심사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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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인체 

이해 

능력

보건 

프로그램 

개발 능력

보건의료 

서비스 

능력

데이터 

활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보건의료데이터관리 ○ ● 3 5 2

암등록 ◑ ○ ● 3 4 3

의료의질관리 ● ◑ 2 4 4

의료관계법규 ● ● 6 2 2

보건의료조직관리 ○ ● ○ 4 2 4

원무관리 ● ● 4 3 3

질병분류심화 ● ● ○ 2 5 3

조사방법론 ● ● 3 5 2

보건사업관리론 ● ● 3 3 4

건강정보보호 ● ◑ 2 3 5

실무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 ◑ 2 5 3

건강운동및실습 ◑ ● 4 4 2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 ◑ 4 3 3

보건교육실습 ○ ● ● ○ 2 3 5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 ● 3 4 3

건강보험이론및실무 ● 3 4 3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 ◑ 3 4 3

병원의료전산실무 ◑ ● 3 5 2

병원현장실습 ◑ ● 2 3 5

심화

보건교육방법론 ● 2 4 4

노인보건학 ● ◑ 3 3 4

정신보건학 ● ◑ 3 3 4

보건교육학 ● ◑ 4 4 2

병원재무회계 ● ● 4 3 3

병리학 ● ○ 5 2 3

질병및의료행위분류 ● ● ○ 4 4 2

보건의료통계학 ◑ ● 4 4 2

기초

인체해부생리학 ● ◑ 4 3 3

보건의료정보기술 ◑ ● 4 4 2

의학용어Ⅰ ● ◑ 5 3 2

의학용어Ⅱ ● ◑ 5 3 2

공중보건학 ◑ ● ● 4 3 3

일반생물학 ● ◑ 4 3 3

보건의사소통학 ● ● 2 3 5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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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인체 이해 능력 보건 프로그램 개발 

능력 보건의료서비스 능력 데이터 활용 능력

보건의료정보
관리(I)

전문

질병분류심화 보건사업관리론 원무관리
암등록
의료의 질관리
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조직관리
건강보호정보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조사방법론

실무
건강보험이론및실무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병원현장실습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병원의료전산실무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심화
병리학  보건교육학 병원재무회계

질병및의료행위분류
보건의료통계학

기초

인체해부생리학
의학용어Ⅰ
의학용어Ⅱ
일반생물학[초]

보건의료정보관리학
공중보건학[초]

보건의료정보기술

보건교육(E)

전문
의료관계법규
보건사업관리론
조사방법론

실무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교육실습

건강운동및실습

심화
노인보건학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학
정신보건학 보건의료통계학

기초
인체해부생리학
일반생물학[초]

보건의사소통학
공중보건학[초]

보건의료정보기술

병원행정 및 
보험심사평가

(H)

전문 질병분류심화 원무관리

실무 건강보험이론및실무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심화 병원재무회계

기초
의학용어Ⅰ
의학용어Ⅱ
일반생물학[초]

공중보건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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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87학점(전공기초6 + 전선81) 이상

전선 81 1~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시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취득,

   보건교육사 자격 취득, 논문 중 택 1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의무기록정보분석능력
의무기록 전문능력

보건의료법규
전문 보건사업관리론(IE)

보건의료데이터관리(I)
암등록(I)
보건의료조직관리(I)
원무관리(H)
질병분류심화(IH)

의료의질관리(I)
의료관계법규(IE)
건강정보보호(I)
조사방법론(IE)

병원현장 실무
보건 및 건강증진실무

보건기획 및 평가
실무

건강운동및실습(E)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E)

보건교육실습(E)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IH)

병원현장실습(I)
건강보험이론및실무(IH)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I)
병원의료전산실무(I)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I)

보건의료정보관리능력 
병원행정관리능력
의학용어의 이해
보건이론의 이해

심화
정신보건학(E)
노인보건학(E)
병리학(I)

보건교육학(IE)
보건교육방법론(E)
보건의료통계학(IE)
병원재무회계(IH)
질병및의료행위분류(I)

인체의 이해
보건의사소통능력

보건기초 능력
기초

일반생물학(G)
공중보건학(G)
보건의사소통학(E)
인체해부생리학(IE)

보건의료정보기술(IE)
보건의료정보관리학(I)
의학용어Ⅰ(IH)
의학용어Ⅱ(IH)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공통교과(G), 보건의료정보관리(I), 보건교육(E), 병원행정 및 보험심사평가(H)

    

비 
교 
과

-전공기초역량강
화프로그램

-병원행정실무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건교육실무역량강화프
로그램

-보건의료정보역량
 강화프로그램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SuLow ‘절주’ 동아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능력 향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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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70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 3 기초 5 2 3

전선 15757 보건의사소통학 Health Communication 3 3 기초 2 3 5

2
기초 14735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 3 기초 4 3 3

전선 15758 인체해부생리학 Human Anatomy & Physiology 3 3 기초 4 3 3

2

1

전선 14033 의학용어Ⅰ Medical Terminology-Ⅰ 3 3 기초 5 3 2

전선 15796 노인보건학 Gerontological Health 3 3 심화 3 3 4

전선 12816 건강운동및실습 Health Exercise & Practices 3 3 실무 4 4 2

전선 15929 보건의료정보관리학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3 3 기초 3 4 3

전선 16100 정신보건학 Mental Health 3 3 심화 3 3 4

2

전선 14034 의학용어Ⅱ Medical Terminology-Ⅱ 3 3 기초 5 3 2

전선 15370 보건사업관리론 Health Business Management 2 2 전문 3 3 4

전선 15944 보건의료정보기술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3 3 기초 4 4 2

전선 12539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Health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3 3 실무 4 3 3

전선 14035 병리학 Pathology 3 3 심화 5 2 3

3

1

전선 16272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Medical Record information analysis 
of Practice  

3 3 실무 3 4 3

전선 16274 보건의료조직관리 Health  organization management 3 3 전문 4 2 4

전선 12540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3 3 심화 4 4 2

전선 16273 질병및의료행위분류
Classification of Diseases & Medical 
Operations

2 2 심화 4 4 2

전선 16276 보건의료통계학 Health Statistics 3 3 심화 4 4 2

전선 14739 병원재무회계 Hospital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4 3 3

2

전선 12699 보건교육실습 Field Practice in Health Education 2 4 실무 2 3 5

전선 12703 보건교육방법론 Health Education Method 2 2 심화 2 4 4

전선 14346 암등록 Tumor registry 2 2 전문 3 4 3

전선 14738 원무관리 Hospital Management 3 3 전문 4 3 3

전선 16275 질병분류심화 Advanced Classification of Diseases 2 2 전문 2 5 3

전선 16277 보건의료데이터관리 Health Data Management 3 3 전문 3 5 2

4

1

전선 14476 병원현장실습 Field Practice of Hospital 3 4 실무 2 3 5

전선 0000 의료의질관리 Quality Management of medical care 2 2 전문 2 4 4

전선 0000 건강보험이론및실무 Health Insurance & Practice 3 3 실무 3 4 3

전선 12701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3 3 전문 3 5 2

전선 0000 의료관계법규 Medical Laws 3 3 전문 6 2 2

2

전선 0000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CDI)
Medical Record Information Quality 
Improvement Practice  (CDI)

2 2 실무 2 5 3

전선 0000 건강정보보호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2 2 전문 2 3 5

전선 15928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

3 3 실무 3 4 3

전선 0000 병원의료전산실무 3 3 실무 3 5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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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235)

보건의사소통학 Health Communication

이 과정은 공중보건 캠페인, 건강교육 그리고 의

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건강증진 연구

와 실습 방법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study and practice of 

communicating promotional health information in 

public health campaigns, health education, and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기초
(433)

인체해부생리학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이과정은 인체계통별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기

능을 이해하여 인체의 정상 구조로부터 항상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원리를 이해한다.

This course explains the principles of maintaining 

the homeostasis and health of the human body 

by understanding the anatomical structures and 

physiological functions of the human body 

systems.

기초
(532)

의학용어Ⅰ Medical Terminology-Ⅰ

이과정은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구성요소)를 분석

하고, 해부 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계통별 증

상, 진단, 처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용어를 습득함

으로써 임상에서의 의사소통능력과 의료정보관리 

수행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nalyzes the basic structure and 

components of medical terminologies and 

acquaints students with terminologies for 

systematic symptoms, diagnosis, treatment, and 

examination based on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knowledge. Through this course, 

clinical communication skills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abilities are cultivated.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33)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보건 과학 전반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건강에 

대한 기본개념과, 질병예방과 보호, 건강증진에 

관한 체계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teaches the fundamental concepts of 

health and general health science, and focuses 

on the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health protection over diverse health 

topics. 

기초
(523)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물질, 생명체의 기본단위인 

세포, 물질대사, 그리고 인체의 구조의 기능들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한다.

Structure material, cell that is standard unit of 

living things, metabolism, and copper that 

accomplish life. Learn and understands about 

functions of structure of human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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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442)

건강운동및실습 Health Exercise & Practices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운동의 효과 올바른 운동

법, 만성질환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운동원칙과 

지도방법 그리고 노인운동 및 스포츠상해 예방능

력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cquires basic knowledge and skills 

to maintain and promote individual health, In 

addition, this course will study the effects of 

exercise, proper exercise, exercise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improvement of 

chronic diseases, and the ability to prevent 

elderly sports and sports injuries. 

기초
(343)

보건의료정보관리학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이과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와 보건의료

정보관리를 위한 기본 개념 및 관련 시스템, 법

률 등을 이해하고 의무기록의 개념 및 관리원칙

과 방법, 보건의료정보 표준 및 데이터 질관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건의료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basic 

concepts and related systems and laws. The 

course covers topics such as management 

principles, methods in medical recordings, health 

information standards, and data quality 

management 

심화
(442)

보건의료통계학 Health Statistics

다양한 통계기법, 보건의료통계지표, 병원경영지

표, 데이터 시각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

료통계절차 및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건의료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Students will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in 

statistical procedures and research methods  to 

perform various health and medical statistics, 

hospital management indicators, data 

visualization, etc., and also develop the ability to 

create added value of health and medical data.

기초
(532)

의학용어Ⅱ Medical Terminology-Ⅱ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에 사용하는 전문적 

의학용어를 공부함으로써 의무기록을 읽고 이해

하며 통계작성, 질병수술 분류 등 내용분석 업무

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실제 현장에서 활

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By studying professional medical terminology 

used in medical records at health medical 

institutions, students will be able to read and 

understand their medical records and develop 

their abilities to analyze contents such as 

statistics and disease surgery classification.

실무
(343)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

이과정은 보건의료정보관리 개념 및 데이터 생애

주기별 데이터 거버넌스 적용 원칙과 보건의료정

보관리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보건의료정보 처리 

단계별 관리방법을 습득하여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를 원칙에 맞게 처리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and the role of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rs 

in data governance. The course also teaches 

how to manage healthcare information in stages 

thereby making students have the practical 

ability in the management of healthcar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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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심화
(334)

노인보건학 Gerontological Health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학습하여 노인을 위한 보건교육 전문가로서의 자

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health care and 

promotion for the old, and improves the 

professional ability of health care practitioner 

for the old.

기초
(442)

보건의료정보기술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

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 수행에 정보기술 관련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basic knowledge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job performance 

of health information managers in order to 

actively cope with the information environment.

실무
(433)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Health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보건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의 계획, 개발, 실시, 평가에 대한 전체 

개발과정과 각 과정별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배

우게 된다. 교과과정을 통하여 보건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획 능력을 학습하

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development process and the management of 

each program for the planning,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ograms 

needed to effectively perform health education 

activities. Through the curriculum, students will 

learn the detailed planning skill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education programs.

심화
(523)

병리학 Pathology

이 과정은 염증, 손상, 퇴행, 조직 재생에 대한 

조직과 세포 반응 그리고 치유 및 면역 과정과 

같은 일반적인 병리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습

한다. 또한 건강과 질병의 숙주, 환경 및 병원균

의 관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background knowledge on 

general pathology such as tissue/cellular reaction 

to inflammation, injury, degeneration, tissue 

repairs, and process of healing and immunity. It 

also provides background knowledge i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host, environment and 

pathogen in health and diseases.

실무
(343)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Medical Record information analysis of Practice 

이과정은 임상지식을 기초로 진료기록을 검토, 

분석하여 질병 및 수술분류, 암등록, 진료통계분

석, QI, 건강보험청구 및 심사 등을 실습하여 의

무기록(보건의료정보) 기반 분석, 코딩 및 정보 

생성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examine and 

analyze medical records based on clinical 

knowledge and enables students to cultivate the 

abilities to conduct duties such as analysis of 

medical records, coding and information 

generation through disease and surgery 

classification, cancer registration, medical 

statistics analysis, QI, health insurance claims, 

and examination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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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424)

보건의료조직관리 Health organization management

이과정은 조직의 관리기능, 전략적 리더십, 변화

관리 등 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보건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가 적법하고 원칙에 

맞게 처리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함

양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knowledge in management techniques such as 

organizational management, strategic leadership 

and change management. The students will also 

develop coordinated ability to properly manage 

healthcar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in health medical institutions.

심화
(442)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건강증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국민의 올바른 

건강행위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의 기본개념과 원

리를 파악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major concept in health 

promotion and explores principles of health 

education to help people change their lifestyle to 

move toward a state of optimal health.

심화
(442)

질병및의료행위분류 Classification of Diseases & Medical Operations

이 과정은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이해하

고 진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단, 의

료행위 및 관련정보를 국제분류체계와 분류지침

에 따라 코드번호를 정확하게 부여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disease 

and medical behavior and learn the ability to 

accurately assign code numbers according t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and 

classification guidelines for diagnosis, medical 

practice and related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전문
(352)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과학적 조사와 연구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연

구조사의 시작에서부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연구조사 및 분석에 필요

한 기본적인 통계와 연구조사 분석에 필요한 다

양한 분석방법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developing research skills 

by providing practical examples from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for a 

balanced and comprehensive grounding in 

research methodology.

심화
(433)

병원재무회계 Hospital Financial Accounting

이 과정은 재무회계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고 병원의 원무, 경영 및 재무회계관리 능

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studies general theories and 

managerial activities related to hospital financial 

accounting management to achieve adequate and 

proper documentation of a health care system

실무
(235)

보건교육실습 Field Practice in Health Education

전반적인 보건교육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보건의

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실습 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apply 

academic experience to actual situations related 

to health education and program management 

skills in diverse community settings.

심화 보건교육방법론 Health Edu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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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244)

보건교육에 이용되는 도구 및 매체 개발과 활용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보건교육프로그램에 따

른 교육방법을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습득한

다.

This course introduces development and utilizing 

of instruments and materials for health 

education. The course includes any application of 

education methods by health education program.

전문
(343)

암등록 Cancer Registry

이과정은 종양의 특성과 분류체계를 이해하고, 

암등록지침에 따라 암등록 DB를 구축하여 암 발

생통계를 산출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will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tumors, and also build the cancer registration 

database following cancer registration guidelines 

to calculate cancer incidence statistics.

전문
(433)

원무관리 Hospital Management

병원의 전반적인 사무 관리를 포함하며, 의료비

산정, 진료비청구 등의 원무행정과 경영, 인사, 

기획 등 병원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management a hospital 

comes with a number of challenges unique from 

those of other organizations by hospital 

administration and hospital management systems.

전문
(253)

질병분류심화 Advanced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 과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국제

의료행위분류(ICD)에 대한 지식을 보건의료정보분

야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심화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apply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an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in the field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전문
(352)

보건의료데이터관리 Health Data Management

보건의료 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의 개념과 중

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술을 학습

하여 DBMS를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능력을 함양

한다.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health data 

management, learn database and health big data 

technology and also cultivate data management 

abilities based on DBMS.

실무
(235)

병원현장실습 Hospital Field Practice 

이과정은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관련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따른 업무내용 및 절차에 맞춰 보

건의료정보 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함으로써 보건

의료정보관리 실무수행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apply academic experience to actual situations 

related to medical recording and hospital 

administration in the field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전문
(244)

의료의질관리 Quality management of medical care

이과정은 전통적인 의료의 질 관리 개념과 방법

론, 환자안전, 의료기관인증 제도를 이해하고, 데

이터 기반의 의료의 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방법

론을 습득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료의 질관리 활

동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methodology of quality management 

of traditional medical care, patient safety,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students will also acquire th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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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for quality control activities of a 

database.

실무
(343)

건강보험이론및실무 Health Insurance & Practice

이과정은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 제도를 이해하

고, 진료비 산정 및 청구방법을 습득하여 진료비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medical payment system of health insurance; will 

learn how to calculate and bill medical expenses, 

and also develop the ability to manage medical 

expenses.

심화
(334)

정신보건학 Mental Health

정신보건의 중요성과 의미는 물론 정신건강을 유

지하고 증진하기위한 지식을 습득한다.또한 다양

한 정신 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지식과 이론

을 학습하여 정신질환의 유형과 판정기준을 이해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how to 

maintain and promote the mental health as well 

as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that. Students 

will know the type and the criterion of mental 

disease through learning the knowledge and 

theory about the cause and symptoms of it.

전문
(622)

의료관계법규 Medical Laws

보건의료관계법령들을 배우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학습하여 이론적 바탕위에 보건법

규와 실제 보건행정의 운영을 이해하고 숙지하며 

보건의료관계 인력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책임을 파악한다.

This course is provided for understanding of the 

regulations relating to health and medicine in 

the legal system of our country, and therefore 

students can lean actual administration of health 

administration on the theoretical basis and 

understand the duti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healthcare personnel.

실무
(253)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CDI)
Medical Record Information Quality Improvement 

Practice  (CDI)

이과정은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명을 기재하고 의

무기록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임상의학 및 분류 

준칙 기반의 효과적 질의와 관리를 통해 무기록 

정보의 품질을 향상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

법을 학습하여 의무기록 완전성관리 능력을 함양

한다.

This course enables students to develop the ability 

to manage medical record integrity by learning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record information through 

effective inquiry and management based on 

clinical medicine and classification rules so that 

medical personnel can make an accurate diagnosis.

전문
(235)

건강정보보호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건강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법, 

보호 및 보안 기술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정보 보호 및 보안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health information, knowledge of 

relevant laws and security technologies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information.

전문
(334)

보건사업관리론 Health Business Management

개인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

해서 국가나 공공 기관 차원에서 실시하는 체계

적이고도 조직적인 활동을 말하는 보건사업에 관

Health business that refers to systematic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carried out at the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 level to rai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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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재로 보건사업의 개념과 특성, 보건의료체

계, 보건사업계획, 보건사업 조직 등에 대해 살펴

본다.

level of health of individual and community 

residents. It includ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health business, health care 

system, health busines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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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대학-운동처방학과

운동처방학과 (Dept. of Exercise Prescription)

[1] 학과소개

[2] 전공능력

구    분 내    용

인 재 상           21C 스포츠건강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형 전문 인재 

전공능력 현장 실무능력 · 임상적 소통능력 · Nudge-Leadership능력

교육목표

운동처방학과는 소통과 공감의 넛지 리더십을 바탕으로 21세기 유망산업인 스포츠건강산업 분

야를 선도하는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

표로 한다.

교육과정

◾스포츠건강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건강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프로구단 및 스포츠재활센터 실습 등 다양한 인턴십을 통한 이론과 실무지식 겸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여학위 체육학사 (Bachelor of Physical Educ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국공립기관
건강운동관리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운동사

병원 및 스포츠재

활센터

건강운동관리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운동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프로 및 실업팀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현장 실무능력

정의 현장에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다양한 현장 환경에서의 운동지도 실무능력을 육성한다.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교감 능력을 갖춘다.

임상적 
소통능력

정의 전문가 간 생리학적, 의학적 용어 이해와 소통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해부생리학적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인체 움직임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이해한다.

Nudge-Leaders
hip능력

정의
주변사람들과의 원만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창의적인 발상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준거
◾학과 봉사활동 참여로 원만한 소통과 교류로 인해 리더쉽 강화

◾현장실습 참여로 창의적인 발상과 열정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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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현장 실무능력 임상적 소통능력 Nudge-Leadership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스포츠건강산업 환경, 

임상 사례 연구 
스포츠 건강 산업 분석  윤리의식, 프로 마인드

실무

노인체력관리, 
스포츠재활관리, 
건강체력관리

스포츠현장 및 임상실무, 전공 
관련 실기

팀웍 마인드,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스포츠과학, 운동처방, 

스포츠의학 지식 

스포츠 현장 및 임상 

사례 분석  

적극적, 객관적,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건강체력 관련 지식,

스포츠건강 산업 현황 

외국어 활용능력, 

의사소통 능력

소통과 공감 태도, 

고객의견 경청 및 응대

전공능력

진로분야
현장 실무능력 임상적 소통능력 Nudge-Leadership능력

공공기관 ● ● ●

병원 및 
운동재활센터

● ◐ ●

프로 및 실업 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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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 
실무능력

임상적 
소통능력

Nudge-Lead
ership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운동손상평가 ● 4 4 2

운동재활(1),(2) ● 5 3 2

임상운동검사및처방학 ◐ ◐ 4 4 2

건강체력평가 ◐ ◐ 5 3 2

노인병학 ● 5 3 2

노인체육론 ◐ ◐ 4 4 2

실무

요가(1),(2) ◐ ◐ 3 5 2

스포츠마사지및테이핑
(1),(2)

● ◐ 2 5 2

웨이트트레이닝(1),(2) ● ◐ 3 5 2

필라테스(1),(2) ◐ ○ ◐ 3 5 2

전공실기(1),(2) ● ◐ 3 5 2

운동동작분석 ● ◐ 4 3 3

비만관리및운동지도실습 ◐ ○ ◐ 3 5 2

현장실습(1).(2) ● ◐ 3 5 2

심화

병태생리학 ● 5 3 2

스포츠영양학 ○ ○ 5 3 2

특수체육론 ● ◐ 5 3 2

운동상해 ● ◐ 5 3 2

운동처방론 ● ◐ 5 3 2

전공영어 ● 3 5 2

트레이닝론 ● ◐ 4 4 2

퍼스널트레이닝 ◐ ◐ 3 5 2

원서강독 ● 5 3 2

운동기능역학 ● ◐ 5 2 3

장애인스포츠 ● ◐ 2 4 4

장애인운동학습및재활 ● ◐ 5 2 3

건강과운동 ● 5 3 2

기초

해부생리학 ○ ● 5 3 2

기능해부학 ○ ● 5 3 2

운동생리학 ○ ● 5 3 2

의학용어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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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 
실무능력

임상적 
소통능력

Nudge-Leadership능력

국공립

기관

(P)

전문

운동손상평가
운동재활(1),(2)[필]
임상운동검사및처방학
건강체력평가
노인체육론[필]

노인병학[필]

실무

요가(1),(2)
웨이트트레이닝(1),(2)
스포츠마사지테이핑(1),(2)
필라테스(1),(2)
전공실기(1),(2)
비만관리및운동지도실습
현장실습(1),(2)[필]

심화

특수체육론
운동상해[필]
운동처방론[필]
트레이닝론
퍼스널트레이닝
스포츠영양학
장애인스포츠
장애인운동학습및재활

전공영어
원서강독

병태생리학[필]

기초

의학용어 건강과운동[초]
해부생리학[초]
기능해부학
운동생리학[필]

병원 및 

스포츠재활

센터

(H)

전문

운동손상평가
운동재활(1),(2)[필]
임상운동검사및처방학
건강체력평가
노인체육론[필]

노인병학[필]

실무

웨이트트레이닝(1),(2)
스포츠마사지테이핑(1),(2)
전공실기(1),(2)
비만관리및운동지도실습
현장실습(1),(2)[필]

심화

특수체육론
운동상해[필]
운동처방론[필]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장애인스포츠
장애인운동학습및재활

전공영어
원서강독

병태생리학[필]

기초

의학용어 건강과운동[초]
해부생리학[초]
기능해부학
운동생리학[필]

프로 및 

실업팀

(T)

전문
운동손상평가
운동재활(1),(2)[필]
노인체육론[필]

노인병학[필]

실무 요가(1),(2)



375

의과학대학-운동처방학과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 
실무능력

임상적 
소통능력

Nudge-Leadership능력

웨이트트레이닝(1),(2)
스포츠마사지테이핑(1),(2)
필라테스(1),(2)
전공실기(1),(2)
현장실습(1),(2)[필]

심화

특수체육론
운동상해[필]
운동처방론[필]
트레이닝론
퍼스널트레이닝

전공영어
원서강독

병태생리학[필]

기초

의학용어 건강과운동[초]
해부생리학[초]
기능해부학
운동생리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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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최신연구동향 분석
임상사례연구

스포츠건강산업의분석  
전문

운동손상평가(G)
운동재활(1),(2)(G)
임상운동검사및처방학
건강체력평가(PH)

노인병학(G)
노인체육론(G)

전공실기능력 
현장적용능력
정보활용능력 

실무

요가(1),(2)(PT)
웨이트트레이닝(1),(2)
(G)

스포츠마사지및테이핑
(1)(G)
필라테스(1),(2)(PT)

현장실습(1),(2)(G)
전공실기(1),(2)(G)
운동동작분석(G)
스포츠마사지및테이핑
(2)(G)
비만관리및운동지도실습
(PH)

스포츠재활의 이해
스포츠과학의 이해
특수체육론의 이해

외국어능력 

심화

병태생리학(G)
스포츠영양학(PH)
특수체육론(G)
운동상해(G)
운동처방론(G)
전공영어(G)
운동기능역학(G)

트레이닝론(G)
퍼스널트레이닝(PT)
장애인스포츠(PH)
장애인운동학습및재활
(PH)

원서강독(G)

스포츠의학의 이해 
건강체력의 이해

건강운동관리의 이해
기초

해부생리학(G)
기능해부학(G)
건강과운동(G)
의학용어(G)

운동생리학(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P)국공립기관 (H)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T)프로 및 실업팀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산학협력 견학
▪운동처방 관련 

박람회 참관

▪학술동아리
▪운동처방 관련 특강
▪산학협력 견학 및 
박람회 참관

▪산학협력 현장실습
▪자격증 스터디그룹
▪취업동아리

▪Job Shadowing
▪취업연계 현장실습
▪취업동아리

LINK+, 교내특성화사업, Together사업, 학술동아리, 산학협력 견학 및 현장실습 , 운동처방 
관련박람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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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66학점(기초6 + 전필 30 + 전선 6 + 심화24) 이상전필 30 1~4

전선 30 1~4

졸업자격(논문) P 4  ◾ 전공 관련 자격증으로 논문 대체

졸업 이수학점 130

■ 복수(부)전공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비 고

복수 

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

공)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0 + 전선 6)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

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0 + 전선 6)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전필, 전선)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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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4512 해부생리학 Anatomy & Physiology 3 3 기초 5 3 2

전선 15987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3 3 기초 5 3 2

2
기초 14514 건강과운동 Health & Exercise 3 3 기초 5 3 2

전선 14515 기능해부학 Functional Anatomy 3 3 기초 5 3 2

2

1

전필 06198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3 3 기초 5 3 2

전선 14742 스포츠영양학 Sports Nutrition 2 2 심화 5 3 2

전선 13332 요가(1) Yoga(1) 1 2 실무 3 5 2

전선 14007 웨이트트레이닝(1) Weight Training(1) 1 2 실무 3 5 2

전선 16279 운동기능역학 Functional Biomechanics 3 3 심화 5 2 3

전필 15780 특수체육론 Adapted physical education 3 3 심화 5 3 2

2

전선 13333 요가(2) Yoga(2) 1 2 실무 3 5 2

전필 13666 병태생리학 Pathological Physiology 3 3 심화 5 3 2

전필 14744 운동상해 Exercise Injury and Therapy 3 3 심화 5 3 2

전필 14745 운동처방론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 3 3 심화 5 3 2

전선 14008 웨이트트레이닝(2) Weight Training(2) 1 2 실무 3 5 2

전선 14747 전공영어 English in Exercise Prescription 2 2 심화 3 5 2

3

1

전선 13337 임상운동검사및처방학 Clinical exercise test 3 3 전문 4 4 2

전선 13832 스포츠마사지및테이핑(1) Sports Massage Taping(1) 1 2 실무 3 5 2

전선 13330 운동손상평가 Kinetic damage evaluation 3 3 전문 4 4 2

전필 15372 운동재활(1) Rehabilitation of Exercise(1) 3 3 전문 5 3 2

전선 11319 트레이닝론 Training Theory 3 3 심화 4 4 2

전선 14193 필라테스(1) Pilates(1) 1 2 실무 3 5 2

2

전필 15371 운동재활(2) Rehabilitation of Exercise(2) 3 3 전문 5 3 2

전선 15373 건강체력평가 Health & Fitness Assessment 3 3 전문 5 3 2

전선 12998 퍼스널트레이닝 Personal Training 2 2 심화 3 5 2

전선 14194 필라테스(2) Pilates(2) 1 2 실무 3 5 2

전선 16282 장애인스포츠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y 2 2 심화 2 4 4

전선 16281 장애인운동학습및재활
Motor Learning and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y

3 3 심화 5 2 3

4

1

전선 15739 전공실기(1) Activity Course in Health & Exercise(1) 2 2 실무 3 5 2

전필 14189 노인병학 Geriatrics 3 3 전문 5 3 2

전선 15738 원서강독 Application reading(1) 2 2 심화 5 3 2

전필 13835 현장실습(1) Field Internship(1) 3 3 실무 3 5 2

전선 16280 운동동작분석 Motion Analysis 2 3 실무 4 3 3

2

전선 15804 전공실기(2) Activity Course in Health & Exercise(2) 2 2 실무 3 5 2

전필 16278 노인체육론 Physical Education for Elderly 3 3 전문 4 4 2

전필 13838 현장실습(2) Field Internship(2) 3 3 실무 3 5 2

전선 13834 스포츠마사지및테이핑(2) Sports Massage Taping(2) 1 2 실무 3 5 2

전선 12999 비만관리및운동지도실습
Obesity management and exercise 
instruction

1 2 실무 3 5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심화,실무,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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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32)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운동과 관련하여 인체 내 에너지 동원 체계, 대

사와 내분비계 시스템 등 전반적 생리적 조절 시

스템의 변화를 교육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iological control 

system, bioenergetics, metabolism, endocrine 

system function, techniques measurement of 

exercise.

전문
(532)

운동재활(1),(2) Rehabilitation of Exercise(1),(2)

운동을 통하여 운동상해를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신체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You will gain knowledge to prevent injuries and 

recover to your normal physical condition as 

soon as possible through exercises.

심화
(532)

병태생리학 Pathological Physiology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로 인한 주요 질병 및 증상

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신체 조건을 가

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운다.

By understanding the cause of the major 

diseases and symptoms from physiological 

changes of the human body, students are taught 

basic knowledge on exercises suitable for people 

with various physical conditions.

심화
(532)

운동처방론 Exercise Testing and Prescription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과 

같이 개인의 건강 및 체력상태에 근거해 운동의 

유형, 강도, 빈도, 시간 등을 사람들에게 제시하

This course gives lessons to students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how to maintain and 

improve health and fitness by presenting th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32)

해부생리학 Features of Anatomy and Physiology

인체는 골격(skeleton)을 이루어 인체 지주로써 역

할을 하여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나아가

서 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영양물질이나 대사산물

의 분산매질(media) 기능도 한다.

The organization of the human body is very 

complicated. The bony are leading of body that 

is protect internal organs.

기초
(532)

건강과운동 Health and Sports

스포츠의 현상에 대하여 건강의 문제를 이론 및 

방법을 규명하고 또 그들의 경험적 자료를 통하

여 스포츠의 진보와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며 스포

츠를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한다.

Sports for the health of the symptoms of the 

problem how to identify the theories and 

empirical data, and also through the sport of the 

in progress and contribute to problem solving,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rough sports at 

the same time pur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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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32)

기능해부학 Functional Anatomy

이 수업에서는 해부학에 기초한 평상시 또는 스

포츠 활동 중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강의

합니다.

The lecture will be given in this class is under-

standing of the movement of the human body 

during ordinary or sports activities based on 

anatomy. 

기초
(532)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본 과목은 운동처방학과 학생들이 메디컬 필드에

서 원활한 소통 및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

학적 기초 지식 및 용어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basic 

medical knowledge and terminology so that stu-

dents in the Department of Exercise prescriptio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 향상 시킬 수 있는 과학

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교육한다.

type, intensity, frequency, and time of exercise 

based on the individual's health and physical 

condition such as doctors do.

심화
(532)

운동상해 Exercise Injury and Therapy

스포츠 손상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의 의학적인 

진단을 이해하고 손상기전을 운동과학적으로 분

석하여 초기 응급처치 및 손상의 예후, 재활운동

을 계획하는 학문이다.

Exercise Injuries and Therapy is a study of 

understanding musculoskeletal disease evoked 

from sports injuries, doing analysis on view 

exercise science mechanism of injuries, taking an 

emergency, the prognosis of injuries and 

programming of exercise rehabilitation.

전문
(532)

노인병학 Geriatrics

노인들의 생리적, 신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질

환들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배움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실무지식에 대하여 교육한다.

It is taught about practical knowledge that can 

cope with understanding the physiolog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Additionally, this class deals with diseases they 

can suffer from. 

실무
(352)

현장실습(1),(2) Field Internship(1),(2)

교내에서 배운 이론 및 실기 지식을 기초로 현장

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육성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theory and 

practice learned in the school, nurture the 

practical ability required in the field.

전문
(442)

노인체육론 Physical Education for Elderly

노인체육 이론을 배우고 현장적용점을 토론한다. Introduction to theories in senior fitness and 

exercise, and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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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하고 있다. can smoothly communicate and understand in 

the medical field.

심화
(532)

스포츠영양학 Sports Nutrition

경기력 저하 및 향상 그리고 건강과 성장발달에 

요구되는 주요 영양소들(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럴)이 무엇이고, 운동 시 이들 주요 

영양소들의 역할들에 대한 기전을  이해시킴으로

서 운동지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Proper nutrition intake is essential to good 

health and the best exercise performance. Good 

nutrition intake promotes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and can help prevent decrease 

exercise capacity. Choosing the proper food is as 

important to your athletic success as having the 

most appropriate training program. The sports 

nutrition provide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on nutrition(carbohydrate, fat, protein, vitamins, 

minerals) for peak athletic performance. This 

curriculum provides a great amount of important 

and timely information for the coach, athletic 

trainer, as well as the athlete.

실무
(352)

요가(1),(2) Yoga(1),(2)

요가의 철학과 사상을 이해하고, 요가의 기본인 

육체적 정렬을 바탕으로 올바른 요가동작, 호흡

법, 명상법을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습득함으로서 

요가 지도자로서의 전문가적 실무직을 육성한다.

Understanding the philosophy and thought of 

yoga. Based on the physical alignment of yoga 

as a basis, we will be able to achieve the 

capacity as a yoga leader by systematically and 

step-by-step correct yoga movements, breathing, 

and meditation methods.

실무
(352)

웨이트트레이닝(1),(2) Weight Training(1),(2)

근육의 구조와 생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근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습득한다.

Based on the structure and physiological 

knowledge of the muscles, learn practical 

training methods to improve muscle function 

effectively.

심화
(532)

특수체육론 Adapted physical education

장애인에게 양질의 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제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스포츠지도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과정의 목

적은 특수체육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 소양

과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다.

In order to provide quality physical education 

and education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sports instructors qualified through appropriate 

qualifications are need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give students to acquire basic 

knowledge that an adapted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should have.

심화 전공영어 English in Exercis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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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352)
전공영어를 통한 병원 및 전문직에 적응이 가능

하도록 교육한다.

Educate students to adapt to hospitals and 

professions through Major related English.

실무
(352)

스포츠마시지및테이핑(1),(2) Sports Massage Taping(1),(2)

신체활동으로 인한 골격근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테이핑요법을 통하여 일상이나 시합 

중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마한다.

 Students will be taught how to improve func-

tion during daily activities and games through 

taping therapy which can help to recover skel-

etal muscle fatigue caused by physical activity.

전문
(442)

운동손상평가 Kinetic damage evaluation

체력에 적합한 운동의 종류와 운동 방법을 이해

하고 운동 처방을 통한 운동 상해의 처리 방법을 

마스터한다.

Understand the type of exercise appropriate for 

physical fitness and how to exercise and master 

how to handle exercise injury through exercise 

prescription.

심화
(532)

원서강독 Application reading

운동처방전공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를 읽

고 그 뜻을 밝힘으로써 운동처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learn important 

information about exercise prescription by read-

ing professional terms used in exercise pre-

scription major.

심화
(442)

트레이닝론 Training Theory

트레이닝에 필요한 생리적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

고 이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의 여러 가지 방법과 

생리적 효과를 알아본다.

Understand the physiological and scientific prin-

ciples required for training, and learn various 

methods and physiological effects of training 

based on these principles.

실무
(352)

필라테스(1),(2) Pilates(1),(2)

근육강화, 스트레칭, 신체중심의 안정화를 통해 

밸런스를 유지시킴으로서 인체 각 기관과 조직사

이의 유기적인 대사를 유지시키고 발달시켜 건강

을 유지 증진시키는 실무 지식 육성한다.

It maintains balance through muscle strengthen-

ing, stretching, and body-centered stabilization, 

and maintains the organic metabolism between 

the organs and tissues of the human body, 

thereby cultivating knowledge that promotes and 

maintains health.

실무
(352)

비만관리및운동지도실습 Obesity management and exercise instruction

비만에 대한 의학적 치료,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

을 이해함으로써 운동처방을 통한 비만에 대한 

처치방법을 숙달한다.

Master the method of treating obesity through 

exercise prescription by understanding medical 

treatment of obesity, diet therapy,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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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exercise.

전문
(532)

건강체력평가 Health & Fitness Assessment

운동과 신체활동의 기본 원리와 적응과정을 학습

하는 동시에 운동처방을 위해서 인체의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 a well-balanced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physical fitness addressing 

five major components of total physical fitness.

전문
(442)

임상운동검사및처방학 Clinical exercise test

임상운동학은 요통,  심장질환, 호흡기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말초혈관), 비만,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운동부하검사와 

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운동처방 방법을 배

운다.

In this class, we analyze exercise test result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back pain, heart 

disease, respiratory system disease, hypertension, 

diabetes (peripheral blood vessel), obesity, elderly 

person, child and pregnant woman and learn 

exercise prescription method accordingly.

심화
(352)

퍼스널트레이닝 Personal Training

퍼스널트레이닝은 근육해부학, 근육역학을 통해 

트레이닝이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수업에서는 근육운동을 습득함은 

물론 기능학적 안정성을 통해 예기치 못한 부상

이나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 할 수 있는 최고의 

트레이닝 방법을 학습받게 됩니다.

Personal training can help make training more 

professional and scientific through muscle anat-

omy and muscle dynamics. In this lesson, you 

will learn the best training methods to learn 

muscle movements and to rule out unexpected 

injuries or unnecessary movements through 

functional stability.

실무
(352)

전공실기(1),(2) Activity Course in Health & Exercise(1),(2)

효과적인 운동학적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수행을 직접 체험

하고 숙달시킴으로서 경험을 통한 차별화된 전문

가적 역량을 교육한다.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and practice a 

variety of exercises to develop effective 

kinematic program development and instructional 

methods. This experience will create a 

differentiated professional capacity.

심화
(523)

운동기능역학 Functional Biomechanics

움직임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론인 운동

역학과 관련된 수업이다. 이 수업은 운동역학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

간의 움직임 기능을 운동역학적 방법을 통해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related to sports biomechanics 

kinematics, a basic theory for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human movement. This class 

provides basic knowledge related to functional 

biomechanics, and makes use of it to understand 

functional of human motion.

실무
(433)

운동동작분석 Motion Analysis

인간 움직임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 uman movement should be convert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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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어야 한다. 인간의 움직임 동작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본 과목은 

움직임을 정량화할 수 있는 3차원 동작분석 시스

템, 2차원 동작분석 시스템, 자세 분석, 균형 분

석, 근전도 분석, 지면반력 분석 방법과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적용한 실제 평가 방법을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quantitative data. in order to understand human 

movements. There are various ways to 

quantitatively analyze human movement. This 

subject learns theories related to the methods of 

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is system, 

two-dimensional motion analysis system, posture 

analysis, balancing analysis, electromyography 

analysis, and ground reaction force analysis to 

quantify motion,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practical evaluation methods to apply them.

심화
(244)

장애인스포츠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 운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재활이 어떠한 효과와 영향이 있는지 대

하여 알아야 한다. 본 과목은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절단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인들이 참

여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 학습하고, 장

애인 재활 스포츠 지도를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In order to take care of the disabled and 

prescribe rehabilitation exercis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disabilities and to know the effects and 

effects of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through 

sports. This course helps to learn about sports 

for disabled, wieh stroke, spinal cord injury, 

cerebral palsy, amputation disorder and 

developmental disorder, and have the ability to 

teach disabled rehabilitation sports.

심화
(523)

장애인운동학습및재활 Motor Learning and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y

운동학습이란 운동 동작을 올바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운동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다. 학습은 

운동 기능의 형성에 관련하여 행해지며, 사회적, 

정서적인 태도의 형성도 운동 기능의 형성 과정

에 수반하여 이루어진다. 장애인 재활 과정에는 

이러한 운동 기능, 심리, 협응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본 과목은 다양한 장애 유형(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절단장애, 발달장애 등)의 각 

장애 특성과 재활, 그리고 이러한 재활 원리 이

해에 필요한 운동학습이론에 관해 학습한다. 

Motor learning is to learn movement pattern so 

that you can do the correct and smooth motion. 

Learning works in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motor function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and 

emotional attitudes is also accompanied by motor 

learning process. Various factors such as motor 

functions, psychology, and coordination play a 

role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for the 

disabled. This course provides knowledge of the 

characteristics and rehabilitation of various types 

of disability (stroke, spinal cord injury, cerebral 

palsy, amputation disorder, developmental 

disorder, etc.) and the theory of motor learning 

needed to understand these principles of 

rehabilitation.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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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과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가치 창조형 융합인재 : Independent Life를 지향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가치 창조형 융합인재

전공능력 전공/임상실무능력⋅융복합적 사고능력⋅임상적 의사결정 및 소통능력

교육목표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 사랑의 인성교육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봉사정신을 가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소양교육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작업치료 전문가양성  
▪국제적 수준의 안목과 실무능력을 지닌 글로벌 작업치료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임상사례중심의 
실무능력향상 교육과정 운영

▪전문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 일부 전공과목을 실습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진행하며 해외 
및 국내 전문가 자원을 교육과정에 폭넓게 활용함

▪임상실습교과목을 통해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수여학위 보건학사 (Bachelor of Health Science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의료기관 분야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증,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 인지발달치료사, 
치매전문작업치료사, 심리운동사, 미술심리상담사, 병원코디네이터, 감각통합
치료, 연하재활치료, 운전재활 전문가 과정, 보육교사

지역사회 
의료관련 분야

교육 및 서비스 
관련 분야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공/임상실무
능력

정의
클라이언트 중심 중재와 근거 중심의 작업치료 전문가적 지식, 기술, 보유와 실천 
능력

준거

◾작업치료사의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 및 클라이언
트 중심적 접근을 실천한다.

◾클라이언트 및 전문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수준을 높이고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이끌 수 있다.

융복합적 
사고능력

정의
미래형 융합인재실현을 위한 혁신 역량 함양 및 근거기반의 수준 높은 비평적 사
고 능력

준거
◾작업수행수준을 유지 및 증진시켜 클라이언트의 역할 회복 및 사회복귀에 기여
할 수 있다. 

◾치료와 재활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원을 연결하고 개발 할 수 있다. 

임상적 
의사결정 및 
소통능력

정의
작업치료 실행체계에 근거한 치료적 접근법을 이해하고, 관련지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작업과 인체움직임에 대해 이해하고 작업치료적인 관점으로 고찰 할 수 있다.
◾평가결과 해석 및 관련 지식기반 통합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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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공/임상실무능력 융복합적 사고능력

임상적 의사결정 및 

소통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자료 및 사례분석, 

치료목표설정
작업분석, 치료적 
중재전략개발

전문가적 책임 및 비평적 
사고, 근거기반실무

실무
치료도구 및 평가도구 

사용 및 해석

평가방법 및 도구사용,

중재접근법 적용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질환에 대한 지식습득, 
작업과 인체움직임 이해

작업치료실행체계 근거한 
치료적 접근법 이해

체계적인 지식과 관련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

기초
작업치료 기초지식,

재활의학적 팀 접근법 이해

인간발달이해,

의료적 기초지식 적용능력

환자 중심적 접근,

의료서비스 고객 응대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공/임상실무능력 융복합적 사고능력

임상적 의사결정 및 

소통능력

의료기관분야

(대학병원 및 재활병원)
● ◐ ●

지역사회 의료관련 분야

(지역사회재활시설)
◐ ● ●

교육 및 서비스 관련 분야

(장애인고용공단, 
치매지원센터 및 

보조공학서비스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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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공/임상실

무능력

융복합적 

사고능력

임상적 

의사결정 및 

소통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작업치료연구방법론
(캡스톤디자인)

◐ ● ◐ 4 4 2

환경과재활보조공학 ● ● ◐ 4 4 2

연하재활 ● ◐ ● 4 4 2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Ⅰ ◐ ● ● 2 5 3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Ⅱ ◐ ● ● 2 5 3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Ⅲ
(캡스톤디자인)

◐ ● ● 2 5 3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Ⅳ ◐ ● ● 2 5 3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Ⅴ ◐ ● ● 2 5 3

감각재활현장실습 ◐ ◐ ● 3 4 3

공중보건학 ● ◐ ◐ 5 2 3

보건의료법규 ● ◐ ◐ 5 2 3

작업치료세미나 ● ◐ ◐ 5 2 3

직업재활학 ◐ ◐ ● 3 3 4

실무

신체장애작업치료학Ⅰ ● ● ◐ 4 4 2

아동검사및평가 ● ● ◐ 3 5 2

작업치료평가 ● ● ● 3 4 3

감각통합치료 (캡스톤
디자인)

● ● ◐ 4 4 2

노인및지역사회작업치료 ◐ ● ● 2 5 3

치료적수공예 ◐ ● ● 3 4 3

신체장애작업치료학Ⅱ ● ● ◐ 4 4 2

보조기및의지학 ◐ ● ◐ 3 5 2

일상생활동작 ● ● ◐ 4 4 2

심화

작업치료기능해부학 ● ◐ ◐ 5 3 2

작업치료신경해부학 ● ◐ ◐ 5 3 2

정신건강론 ● ◐ ◐ 4 3 3

치료적작업응용 ● ● ● 3 4 3

아동작업치료학 ● ● ● 4 3 3

정신사회작업치료학 ● ● ◐ 4 3 3

운동치료학 ● ◐ ◐ 4 4 2

인체운동학 ● ◐ ◐ 5 3 2

인체검사학 ● ◐ ◐ 5 3 2

기초 작업치료학개론 ● ◐ ●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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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공/임상실

무능력

융복합적 

사고능력

임상적 

의사결정 및 

소통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의학용어 ● ◐ ● 4 2 4

재활의심리학적기초 ◐ ◐ ● 3 3 4

인체해부학및실습 ● ◐ ◐ 5 2 3

생리학및실습 ● ◐ ◐ 5 2 3

영유아발달 ● ◐ ● 5 3 2

재활의학개론 ◐ ◐ ● 3 2 5

일반생물학 ● ◐ ◐ 5 2 3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공/임상실무능력 융복합적사고능력 임상적의사결정 및 소통능력

의료기관분야
(H)

(대학병원 및 
재활병원)

전문

환경과재활보조공학
연하재활
공중보건학
보건의료법규
작업치료세미나

작업치료연구방법론[필] 작업치료학임상실습1
작업치료학임상실습2
작업치료학임상실습3(캡스톤
디자인)[필]
작업치료학임상실습4
작업치료학임상실습5
감각재활현장실습
직업재활학

실무

작업치료평가[필]
일상생활동작
아동검사및평가
신체장애작업치료1
신체장애작업치료2[필]

보조기및의지학
치료적수공예
감각통합치료(캡스톤디자인)

노인및지역사회작업치료

심화

작업치료기능해부학[필]
작업치료신경해부학[필]
정신건강론
정신사회작업치료학
운동치료학
인체운동학
인체검사학
아동작업치료학

치료적작업응용

기초

작업치료학개론[필]
의학용어
인체해부학및실습[필]
생리학및실습[필]
영유아발달
일반생물학[초]

재활심리학적기초
재활의학개론

지역사회 
의료관련 
분야(C)

(지역사회재활시설)

전문

보건의료법규
공중보건학
작업치료세미나
연하재활

작업치료연구방법론[필]
환경과재활보조공학

작업치료학임상실습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Ⅱ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Ⅲ(캡스
톤디자인)[필]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Ⅳ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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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공/임상실무능력 융복합적사고능력 임상적의사결정 및 소통능력

감각재활현장실습[필]
직업재활학

실무

작업치료평가[필]
일상생활동작
아동검사및평가
감각통합치료(캡스톤)
신체장애작업치료2[필]
신체장애작업치료Ⅰ

보조기및의지학
치료적수공예
노인및지역사회작업치료

심화

작업치료기능해부학[필]
작업치료신경해부학[필]
정신건강론
운동치료학
인체운동학
인체검사학

치료적작업응용
아동작업치료학
정신사회작업치료학

기초

작업치료학개론[필]
의학용어
인체해부학및실습[필]
생리학및실습[필]
영유아발달
일반생물학[초]

재활심리학적기초
재활의학개론

교육 및 
서비스 관련 

분야(E)
(장애인고용공단, 
치매지원센터 및 
보조공학서비스센

터)

전문

연하재활
환경과재활보조공학
공중보건학
작업치료세미나
보건의료법규

작업치료연구방법론[필]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Ⅰ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Ⅱ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Ⅲ(캡스
톤디자인)[필]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Ⅳ
작업치료학임상실습Ⅴ
감각재활현장실습[필]
직업재활학

실무

작업치료평가[필]
일상생활동작
아동검사및평가

신체장애작업치료1
신체장애작업치료2[필]
보조기및의지학
치료적수공예
감각통합치료(캡스톤디자인)

노인및지역사회작업치료

심화

작업치료기능해부학[필]
작업치료신경해부학[필]
정신사회작업치료학
정신건강론
운동치료학
인체운동학
인체검사학

치료적작업응용 아동작업치료학

기초

작업치료학개론[필]
인체해부학및실습[필]
생리학및실습[필]
일반생물학[초]
의학용어

재활심리학적기초
영유아발달
재활의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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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사례 및 작업분석
중재전략개발

근거기반 중재적용
전문

연하재활(G)
작업치료연구방법론(캡스
톤디자인)(G)
환경과재활보조공학(G)

작업치료학임상실습1(G)
작업치료학임상실습2(G)
작업치료학임상실습3(캡
스톤디자인)(G)
작업치료학임상실습4(G)
작업치료학임상실습5(G)
감각재활현장실습(G)
공중보건학(G)
보건의료법규(C)
작업치료세미나(G)
직업재활학(CE)

치료도구 및 평가도구 
실행능력

중재접근법 적용
팀 협업능력

실무

일상생활동작(G)
아동검사및평가(G)
신체장애작업치료학1(G)

감각통합치료(캡스톤디자
인)(C)
노인및지역사회작업치료
학(CE)
작업치료평가(G)
치료적수공예(CE)
보조기및의지학(G)
신체장애작업치료학2(G)

질환이해
작업과 

인체움직임이해
작업치료실행체계이해

심화

작업치료기능해부학(G)
작업치료신경해부학(G)
정신건강론(HC)
치료적작업응용(G)
인체검사학(H)

아동작업치료학(G)
운동치료학(G)
정신사회작업치료학(CE)
인체운동학(G)

인간발달이해
작업치료 기초지식
환자중심적 접근

기초

작업치료학개론(G)
재활의심리학적기초(G)
의학용어(G)
인체해부학및실습(G)
일반생물학(G)

생리학및실습(G)
영유아발달(HCE)
재활의학개론(H)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분야  (H)의료기관분야  (C)지역사회의료관련분야  (E)교육 및 서비스 관련분야 

비 
교 
과

n 신입생동기부여 
프로그램

n 재학생멘토맨티 
프로그램

n IRIS학술모임
n Hands-on-Steps 

Program

n 지역사회작업치료프
로그램

n 카데바해부학실습
n IRIS학술모임
n Hands-on-Steps 

Program
n 전공역량강화프로그램

n 전공역량강화프로그
램

n 지역사회작업치료프
로그램

n 분야별전공탐색프로
그램

n 국가고시반운영
n 모의면접프로그램
n 취업강화프로그램
n 전공별심화특강

각 분야별 유명인사 및 전문가 초청 특강, 
Occupational Sciences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호남 4개 대학 연합학술대회



391

의과학대학 - 작업치료학과

[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87학점(기초 6 +전필 33 + 전선 48) 이상전필 33 1~4

전선 48 1~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3215 작업치료학개론 Introduction to Occupational Therapy 3 3 기초 3 3 4

전선 16104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3 3 기초 4 2 4

기초 16070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 3 기초

2
기초 13216 재활의심리학적기초 Introduction to Psychology 3 3 기초 3 3 4

전필 12802 인체해부학및실습 Human Anatomy & Practice 3 4 기초 5 2 3

2

1

전필 13217 생리학및실습 Physiology & Practice 3 3 기초 5 2 3

전필 13218 작업치료기능해부학
Functional Anatomy in
Occupational Therapy

3 3 심화 5 3 2

전필 13219 작업치료신경해부학 Neuro-Anatomy in Occupational Therapy 3 3 심화 5 3 2

전선 15759 영유아발달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 3 기초 5 3 2

전선 13221 일상생활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 3 3 실무 4 4 2

전선 13222 재활의학개론 Introduction Rehabilitation Medicine 3 3 기초 3 2 5

2

전선 13446 신체장애작업치료학1
Occupational Therapy for Physical 
Dysfunction1

3 3 실무 4 4 2

전선 15194 아동검사및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hild in OT 3 4 실무 3 5 2

전선 13447 인체검사학 Physical Examination for OT 3 4 실무 3 5 2

전선 14725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3 3 심화 4 3 3

전선 13449 치료적작업응용 Therapeutic Activity Analysis 3 3 심화 3 4 3

3 1

전필 13590 작업치료평가 Evalu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3 4 실무 3 4 3

전선 15169
감각통합치료
(캡스톤디자인)

Sensory Integration Therapy 2 3 실무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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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전선 13734
노인및지역사회작업치
료학

Geriatric Rehabilitation and OT
in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2 3 실무 2 5 3

전선 15379 정신사회작업치료학 Psychosocial OT 3 3 심화 4 3 3

전선 13733 치료적수공예 Therapeutic Crafts 2 2 실무 3 4 3

전필 15239
작업치료연구방법론
(캡스톤디자인)

Research Methodology 3 3 전문 4 4 2

전선 16107 연하재활 Dysphagia rehabilitation 1 2 4 4 2

2

전필 13732 신체장애작업치료학 2 Occupational Therapy for Physical Dysfunction 2 3 3 실무 4 4 2

전선 13588 운동치료학 Therapeutic Exercise for OT 2 2 심화 4 4 2

전선 13444 보조기및의지학 Orthotics and Prosthetics 2 2 실무 3 5 2

전선 13589 인체운동학 Kinesiology 2 3 심화 5 3 2

전선 13736 환경과재활보조공학 Environment & Assistive Technology 2 2 전문 4 4 2

전필 13587 아동작업치료학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 Youth 3 3 심화 4 3 3

4

1

전선 15374 작업치료학임상실습1 Clinical Practicum in OT 1 2 3 전문 2 5 3

전선 15375 작업치료학임상실습2 Clinical Practicum in OT 2 2 3 전문 2 5 3

전필 15376
작업치료학임상실습3 
(캡스톤디자인)

Clinical Practicum in OT 3 3 3 전문 2 5 3

전선 15377 작업치료학임상실습4 Clinical Practicum in OT 4 2 3 전문 2 5 3

전선 15378 작업치료학임상실습5 Clinical Practicum in OT 5 3 3 전문 2 5 3

2

전필 15195 감각재활현장실습 Sensory Rehabilitation Clinical Practicum 3 3 전문 3 4 3

전선 14091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1 2 전문 5 2 3

전선 14090 보건의료법규 Health Law and Administration 1 2 전문 5 2 3

전선 14083 작업치료세미나 Occupational Therapy Seminar 3 3 전문 5 2 3

전선 14092 직업재활학 Vocational Rehabilitation 2 3 전문 3 3 4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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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34)

작업치료학개론 Introduction to 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학과에서 전공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재

활팀의 구성원인 재활의학과 의사,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보조기 의수족 제작사 등의 업무범위와 역할 등

을 학습하고 임상에서 쓰이는 용어를 익힌다.

Prior to take the major courses in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OT), students are 

required to know the range of work and to 

learn the obligations of physiatrist, nurses in 

rehabilitation, physical therapists, occupational 

therapists, speech pathologist, clinical 

psychologists, and engineers of assistive devices. 

Students will also have opportunity to learn 

medical terms. 

기초
(523)

인체해부학및실습 Human Anatomy & Practice

인체 각 부분의 구조와 형태를 강의하고 실습하

도록 하며 인체의 구성을 습득하도록 하고 임상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의 구조적 변화를 이

해하도록 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structure and frame of 

each part of the body and understand the 

structural changes of various diseases through 

this lectures and practice. 

기초(523)

생리학및실습 Physiology & Practice

인체의 각 기관, 조직 및 세포들의 기능, 작용기

전, 조절 및 통합현상을 강의와 토론, 그리고 실

습을 통하여 인체의 생리 현상을 이해한다.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physiological 

phenomenon by studying the function of each 

organ, tissues, and cell, the mechanism of 

action, control, and synthetic phenomenon 

through lectures, discussions, and practices.

심화(532)

작업치료신경해부학 Neuro-Anatomy in Occupational Therapy

상지 기능을 중심으로 작업치료학에 필요한 신경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Students will learn Neuro-Anatomy which is 

necessary for OT focusing on the upper limbs.  

심화 작업치료기능해부학 Functional Anatomy in Occupational Therapy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34)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생물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 생명체의 최소 

기본단위인 세포, 물질대사, 유전자와 그 발현 과

정, 유전, 진화, 생태학 및 동물 기관 구성과 기

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학습

Basic understanding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cells which is the smallest unit of life, 

metabolism, gene and its expression process, 

genetics, evolution, ecology, and principles of 

animal organization a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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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532)

작업치료학에 필요한 상지의 신경과 근육 중심으

로 기능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Students will learn functional anatomy focusing 

on the nerves of the upper limb and muscles 

that is necessary to understand OT.

심화
(433)

아동작업치료학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 Youth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아동에게 다양한 치료이론

을 통한 작업치료의 접근 방법과 치료방법에 대

하여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up-to-date approaches of 

the OT intervention for children and youth with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e 

various theories. 

실무
(343)

작업치료평가 Evalu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에서 사용되는 평가도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시방법 및 결과해석에 대하여 습득한

다. 

In terms of the assessment tools used in OT, 

students will learn the theoretical background, 

how to use, and how to analyze the results. 

실무
(442)

신체장애작업치료학2 Occupational Therapy for Physical Dysfunction 2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환자 등의 성인에게 발

생되는 신경학적 손상 환자에 대하여 다양한 치

료이론을 통한 작업치료의 접근방법과 치료방법

에 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how to approach to the OT 

and the ways of treatment for the patients of 

neurological disorders (e.g., stroke, brain damage, 

spine damage) through various theories of OT.

전문
(442)

작업치료연구방법론(캡스톤디자인) Research Methodology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이를 바

탕으로 작업치료 연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익힌다. 

Students will obtain the basic knowledge of 

research methods and understand OT studies. 

Also, they will be ale to plan and implement 

research.

전문
(253)

작업치료학임상실습3(캡스톤디자인) Clinical Practicum in OT 3

작업치료 이론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작업

치료와 실습과정을 실습한다.

Students will experience OT services and learn 

how to apply OT approaches to clients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s.

전문
(343)

감각재활현장실습 Sensory Rehabilitation Clinical Practicum

감각발달재활치료 이론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

하여 실습한다.

Students will experience OT services by applying 

the sensory development rehabilitation theory to 

clients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24)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전공과목 및 원서이해를 돕기 위해 의학용어 개

념을 학습한다.

This course teaches students to learn concept of 

medical terms for understanding the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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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curriculum and original books.

기초
(334)

재활의심리학적기초 Introduction to Psychology

재활분야의 여러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간행동의 정상적인 발

달과정과 심리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normal development of 

human behavior and psychological process, in 

order to understand diverse subjects in the 

rehabilitation area and provide the relevant 

services.

기초
(532)

영유아발달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ž정신적 건강

문제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식과 급ž만성적 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knowledge in early detection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nd to build capacity of 

dealing with acute and chronic health problems 

in infant and children.

실무
(442)

일상생활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이 어

려운 환자들에게 보조기구적용, 변형된 방법, 환

경개선 등의 방법으로 잔여능력을 최대로 개발시

키는 작업 치료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can be prepared to help the patients 

who cannot do daily activities through learning 

about assistant tools, transformed ways,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patient in 

order to develop the quality of their daily living.

기초
(325)

재활의학개론 Intro. Rehabilitation Medicine

재활치료를 요하는 각종 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 

평가, 증상, 치료 등을 강의하여 임상에서 접하게 

되는 질환을 이해하도록 한다. 

Students will have lectures about several types 

of damages which require Rehabilitation 

medicine, the reasons, evaluations, symptoms, 

treatments, and they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ehabilitation Medicine.

실무
(442)

신체장애작업치료학1
Occupational Therapy for Physical 

Dysfunction 1

근 골격계의 손상 또는 질환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고 작업치료의 목표, 평가, 치료, 역할에 대한 

학습을 하며, 임상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Students will learn several types of damages and 

disorders related to muscles and skeletal 

structures and learn the purpose, evaluation, 

treatment, and the role of OT. They will be 

able to require clinical techniques through 

practices.

실무
(352)

아동검사및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Child in OT

아동작업치료에서 사용되는 검사 및 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시방법 및 결과해석에 대하여 

습득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oretical background and 

outcomes of the evaluation tools which are 

applied to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used in OT.

실무 인체검사학 Physical Examination for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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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352)

작업치료를 위한 관절가동범위, 근력, 반사, 근긴

장도, 감각 등의 신경근골격계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and practice how to examine 

physical functions of neuro- musculo-skeletal 

system (e.g., the range of motion, muscle 

strength, reflexes, muscle tone, and sensation).

심화
(433)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지식과 문제행동을 이해하

고 이에 대한 임상적 지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함에 목적이 있다.

Students will obtain the basic knowledge and 

problematic behavior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ey will also be able to improve the 

capability to provide clinical guidance for them. 

심화
(343)

치료적작업응용 Therapeutic Activity Analysis

작업치료의 기초이론과 영역에 대해 배우고 작업

치료에서 실시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Activities)에 

대해 분석하는 기회를 가지고 치료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theories of therapeutic 

activities, and have opportunities to analyze 

activities.   

실무
(442)

감각통합치료(캡스톤디자인) Sensory Integration Therapy

작업치료접근법의 하나인 감각통합치료의 이론적 

배경과 치료원리, 평가방법, 구체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Students will understand Sensory Integration 

Therapy which is the one of OT approaches, by 

learning its theoretical background, therapy 

principles, evaluation, and specific ways to apply 

it to clients.  

실무
(253)

노인및지역사회작업치료학
Geriatric Rehabilitation and OT in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이에 따른 재활 

치료 접근법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이

용한 다양한 재활 치료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학

습한다. 

Students will obtain knowledge of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geriatric 

rehabilitation patients and approaches for 

rehabilitation treatment. Students will also learn 

how to use the community-based resources for 

rehabilitation approaches.

전문
(253)

작업치료학임상실습2 Clinical Practicum in OT 2

작업치료 이론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작업

치료와 실습과정을 실습한다. 

Students will experience OT services and learn 

how to apply OT approaches to clients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s.

전문
(253)

작업치료학임상실습4 Clinical Practicum in OT 4

작업치료 이론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작업

치료와 실습과정을 실습한다. 

Students will experience OT services and learn 

how to apply OT approaches to clients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s.

전문
(253)

작업치료학임상실습5 Clinical Practicum in OT 5

작업치료 이론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작업 Students will experience OT services and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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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치료와 실습과정을 실습한다. how to apply OT approaches to clients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s.

전문
(523)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건강의 유지와 증진 및 수명의 연장을 방해하는 

자연적 환경요인과 사회적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

는 공중보건학적인 사고방식을 재정리하여, 국민 

보건 향상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that disrupt human health and extend 

human life. They will also be able to know how 

to re-organize the public health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public health. 

전문
(523)

보건의료법규 Health Law and Administration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법규와 행정에 대해 

이해한다. 의료법, 의료기사법, 지역사회보건법 

등 의료서비스 관련 제반 법률적 지식을 학습한

다.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health law in the context of analyzing and 

proposing advocacy approaches to contemporary 

social and legal problems. The format will place 

the students in the midst of health issues that 

are confronting lawyers representing consumers, 

patients, employees, physicians, and government 

agencies.

전문
(523)

작업치료세미나 Occupational Therapy Seminar

작업치료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주제별로 정하여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will study and discuss about various 

topics which are important for OT. 

전문
(334)

직업재활학 Vocational Rehabilitation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기 위한 과

정과 작업능력을 평가하고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proces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innate/acquired) have a job and the 

assessment of their ability to do work. They will 

also be able to learn how to trai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have work skills necessary.  

심화
(433)

정신사회작업치료학 Psychosocial OT

정신 질환 환자에서 작업 치료가 필요한 이유와 

치료 계획 설정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한다. 

Students learn the necessi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and how 

to plan for the treatment and practice it.

실무
(343)

치료적수공예 Therapeutic Crafts

수공예를 이용한 작업치료적 활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치료방법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background of therapeutic 

crafts and can be ready to apply it to clients 

through having practicum. 

심화
(442)

운동치료학 Therapeutic Exercise for OT

해부학과 생리학의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업

치료 접근법의 하나인 운동치료 방법에 대하여 

배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In the foundation of anatomy and physiology, 

students will learn and apply Therapeutic 

Exercise that is the one of OT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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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52)

보조기및의지학 Orthotics and Prosthetics

상하지 보조기 및 의수족의 원리와 적용 방법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적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splints and prosthetic limbs. 

Students will learn how to provide clients with 

appropriate intervention.

심화
(532)

인체운동학 Kinesiology

인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움직임에 대한 물리학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을 강의하여 비정상적인 인체

의 움직임 변화를 예측,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will obtain knowledge of various 

physic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body movements. They will also predict 

changes in abnormal movement of the body and 

measure them.

전문
(442)

환경과재활보조공학 Environment & Assistive Technology

장애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공학 원리를 적용한 주택 또는 직장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개조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

고 인체기능회복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

지의 원리 및 종류와 적용을 위한 평가 및 적용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how to examine a house 

where has the assistive technology to help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cannot participate in 

daily activities at home and accomplish activities 

for work. Students will also learn how to 

evaluate the environment of the workplace and 

use the assistive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전문
(253)

작업치료학임상실습1 Clinical Practicum in OT 1

작업치료 이론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작업

치료와 실습과정을 실습한다. 

Students will experience OT services and learn 

how to apply OT approaches to clients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s.

기초
(422)

연하재활 Dysphagia Rehabilitation

삼킴과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과정을 이해하고 재

활을 위한 평가 및 치료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Understanding the neurophysiological processes 

involved in swallowing and learning about 

evaluations and interventions for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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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학과 (Dept. of Rehabilit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재활감수성이 높은 재활전문가

전공능력 재활의 이론과 실제 · 재활 현장실무능력 · 의사소통능력

교육목표

장애인의 교육·심리사회·직업재활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실무능력 향상 

교육 및 현장실습 경험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원하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재활전문가로써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능력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무능력을 갖춘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실무자 특강, 토론회 및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교류, 현장 모의면접 실시 및 현장실습 등)을 운영

◾융합 인재 배출을 위한 타학과와 활발한 학문적·실무적 교류 및 사업 공동 운영

수여학위 재활학사 (Bachelor of Rehabilit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 서비스 장애인재활상담사

직업평가 서비스 직업능력평가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재활의 이론과 
실제

정의 재활 관련 이론, 철학 및 실천 전략을 인지하고 적용하는 능력

준거
◾ 재활의 이론적 배경, 철학과 모형 등 관련 이론을 이해한다.
◾ 재활의 실천방법을 알고 실천 전략을 적용한다. 

재활 
현장실무능력

정의
지역사회 재활 관련 기관의 실무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흐름에 맞게 맞춤형 직업
재활서비스를 실천·적용하는 능력

준거
◾ 지역사회 재활관련 기관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한다. 
◾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장애인을 위한 직무개발과 배치 전략을 직접 수

행한다.

의사소통능력

정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장애인 및 그의 가
족들의 요구에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다.

◾듣기, 읽기, 말하기 능력(상담 및 발표)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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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재활의 이론과 실제 재활 현장실무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재활프로그램 기획 및 

전략수립, 장애인사례관리, 
통계분석

노동환경분석, 
재활서비스전략수립

재활프로그램 기획마인드, 
재활전문가로써의 윤리의식 

및 전문가적 역량강화

실무
직업재활 및 평가실무,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기관 
현장 실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 
분석, 행정 및 정책적 아젠다 

분석 및 정보활용

적극적 사회참여,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심화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대한 

이해 
장애인 관련 이슈 다루기, 

자료 및 정보 활용
장애인과 업무동맹 수립,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기초
장애유형 및 심리사회적 
이해, 직업재활 관련 

기초지식

외국어 활용능력, 의사소통 
능력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전공능력

진로분야
재활의 이론과 실제 재활 현장실무능력 의사소통능력

장애인복지서비스 ● ◐ ○

직업재활 서비스 ◐ ● ○

직업평가 서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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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재활의 이론과 
실제

재활 
현장실무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직무개발과배치 ● ◐ ○ 5 3 2

재활프로그램개발 ◐ ● ○ 4 2 4

직업재활연구 ● ○ ○ 4 4 2

재활사례관리 ● ◐ ○ 4 2 4

재활행정 ● ○ ○ 7 1 2

재활정책 ● ◐ ○ 7 1 2

이상심리학 ● ◐ ○ 4 2 4

직업재활방법론 ● ◐ ○ 4 4 2

재활실습(2) ◐ ● ◐ 4 2 4

실무

재활상담 ● ◐ ○ 4 3 3

재활실습(1) ◐ ● ◐ 4 2 4

지역사회재활시설론 ● ○ ○ 4 4 2

장애의진단과평가 ◐ ● ○ 4 4 2

장애인직업평가임상실습 ◐ ● ○ 4 4 2

직업상담 ◐ ◐ ● 4 3 3

심화

직업평가 ● ◐ ● 4 4 2

보조공학의이해 ● ○ ○ 4 4 2

전환교육 ● ◐ ○ 4 4 2

특수아동이해 ● ○ ◐ 6 2 2

정신건강론 ● ○ ○ 4 3 3

보호및지원고용론 ◐ ● ○ 4 4 2

자립생활 ● ○ ○ 4 2 4

기초

직업재활개론 ● ◐ ○ 6 2 2

재활의학 ● ◐ ○ 4 2 4

재활심리학 ● ○ ○ 4 3 3

장애의이해와재활 ● ○ ○ 4 3 3

아동안전관리 ○ ● ○ 4 4 2

장애영역별특성과재활 ● ○ ○ 4 1 5

일반생물학 ● ○ ○ 6 2 2

일반물리학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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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재활의 이론과 실재 재활현장실무능력 의사소통능력

장애인복
지서비스

전문

직업재활연구

재활사례관리

재활행정

재활정책

이상심리학

재활프로그램개발

재활실습(2)

실무
재활상담[필]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재활실습(1)[필] 직업상담

심화

보조공학의이해

특수아동이해

정신건강론

기초

재활의학[필]

재활심리학

장애의이해와재활

장애영역별특성과재활

일반생물학[초]

일반물리학[초]

아동안전관리

직업재활
서비스

전문

직무개발과배치[필]

직업재활방법론

직업재활방법론

재활사례관리

이상심리학

재활프로그램개발

재활실습(2)

실무
재활상담[필]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재활실습(1)[필] 직업상담

심화

전환교육

자립생활

특수아동의이해

정신건강론

보호및지원고용론

기초

직업재활개론[필]

재활의학[필]

장애의이해와재활

장애영역별특성과재활

일반생물학[초]

일반물리학[초]

직업평가
서비스

전문
재활사례관리

이상심리학

재활실습(2)

실무

재활상담[필] 재활실습(1)[필]

장애의진단과평가

장애인직업평가임상실습

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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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재활의 이론과 실재 재활현장실무능력 의사소통능력

심화

보조공학의이해

특수아동이해

정신건강론

직업평가[필]

기초

직업재활개론[필]

재활의학[필]

재활심리학

장애의이해와재활

장애영역별특성과재활

일반생물학[초]

일반물리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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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재활프로그램 기획 
및 전략수립, 

장애인사례관리, 
통계분석

전문
재 활 프 로 그 램 개 발
(H)(R)
재활사례관리(G)

직무개발과배치(R)
직업재활연구(H)
직업재활방법론(R)
재활실습(1)(H)(R)
이상심리학(G)

직업재활 및 
평가실무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기관 현장 

실무

실무

재활상담(G)
지역사회재활시설론
(H)(R)

장애의진단및과평가(E)
직업상담(G)
장애인직업평가임상실
습(E)
재활실습(2)(G)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대한 이해

심화

보조공학의이해(H)(E)
보호및지원고용론(R)
전환교육((R)
자립생활(R)

재활행정(H)
재활정책(H)
특수아동의이해(G)
정신건강론(G)
직업평가(E)

장애유형 및 
심리사회적 이해, 

직업재활 관련 
기초지식

기초

직업재활개론(R)(E)
재활의학(G)
장애영역별특성과재
활(G)
재활심리학(H)(E)
일반생물학(G)
일반물리학(G)

장애의이해와재활(G)
아동안전관리(H)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심화과정 트랙구분: (G)공통교과 (H)장애인복지서비스 (R)직업재활서비스 (E)직업평가서비스

비 
교 
과

▪싹을 틔우는 
수퍼스타(싹수) 
프로그램

▪꿈을 키우는 
수퍼스타(꿈수) 
프로그램

▪땀으로 성장하는 
수퍼스타(땀수) 
프로그램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고시대비반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고시 워크숍

장애인복지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취업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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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전필 18 + 전선 18) 이상

 ◾심화과정: 전공 69학점(기초 6 +전필 18 + 전선 45) 이상

전필 18

1~4
전선

18

27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시험

졸업 이수학점 130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전필 18 + 전선 18학점)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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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70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 3 기초 6 2 2

전필 13223 직업재활개론 Intro.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3 3 기초 6 2 2

전선 11896 재활심리학 Rehabilitation Psychology 3 3 기초 4 3 3

2

기초 16050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3 3 기초 6 2 2

전필 16286 재활의학 Rehabilitation Medicine 3 3 기초 4 2 4

전선 16287 장애영역별특성과재활
Categorical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 3 기초 4 1 5

2

1

전필 15523 재활상담 Rehabilitation Counseling 3 3 실무 4 3 3

전선 15729 보조공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Assistive Technology 3 3 심화 4 4 2

전선 12806 보호및지원고용론
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2 2 심화 4 4 2

전선 16283 전환교육 Transition Education 3 3 심화 4 4 2

전선 15728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Study 3 3 심화 4 2 4

2

전선 15733 아동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for Child 3 3 기초 4 4 2

전선 16288 장애의이해와재활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 3 기초 4 3 3

전선 15524 지역사회재활시설론 Community Facilities of Rehabilitation 3 3 실무 4 4 2

3

1

전선 15380 재활행정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3 3 전문 7 1 2

전선 16284 장애의진단과평가 Diagnosis and Assessment of Disability 3 3 실무 4 4 2

전선 11837 특수아동이해
Special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3 3 심화 6 2 2

전선 15730 직업상담 Vocational Counseling 3 3 실무 4 3 3

전선 14727 재활프로그램개발 Development of Rehabilitation Program 3 3 전문 4 2 4

2

전필 12159 직업평가 Vocational Assess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1835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2 2 심화 4 3 3

전선 15381 재활정책 Rehabilitation Policies 3 3 전문 7 1 2

전선 15735 재활사례관리 Rehabilitation Case Management 3 3 전문 4 2 4

전선 14228 장애인직업평가임상실습
Vocational Assessment Practicu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3 3 실무 4 4 2

4 전선 11831 재활실습(2) Rehabilitation Practicum (2) 3 0 전문 4 2 4

4

1

전선 12533 직업재활연구 Research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 3 전문 4 4 2

전필 16285 직무개발과배치 Job Development and Placement 3 3 전문 5 3 2

전선 11267 직업재활방법론 Methodology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 3 전문 4 4 2

2

전필 11262 재활실습(1) Rehabilitation Practicum (1) 3 3 실무 4 2 4

전선 14726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 3 전문 4 2 4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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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직업재활개론 Intro.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이 과목은 직업재활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는 

물론 역사와 철학, 그리고 관련정책에 대해 알고, 

직업재활서비스과정과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학

습한다.

This course addresses theory and practi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s well as the history, 

philosophy and legislative basis for the programs 

and profession. Also th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s discussed, along with 

the impac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upon the 

nation’s economy, and community resources 

and agencies are explored

기초
(424)

재활의학 Rehabilitation Medicine

장애의 의료적인 특성 및 진단과 평가에 관한 이

론 및 방법을 습득하여 직업재활과정에서 장애인

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

하고 최적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let student increase understand of 

medical aspects of disability by learning about 

theory and method of the diagnosis and 

evaluation for disability, Through understanding 

medical aspects of disability, students cultivate 

the capacity for offering the optimal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evaluation, condition,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which needs a 

rehabilitate treatment.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25)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생물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 생명체의 최소 

기본단위인 세포, 물질대사, 유전자와 그 발현 과

정, 유전, 진화, 생태학 및 동물 기관 구성과 기

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학습

Basic understanding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cells which is the smallest unit of life, 

metabolism, gene and its expression process, 

genetics, evolution, ecology, and principles of 

animal organization and function.

기초
(622)

일반물리학 Generla Physics

물리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물리의 제반 현상을 

탐구하여 그 원리를 이해한다. 우리들이 사는 세

상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들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일반물리

학을 학습한다.

Understands essence of physics and investigates 

all phenomeonon of physics and understands the 

principle. Learn the basic Physics principles that 

help you understand how the world around you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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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실무
(433)

재활상담 Rehabilitation Counseling

직업재활상담과정에 있어서 직업재활상담가의 역

할, 구체적인 직업재활상담법, 체계적인 케이스 

관리방법, 재활상담에 있어서 윤리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재활현장에 나

아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Lecture on the ethical consideration and study 

the role, detailed counsel direction, structural 

case managing method. So this course help 

student to have quality as a counselor for 

occupation rehabilitation who can counsel 

effectively.

심화
(442)

직업평가 Vocational Assessment

직업 평가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정에서 가장 기

본이 되는 단계로 개인의 잠재력과 직업적 측면

을 파악하여 최적의 직업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능력과 한계를 포

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인간능력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각 평가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강의한다.

Assessment of occupation is the most 

fundamental stage for the disables’ occupation 

rehabilitation process which evaluates physical, 

mental, occupational ability and limitation to 

achieve the optimum result. This course lectures 

basic understanding of individual abili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and practice the 

evaluation method. 

전문
(532)

직무개발과배치 Job Development and Placement

직업탐구, 직업상담, 직업준비활동을 끝마친 사람

들이 직부분석, 과제분석, 노동시장분석 등을 통

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 그리고 열망에 적

합한 일자리에 배치되도록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the practical contents 

which lead to arrange job which is suitable in 

aptitude, interest, ability, and desire through job 

search, job counsel, analyze job function for 

people who finish the occupation preparation 

activities, analyze subject, and analyze the work 

market 

실무
(424)

재활실습(1) Rehabilitation Practicum (1)

실질적인 직업재활의 실습을 통해 실무적인 지식

과 현장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lead students to equip  

practical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actual 

training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33)

재활심리학 Psychology in Rehabilitation

본 교과목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 유형과 

심리, 정신적 태도 등에 대한 학문인 심리학의 

기본 원리와 내용에 대해 학습하며, 장애인재활

과 심리학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 등에 

This course is to know fundamentals of the 

Psychology that covers the scientific study of 

the mind, mental attitude and associated 

behaviour characteristic of a certain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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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대해 학습한다. or group. This course also provides the recent 

investigation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psychology and rehabilitation.

심화
(442)

보조공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Assistive Technology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즉, 생활도구, 재활보조기

구, 편의시설, 기타 사회 환경 개선에 기계, 전자, 

컴퓨터 등의 관련 지식과 기술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consist of the knowledge and 

technical intelligence needed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life instrument, 

assistive device for rehabilitation, convenient 

facilities and other socal environment. Also this 

course provide the experience on the usage of 

assistive technology.

기초
(442)

아동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for Child 

본 교과목은 교육현장 내 혹은 밖의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루고 있다. 이는 아동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사의 능력을 포함한 아동을 위

한 개입방법과 적당한 안전관리서비스, 그리고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를 학습하고

자 한다.

Introduction to managing child safety in and out 

of education setting. The course involve in 

safety inter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including the willingness and ability of the 

teacher to protect the child, and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safety services and safety service 

providers.

기초
(424)

장애의이해와재활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장애의 개념 및 범주, 장애유형별 정의, 원인, 특

성 및 지도방법과 함께 장애인과 관련된 시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

다.

The class contains the disability regulations as 

well as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so that students can enhance 

academic understanding in rehabilitation.

실무
(442)

지역사회재활시설론 Community Facilities of Rehabilitation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실태 등을 

탐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시설의 장단점과 중

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개선점과 대안은 어

떠한지에 관련된 재활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지식

과 실천방안을 배운다.

This course explores the statu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how the facility is 

operating. Also, This course presents the pros 

and con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practical 

ways of rehabilitation facility operations.

심화
(442)

전환교육 Transition Education

전문직업교육 이전에 선행되는 직업전 교육의 형

태 및 단계, 직업전 발달과업, 직업전 평가기술, 

특수학교에서의 직업전 교육, 장애아 진로 발달

단계의 체계적 모델, 진로발달적응단계 등 직업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구

체적 실무 기능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detailed practical skills on 

before occupa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such as before occupation education 

system and stage preceding specialty occupation 

education, development task, evaluation 

technique, occupation education at special school, 

structural path development procedure mode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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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disable person, path development adaptation 

stage

실무
(442)

장애의진단과평가 Diagnosis and Assessment of Disability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학습하고 진단과 평가에 이용되는 

검사도구의 특성과 사용방법을 학습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learn about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diagnosis and 

assessment of disability in rehabilitation process. 

For this students receive train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usage method of test 

instruments.

심화
(622)

특수아동이해 Special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장애유형별 특성 및 지도 방안에 대해 강의하여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아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장애아 뿐 아니라 다양한 발달 특

성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탐구한다.

Lecture on the characteristics by types of 

disable and instruction plans. This course helps 

to understand about disable children and base on 

the study search for the way to support disable 

children and as well as child who shows various 

development quality.

심화
(433)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정신 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관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여 정신질환의 유형과 정신장애의 판정기

준을 이해하고 정신건강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learn how to 

maintain and manage the mental health by 

understanding the type and the criterion of 

mental disease through learning the importance 

of mental health and prevention. 

전문
(424)

재활프로그램개발 Development of Rehabilitation Program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운영기술 및 평가 등 프

로그램 전 과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며, 

이론 및 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관, 단체, 시설 등

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연

구하며, 실습을 통하여 프로그램 계획, 설계, 편

성, 실행, 관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 the theory and practice about 

the hole process such as plan, management, 

operation skill of program. Through research about 

theory and case, students learn about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s. Also 

students gain the skill to plan, construct, opera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 by 

practicum.

전문
(442)

직업재활연구 Research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이를 바

탕으로 직업재활 연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익힌다.

This course provides a fundamental knowledge 

about research method. Through this, students 

can read and understand research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performance the research. 

심화
(442)

보호및지원고용론
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의 개념 This course provides an extensive over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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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과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학습한다. 노

동시장 분석 및 직업개발, 사업체 협력관계 수립

방법, 지역사회와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course include 

information on these important topics: marketing 

and job development, developing business 

partnership, workplace supports for the target 

population in sheltered workshops and community 

workplace

전문
(424)

재활사례관리 Rehabilitation Case Management

직업재활과정에서 내담자 개별 사례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내담자 상담, 정보

수집, 평가, 재활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직업배

치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obtain the 

capacit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such as 

counseling, collection of information, evaluation, 

plane and operation of rehabilitation programs 

through learning about the method on manage 

effectively individual client cas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전문
(712)

재활행정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장애인을 위한 여러 재활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을 위한 재활 행정과 장애인의 인

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

로서의 각종 제도적 노력을 이해하고 탐구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and understand the 

Rehabilitate administration for effective 

structural delivery of various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he legitimate effort of Macro 

approach method to increase the quality of 

disables human rights.

전문
(712)

재활정책 Rehabilitation Policies

장애인을 위한 여러 재활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을 위한 재활 정책과 장애인의 인

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

로서의 각종 제도적 입법 노력을 이해하고 탐구

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and understand the 

Rehabilitate polities for effective structural 

delivery of various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he legitimate effort of Macro approach method 

to increase the quality of disables human rights.

전문
(424)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정신장애인의 행동과 정서적 패턴, DSM-5 진단체

계를 이해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 프

로그램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lass studies unusual patterns of behavior, 

emotion and thought, which may or may not be 

understood as precipitating a mental disorder, 

and DSM-5. Also, the class includes the 

strategies of community rehabilitation programs.

전문
(424)

재활실습(2) Rehabilitation Practicum (2)

재활관련 기관의 실습을 통해 실무적인 지식과 

현장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to lead students to equip  

practical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actual 

training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기초 장애영역별특성과재활 Categorical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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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415)

Rehabilitation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과 지원을 이해하는 한

편 장애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장애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재활

복지를 실천하는데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While understanding categorical characteristics 

and support for the disabled, this course is 

designed to cultivate the basic competencies and 

values necessary to practice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disabled by critically examining 

problems experienced by the disabled in a social 

context.

실무
(442)

장애인직업평가임상실습 Vocational Assessment Practicum

재활과정에서 직업평가에 대해 학습한다. 다양한 

직업평가도구로 워크샘플, 상황평가에 대해 실습

하여 실천현장에서 효과적인 직업평가 기술을 습

득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vocational 

assessment of people with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Students will be oriented to vocational 

evaluation, work samples, situational assessments 

as well as modifications in assessment techniques 

needed to effectively evaluat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ractice.

전문
(442)

직업재활방법론 Research Method for Rehabilitation

본 강좌에서는 재활 현상에 대한 탐구방법의 하

나인 통계적 분석(특히 SPSS)과 해석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기법과 유

용성 및 한계에 대한 이해를 한다. 또한 재활분

야의 현상이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하고 통계를 사용한 연구나 과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experience for measurement in 

rehabilitation research using statistical package, 

especially SPSS.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measurement theory, measurement models and 

methods for assessing the properties for 

assessing phenomena and client performance as 

they apply to rehabilitation.   

심화
(424)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Study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기회균등 및 

자기 준중의 개념을 담고 있는 철학이자 운동이

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립생활의 철학

적 개념과 내용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 운동사 등 

다양한 자립생활 이슈를 다루게 된다.

 Independent Living is philosophy and a 

move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work 

for self-determination, equal opportunities and 

self-respect. So this course provides information 

about its philosophy and the history of the 

movement in Korea to our students.

실무
(433)

직업상담 Vocational Counseling

전환기 장애인 및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응향상 및 직업기술습득을 위한 상담기법을 학습

하고자 한다.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includes a 

wide variety of professional activities which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deal with career-related 

challenges and vocational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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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명과학과 (Dept. of Environment & Biotechnology)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청정 기술 및 농생명 분야에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창조적 인재

전공능력 환경생명분야 이해능력·생물공정 해석능력·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관리능력 ·융합문제 해결능력

교육목표

◾21세기의 환경기술(ET)과 생명공학기술(BT) 산업은 경제성장을 주도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전략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전라북도의 ET 및 BT의 산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고급인력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환경 및 생명관련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오염물질의 저감기술,  환경 친화적 환경복원기술, 오염물질의 관리와 측정 기술의 개발 분야

에 역점을 두고 연구, 교육하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 응용 전문가를 목표로 공부한다. 국내외

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교수진에 의한 이론교육과 관련기업체의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수여학위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환경관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

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등

환경안전 및 측정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사, 환경측정분석사(석사이상),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수질) 등

생명공학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등

농생명산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식물보호기사, 종자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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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환경생명분야
이해능력  

정의
환경생명 분야 전반의 지식을 습득하고 생명의 원리와 생명분야 기초지식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준거
◾환경생명 분야의 다양한 전반의 지식을 갖춘다.
◾생명의 원리와 생명분야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생물공정
해석능력

정의
유전자재조합 세포와 동·식물 세포 배양, 효소 및 발효미생물 등 생물공정을 설
계하고 해석하는 능력

준거
◾환경 및 생명과학 관련 산업에 필요한 공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환경생물공정 설계 및 해석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관리능력

정의
환경오염인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등 환경관리를 위한 예방 및 영향을 평가
하고 관리하는 능력

준거
◾환경오염인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대표적인 수질, 대기 및 토양 등 오염지표 데이터를 확인하고 폐기물 등을 자원
화하여 관리한다.

융합문제
해결능력

정의
환경 및 생명과학과 관련된 지식과 현장실무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을 습득하여 데
이터를 분석하는 능력과 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준거
◾환경 및 생명과학과 관련된 지식과 현장실무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을 함양한다.
◾환경생명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융합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제시한
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환경생명분야 
이해능력

생물공정 해석능력
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관리능력 
융합문제 해결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환경생명분야 
이해능력

생물공정 해석능력
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관리능력 
융합문제 해결능력

환경관리 ○ ◐ ● ○

환경안전 및 측정 ○ ◐ ● ○

생명공학 ● ◐ ○ ○

농생명산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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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구분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직무 전문
-환경·생명과학적 기술의 설계

-환경·생명과학적 기술의 운용

-기기 분석 능력

-장비 운전 능력

-창의적으로 사고하려는 태도

-환경생명 분야의 혁신적인 태도

현장 실무
-환경·생명과학적 기술의 실무 적용 
능력

-환경·생명과학적 연구 능력 향상

-측정 방법의 숙달

-다앙한 측정 방법의 개발

-연구를 위한 협력적인 태도

-업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전공 심화
-환경·생명과학적 기술의 적용 능력

-환경·생명과학적기술 개발

-이화학·생명과학적 평가 능력

-이화학·생명과학적개선 방법 
개발 능력

-과학적 분석 태도

-학문에 대한 적극인 태도 

전공 기초
-환경 및 생명과학 기본 지식

-환경 및 생명과학 현상의 이해

-과학적 분석 능력

-과학적 탐구 평가 능력

-학문에 대한 열의와 성실성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환경생명분야

이해능력

생물공정

해석능력

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관리능력

융합문제

해결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직무
전문

토양학 ○ ● ◐ 5 2 3

분자생물학 ● ◐ ◐ 2 6 2

분자생물학실험 ● ◐ ○ 5 4 1

생태학 ◐ ● ◐ 5 2 3

위생학 ○ ● ◐ 2 6 2

폐기물관리 ◐ ● ◐ 5 3 2

효소및발효공학 ○ ● ◐ 3 6 1

방사선융합기술개론 ○ ◐ ● 3 5 2

생물통계학 ◐ ◐ ● 5 3 2

현장
실무

수질관리Ⅰ ◐ ◐ ● ○ 4 4 2

수질관리Ⅱ ◐ ◐ ● ○ 5 4 1

대기오염관리Ⅰ ◐ ● 4 4 2

대기오염관리Ⅱ ◐ ● ◐ 5 4 1

상하수도 ○ ◐ ● ○ 6 3 1

유전학 ● ◐ ○ 6 3 1

환경실험 ◐ ● ○ 2 5 3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 ◐ ● 5 3 2

생물공정학 ○ ● ◐ 3 5 2

전공 분석화학Ⅰ ● ◐ ○ 6 3 1



416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환경생명분야

이해능력

생물공정

해석능력

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관리능력

융합문제

해결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심화

분석화학Ⅱ ● ◐ ○ 6 3 1

분석화학실험 ● ◐ ○ 3 5 2

유기화학 ◐ ◐ ◐ ● 6 3 1

공정양론 ○ ● ◐ 5 3 2

물리화학 ○ ● ◐ 6 3 1

생화학 ● ◐ ○ 6 2 2

미생물학 ● ◐ ○ 6 2 2

미생물학실험 ◐ ○ ● 2 5 3

전공
기초

일반화학Ⅰ ● ◐ ○ 6 1 3

일반화학Ⅱ ● ◐ ○ 6 1 3

일반생물학 ● ◐ ○ 6 1 3

일반물리학 ◐ ● ○ 6 2 2

대학수학 ◐ ● ○ 7 2 1

진로분야
환경생명분야

이해능력
생물공정
해석능력

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관리능력

융합문제 해결능력

환경관리

(M)

전문

분자생물학실험 생태학
토양학

방사선융합기술개론
생물통계학

실무

수질관리Ⅰ
수질관리Ⅱ
대기오염관리Ⅰ
대기오염관리Ⅱ
상하수도
환경실험

환경기기분석및공정
시험법

심화

생화학 공정양론[필]
물리화학

기초
일반생물학[초]
일반화학Ⅰ[필]
일반화학Ⅱ[필]

일반물리학[초]
대학수학[필]

환경안전 

및 측정

(S)

전문

폐기물관리 방사선융합기술개론
생물통계학

실무 수질관리Ⅰ 환경기기분석및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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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환경생명분야

이해능력
생물공정
해석능력

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관리능력

융합문제 해결능력

수질관리Ⅱ
대기오염관리Ⅰ
대기오염관리Ⅱ
환경실험

시험법

심화

생화학 공정양론[필]
물리화학

유기화학

기초
일반생물학[초]
일반화학Ⅰ[필]
일반화학Ⅱ[필]

일반물리학[초]
대학수학[필]

생명공학

(B)

전문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실험

효소및발효공학 생태학
위생학

방사선융합기술개론
생물통계학

실무
유전학 생물공정학

심화

생화학
분석화학Ⅰ[필]
분석화학Ⅱ
분석화학실험
미생물학

미생물학실험

기초
일반생물학[초]
일반화학Ⅰ[필]
일반화학Ⅱ[필]

일반물리학[초]
대학수학[필]

농생명

산업

(I)

전문

분자생물학실험 효소및발효공학 방사선융합기술개론
생물통계학

실무
유전학 생물공정학

심화

생화학
분석화학실험

기초
일반생물학[초]
일반화학Ⅰ[필]
일반화학Ⅱ[필]

일반물리학[초]
대학수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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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위해성 평가 기술의 
설계 및 적용,

분석기기 및 장비 
운전 능력

전문
토양학(M)
분자생물학(B)
분자생물학실험(MBA)
생물통계학(G)

생태학(MB)
위생학(B)
폐기물관리(S)
효소및발효공학(BA)
방사선융합기술개론(G)

이화학·생명과학적 
기술의 적용 능력, 

측정 방법의 숙달 
및 개발

실무

수질관리Ⅰ,Ⅱ(MS)
대기오염관리Ⅰ,Ⅱ(MS)
유전학(BA)
환경실험(MS)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
험법(MS)

상하수도(M)
생물공정학(BA)

이화학·생명과학적 
기술의 적용 능력,

이화학적·생명과학
적 위해성 평가 

능력 및 개선 방법 
개발 능력

심화

분석화학Ⅰ,Ⅱ(B)
분석화학실험(BA)
유기화학(S)
공정양론(MS)
물리화학(MS)
생화학(G)
미생물학(B)
미생물학실험(B)

화학 및 생명과학 
현상의 이해, 

분석 및 평가 능력

기초

일반화학Ⅰ,Ⅱ(G)
일반생물학(G)
일반물리학(G)
대학수학(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M)환경관리  (S)환경안전및측정  (B)생명공학  (A)농생명산업

비 
교 
과

▪싹을 틔우는 
수퍼스타(싹수) 
프로그램

▪꿈을 키우는 
수퍼스타(꿈수) 
프로그램

▪땀으로 성장하는 
수퍼스타(땀수) 
프로그램▪수질관리 관련 자격증 
대비반

▪농생명 취업 역량 
강화 특강

농생명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학습법, 취업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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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5 + 전선 21) 이상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 6 + 전필 15 + 전선 45) 이상

전필 15 2~3

전선
21 2~4

24 3~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 논문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5 + 전선 21)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5 + 전선 21)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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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70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 3 기초 6 1 3

기초 16050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3 3 기초 6 2 2

전필 15386 일반화학Ⅰ General ChemistryⅠ 3 3 기초 6 1 3

2
전필 14977 대학수학 Calculus 3 3 기초 7 2 1

전필 15391 일반화학Ⅱ General ChemistryⅡ 3 3 기초 6 1 3

2

1

전필 15382 분석화학Ⅰ Analytical ChemistryⅠ 3 3 심화 6 3 1

전선 12169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 3 심화 6 3 1

전선 15007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 3 심화 6 3 1

전선 12164 미생물학 Microbiology 3 3 심화 6 2 2

전선 12166 미생물학실험 Microbiology Experiment 1 2 심화 2 5 3

2

전선 14732 분석화학Ⅱ Analytical ChemistryⅡ 3 3 심화 6 3 1

전선 12163 분석화학실험 Analytical Chemistry Experiment 1 2 심화 3 5 2

전필 15389 공정양론
Basic Calculations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Biotechn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15009 생화학 Biochemistry 3 3 심화 6 2 2

3

1

전선 15383 수질관리Ⅰ Water Quality ManagementⅠ 3 3 실무 4 4 2

전선 15027 대기오염관리Ⅰ Air Pollution ManagementⅠ 3 3 실무 4 4 2

전선 15474 환경실험 Environmental Experiment 2 3 실무 2 5 3

전선 15387 유전학 Genetics 3 3 실무 6 3 1

전선 15935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

법
Instrumental Analysis And Standard 
Methods 3 3 실무 5 3 2

2

전선 15390 수질관리Ⅱ Water Quality ManagementⅡ 3 3 실무 5 4 1

전선 15011 대기오염관리Ⅱ Air Pollution ManagementⅡ 3 3 실무 5 4 1

전선 15388 토양학 Soil Science 3 3 전문 5 2 3

전선 15393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 3 전문 2 6 2

전선 15394 분자생물학실험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1 2 전문 5 4 1

4

1

전선 13233 폐기물관리 Solid Waste Management 3 3 전문 5 3 2

전선 13044 상하수도 Water and Sewerage Treatment 3 3 실무 6 3 1

전선 15934 생물통계학 Biostatistics 3 3 전문 5 3 2

전선 12842 위생학 Hygienics 3 3 전문 2 6 2

전선 15784 생물공정학 Bioprocess Engineering 3 3 실무 3 5 2

2

전선 15936 효소및발효공학 Enzyme and Fermentation Engineering 3 3 전문 3 6 1

전선 12326 방사선융합기술개론 Radiation Fusion Technology 3 3 전문 3 5 2

전선 06235 생태학 Ecology 3 3 전문 5 2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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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13)

일반화학Ⅰ General ChemistryⅠ

화학의 전반을 개관, 기본원리와 이론 및 학설과 

응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 및 분자 

구조를 이해하여 상급학 과목의 기초가 되게 학

습한다.

Basic concepts of general chemistry is introduced. 

Principles, theories, rules, and application of 

chemistry are studied and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advanced subjects b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atoms and 

molecules.

기초
(613)

일반화학Ⅱ General ChemistryⅡ

일반화학의 고급 단계로서 화합물의 화학 결합력

과 고체와 액체의 물리적 특성, 산-염기 평형 및 

용해도 평형, 산화-환원 반응과 전기화학, 열역학, 

유기화학 및 핵화학 등을 배움으로써 환경, 식품, 

의료, 보건 계통의 응용 분야에 필요한 이론적 배

경과 원리를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his subject, as a advanced level of general 

chemistry, leads to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inciples needed to the 

application fields such as environment, food, 

medical and health science by learning about 

chemical bond of compounds, physical properties 

of solid & liquid, acid-base equilibrium, and 

solubility equilibrium, oxidation-reduction reaction 

and electrochemistry, thermodynamics, organic 

chemistry and nuclear chemistry.

기초
(721)

대학수학 Calculus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In Calculus 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13)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생물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 생명체의 최소 

기본단위인 세포 물질대사 유전자와 그 발현 과

정 유전 진화 생태학 및 동물 기관 구성과 기능

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학습한다.

Basic understanding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cells which is the smallest unit of life, 

metabolism, gene and its expression process, 

genetics, evolution, ecology, and principles of 

animal organization and function. 

기초
(622)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물리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물리의 제반 현상을 

탐구하여 그 원리를 이해한다. 우리들이 사는 세

상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들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일반물리

학을 학습한다.

Understands essence of physics and investigates 

all phenomenon of physics and understands the 

principle. Learn the basic Physics principles that 

help you understand how the world around you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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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

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

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열과 급수 등이다.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심화
(631)

분석화학Ⅰ Analytical ChemistryⅠ

환경, 보건, 이학, 공학 등에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의 함량을 확인하는 기초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통계적 분석방법, 몰농도, 

몰수, 부피변화, 농도계산 및 화학양론, 부피분석

을 위한 산 염기론, 산 염기 적정, 완충용액의 제

조, 산화 환원 적정 이론 등을 공부한다.

Analytical chemistry Ⅰ is a branch of chemistry 

and is applicable to general science, engineering, 

health science, and environmental studies. Its 

main purpose is to determine the quantity and 

type of specific constituents in a variety of 

materials. For this, we study analytical methods 

and statistics for data processing, and also 

stoichiometry for volumetric analysis including 

molarity, moles, acid-base theory, chelate 

titration, oxidation-reduction titration, buffer 

solution and mass balance theory.

심화
(532)

공정양론 
Basic Calculations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Biotechnology

단위환산을 바탕으로 물질수지 및 에너지 수지의 

기초를 다루어 공정계산에 필요한 지식의 체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종합적, 논리적으로 연산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환경물질의 작

용과 그 과정의 진행, 이러한 작용들과 연관된 현

상을 공정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연속적인 정상상

태의 작업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간의 균형원리

를 측정한다.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via 

the flowsheets of operations and processes 

involved. Relevant phenomena related to these 

operations and processes. Principles of material 

and energy balance calculations of continuous 

steady-state processes; computational techniques 

and software application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631)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기화합물의 종류는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환경 내에 존재하

면서 다른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유기물질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무해한 물질로 변

환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물질에 대한 반응 기구를 

이해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유기물질의 명명법과 

반응 기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및 독성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연

구한다.

Environmental pollution is due to so many 

materials and many new chemical materials 

produced through the reaction among the 

pollutants. This subject covers environmental 

organic pollution properties, reaction mechanism 

and toxicity in the human living, so this subject 

is added to understan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for waste water, air pollution, soil 

poll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properties.

심화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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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631)

열역학, 미시적인 세계인 원자 및 분자들의 구조

와 에너지에 대한 결과 이해, 양자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등을 균형 있게 습득하며, 환경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현상을 이

해하고 규명하는데 활용한다.

It is the gain of lecture to know for students the 

major 2 parts of physical chemistry, This subject 

covers basic concepts for thermodynamics and 

microscopic structure and energy level of atoms 

and molecules and also is applied to understand 

and elucidate the various physicochemical 

phenomena in environment.

심화
(622)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고, 미생물이 환

경과 생명현상에 미치는 생화학 반응을 이해한

다. 유기 화학과 생화학, 생화학적 이화, 동화 작

용, 세포 구조, 미생물과 효소 역학, 분자생물학, 

원핵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요약도 공부한다.

Understanding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of 

microorganisms on the chemical reaction in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Topics discussed 

will include: summary of organic chemistry and 

biochemistry, biochemicals, catabolic and anabolic 

reactions, cell structure, microbial and enzyme 

kinetics, molecular biology, prokaryotic diversity.

심화
(253)

미생물학실험 Microbiology Experiment

미생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 

분야와 생명과학 분야에 미생물 적용의 기초를 

마련한다. 미생물 배양의 특징을 알아보는 법과 

미생물의 생태에 대해 연구한다. 학생들은 포괄

적 범주의 미생물에 관련된 학문적 리포트를 작

성한다.

You have to grow ability treat microorganism and 

get ready for applying microorganism of 

environment. Studying about methods for 

characterizing microbial cultures in the 

environment and laboratory. Students will write 

related scholarly papers in the broad area of 

microbiology.

심화
(631)

분석화학Ⅱ Analytical ChemistryⅡ

환경 오염물질을 정량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분

광학적 분석장비의 원리, 기기장치 및 검출기의 

종류 및 검출원리를 공부한다. 또한 크로마토그

래피를 분류하고 종류, 원리 및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We study the principle, instrumental equipments 

and several detectors and their detecting 

principle for the electrochemical and 

spectroscopic analytical instruments, and also 

classification, principles and method of 

chromatography for the determina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심화
(352)

분석화학실험 Analytical Chemistry Experiment

분석화학의 기초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의 이론을 

환경, 보건, 공학, 이학 등 분야의 실제시료에 적

용하여 현장 감각을 증진시켜 실무적응 능력을 

배양한다.

This subject is applicable to the analytical 

method for real samples in the field of science, 

engineering, environment and health through  

experiments after studying analytical chemistry. 

Students can obtain an improved ability to apply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ledge.

심화
(622)

생화학 Biochemistry

생체 내 각종 화학 분자들의 이화 및 합성의 반 Various in vivo chemical reactions and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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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응과 경로, 또한 그 조절의 특징들을 이해하여, 

환경에  대한 생명화학적 기초와 생명 및 환경 

개발에 필요한 분자화학적 기초를 다지게 한다.

of molecules and physico path, but also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justment, 

the chemical basis of life on the environment and 

can broaden the base chemical molecules required 

for life,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실무
(631)

상하수도 Water and Sewerage Treatment

물의 특성, 공중위생, 각종 상하수 처리 방법, 배

수 및 급수 시설을 배우고 익힌다.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public health, 

various kinds of treatment method for water and 

wastewater, drainage and water supply are 

studied and discussed.

실무
(442)

수질관리Ⅰ Water Quality ManagementⅠ

수환경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각 수역의 수질보전 

방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물의 성상, 중요

성 및 수질오염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수질환경문제를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ubject is to study on physical-chemical 

properties of water, importance of water as 

resources, physicochemical waste water 

treatment, an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water's quality for various beneficial uses as 

basic part of water quality.

실무
(541)

수질관리Ⅱ Water Quality ManagementⅡ

수질 오염원, 수질오염 부하량 산정, 물리·화

학·생물학적 작용을 이해하고 호소의 오염 현황 

및 부영양화 예측기법, 하천의 오염 및 자정작용

과 모델에 의한 하천관리, 토양오염, 열오염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

학적 방법 및 계획법에 대하여 다룬다.

This subject deal with the planning for adequate 

waste water collection, biological treatment, 

modeling and disposal for municipalities and 

industries, and for activities that might create 

water quality problems, and regulating and 

enforcing problems to accomplish goals and laws 

and regulation for water pollution control.

실무
(442)

대기오염관리Ⅰ Air Pollution ManagementⅠ

대기오염의 종류와 그 영향 그리고 그 관리 방법

에 대해 공부한다.

This subject studies the classification and effects 

of air pollution, and the way to manage it.

실무
(541)

대기오염관리Ⅱ Air Pollution ManagementⅡ

대기오염의 종류와 그 영향 그리고 그 관리 방법

에 대해 공부한다.

This subject studies the classification and effects 

of air pollution, and the way to manage it.

실무
(253)

환경실험 Environmental Experiment

환경 실험으로는 물 환경 중 COD, BOD, 총 질

소, 총인, 암모니아성 질소, 인산염 정량, 철정량, 

TOC 등을 실험하며, 보건 실험으로는 수은, 크

롬, 비소, 페놀류 등을 실험한다.

Analysis for COD, BOD, total nitrogen, total 

phosphate, NH3-N, iron, and TOC are carried out 

in the environmental part of the course and 

mercury, Cr(+6), arsenic, and phenols in the 

health part.

실무
(631)

유전학 Genetics

본 과목은 유전학의 역사, 유전법칙의 기본 이론, 

염색체의 구조, 돌연변이와 그 이용, 그리고 유전

자 재조합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ing with the history of genetics, 

basic concepts in genetics, structure of 

chromosome, mutations and their use, and ge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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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recombinations.

실무
(532)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Instrumental Analysis And Standard Methods

본 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정량하는 방법 및 환경분야의 시

험방법 등을 공부한다. 분석기계는 크게 분광학

적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표면분석법 및 크로마

토그래피 방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석 장비

의 분석원리, 구성 및 검출기 종류 및 검출원리 

등을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기기 운용법 및 시험

방법 등을 익힌다.

This subject covers the methodologies and practical 

experim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by using the various type of 

analytical instruments. The analytical instruments 

classify into four large catagories of spectroscopy, 

electrochemistry, surface analysis and 

chromatography, and also leads to study analytical 

principles, equipments, and detector types and 

detection mechanism through the practice.

전문
(523)

토양학 Soil Science

우리의 환경에서 토양이 차지하는 위치, 토양 안에서 

일어나는 이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학습하고, 이러

한 기초지식들을 바탕으로 토양뿐만 아니라 생물권

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자원

과 대기 관리에서 응용할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본다.

The goal of remedial investigation/feasibility 

studies (RI/FS) and hazardous waste cleanup 

projects will be studied. Information on a site to 

consider and selection of practicable remedial 

alternatives will be discussed.

전문
(262)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디엔에이(DNA)의 구조와 특성을 바탕으로 학습하

고 생명을 형성하고 생명을 조절하는 분자 수준

에서 생물을 학습한다.

Learning based on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DNA, and forms the life and the life at the 

molecular level and learning to control the life.

전문
(541)

분자생물학실험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유전자의 구조, 발현 및 복제 기작을 분자 수준

에서 학습하며, PCR을 통한 유전자 증폭, 플라스

미드 분리, 유전자의 확인 등을 실험을 통해 학

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expression, replication of genes, and  give 

experience about PCR analysis and plasmid DNA 

separation, gene detection.

전문
(532)

폐기물관리 Solid Waste Management

폐기물의 종류와 이동 처리방법의 종류 및 공정 

설계 능력을 익힌다.

Learn the types of wastes, types of mobility 

treatment methods and process design abilities.

전문
(361)

효소및발효공학 Enzyme and Fermentation Biotechnology

효소의 메커니즘 및 산업적 응용, 발효미생물, 발

효공정 방법 등에 대해 익힌다. 

Studying mechanisms and applications of enzyme 

and understanding microorganisms and processes 

for fermentation. 

전문
(532)

생물통계학 Biostatistics

본 과목은  연구, 환경과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조사 및 정책 결정, 실험 등에서 중요한 확률 이

론과 통계 응용 분야를 공부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probability theory and statistical 

applications in research, environmental and life sciences.

전문
(262)

위생학 Hygienics

질병 예방, 건강 유지·증진, 수명 연장 등을 위

한 자연과학적·사회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며 그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 for preventing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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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maintaining and promoting health, and prolonging life.

전문
(352)

생물공정학 Bioprocess Engineering

유전자재조합 세포, 식물 및 동물세포 배양, 고정

화 생촉매 및 전통적인 발효계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공정의 응용을 다룬다.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a variety of 

biological processes, including genetically modified 

cells, plant and animal cell cultures, immobilized 

biocatalyst and traditional fermentation systems.

전문
(352)

방사선융합기술개론 Radiation Fusion Technology

방사선의 일반적인 원리 및 특성을 이해하고 방

사선기술을 환경보건 및 소재에 활용하는 방사선

융합기술의 응용에 대하여 팀티칭으로 심도 있게 

공부한다. 

Provides discussion of comprehensiv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for radiation and In-depth 

study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RFT) for the 

application in environmental health and material 

science fields by team teaching.

전문
(523)

생태학 Ecology

생태학은 생명과학의 한 과목으로 생물 및 그들

의 상호 관계와 물리적 환경 즉, 군계와 이의 생

태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태계란 유기체뿐만 

아니라 환경이라 부르는 물리적 요소 모두를 포

함하고 있는 계로서 지표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

본 단위로 숲, 초지, 호수, 바다 및 전 지구가 한 

생태계들인 것이다.

Ecology is the study of the mutual relations 

among organisms and between them and their 

physical setting - the biosphere and its 

ecosystems - is the discipline in the life sciences. 

Ecosystem is the whole system including not only 

the organism-complex, but also the whole 

complex of physical factors forming what we call 

the environment, which is the basic units of 

nature on the face of the earth. Each - the 

forest, the grassland, the lake, the sea, the total 

planet - is an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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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교육과정

  ¦ 건축공학과

¦ 건축학과

¦ 기계시스템공학과

¦ 기계자동차공학과

¦ 산업공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 토목환경공학과

  ¦ 탄소융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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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1] 대학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다양한 분야를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교육목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학윤리와 실천적 봉사정신 구현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정보기술 활용력 배양

◾산학협력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및 실무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 양성

교육과정

특성화

◾공학인증(ABEEK) 기반의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혁신을 리더하는 창의적 융합교육과정 운영

[2] 교육과정

학과(전공) 학점 전공기초 교과목 참 고

건축공학과 6

대학수학(1), 대학수학(2), 공업수학(1), 공업수학(2), 

일반물리및실험(1)*, 일반물리및실험(2)*, 일반화학, 

프로그래밍언어(1), 프로그래밍언어(2), 수치해석 중 택 2과목

전문프로그램운영

건축학과 6 건축표현기법(1), 건축표현기법(2)
5년제 건축학교육인

증 프로그램 운영

기계시스템공학과 6

대학수학(1), 대학수학(2), 공업수학(1), 공업수학(2), 

일반물리및실험(1)*, 일반물리및실험(2)*, 일반화학, 

프로그래밍언어(1), 프로그래밍언어(2), 수치해석 중 택 2과목

전문프로그램운영

기계자동차공학과 6
대학수학(1), 대학수학(2), 공업수학(1), 공업수학(2), 일반물리, 

프로그래밍언어(1) 중 택 2
-

산업공학과 6 선형대수, 확률통계, 공업수학(1), 공업수학(2) 중 택 2 -

소방안전공학과 6 대학수학(1), 공업수학(1), 공업수학(2), 자연과학개론(1), 
일반물리및실험(1) 중 택 2 -

전기전자공학과 6

대학수학(1), 대학수학(2), 공업수학(1), 공업수학(2), 

일반물리및실험(1)*, 일반물리및실험(2)*, 일반화학, 

프로그래밍언어(1), 프로그래밍언어(2), 일반생물 중 택 2과목

전문프로그램운영

정보통신공학과 6 대학수학(1), 대학수학(2), 일반물리 중 택 2과목 -

컴퓨터공학과 6

대학수학(1), 대학수학(2), 이산수학, 선형대수, 일반물리및실험(1)*

일반물리및실험(2)*, 확률통계, C프로그래밍, 자바프로그래밍, 

수치해석 중 택 2과목

전문프로그램운영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6 공업수학(1), 공업수학(2) -

토목환경공학과 6

대학수학(1), 대학수학(2), 공업수학(1), 공업수학(2), 

일반물리및실험(1)*, 일반물리및실험(2)*, 일반화학, 

컴퓨터프로그래밍(1), 컴퓨터프로그래밍(2), 확률통계 중 택 2과목

전문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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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과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전공능력
건축공학 전문가로서의 지식응용, 분석실험, 문제정의, 도구활용, 설계능력, 팀웍기술, 

의사소통, 영향이해, 공학윤리, 평생학습 능력

교육목표

◾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 기술
인의 육성

◾공학윤리를 갖추고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 기술인의 육성

교육과정

◾건축의 모든 과정(설계, 구조, 시공, 환경, 설비, 관리)이 사람 손으로부터 컴퓨터에 의해 이
루어지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건축기술을 구사하기 위한 교과
과정 운용

◾1970년대와 80년대에 건축된 수많은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로 개조하기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구조물 보수보강과 리모델링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운용

◾지금까지는 경제성과 편리성이 강조된 아파트건축과 콘크리트 건축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과 환경, 인간 중심의 건축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어 생태건축, 태양에너지
를 이용한 친환경 건축에 관련된 교과과정 운용

수여학위
◾공학인증과정이수자: 공학사(건축공학전문: Bachelor of Engineering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일반과정이수자: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건설회사(시공, 구조, 설계, 감리, 설비, 재료분야 등)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소방기사, 조경기사, 

화약물관리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사 등

엔지니어링회사(구조, 설계, 감리, 환경설비, 리모델링, 보수

보강, 소방, 조경, CAD분야 등)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환경부, 교육청, 철도청 등)

공사(LH공사, 한국전력, 농어촌진흥공사, 도로공사, LX공사 등)

시설관리직(학교, 은행, 방송국, 공항, 통신사 등)

건축사무소(설계, 인테리어) / 연구소(건축관련 연구활동) / 

진학(대학원, 유학) / 기타 건설관련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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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지식응용

정의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공학적 기초 지식과 이론을 이용하여 건축공학 문제해결에 필요한 이론을 찾고 
이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다.

분석실험

정의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제기된 공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문제정의

정의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설계 및 실험 시에 나타나는 공학적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도구활용

정의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건축공학 실무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소프트
웨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설계능력

정의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준거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한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계획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팀웍기술

정의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준거
◾팀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팀원들과 협동하여 주어진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한다.

의사소통

정의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의견을 발표와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향이해

정의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제안된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
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학윤리

정의 공학인으로서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건축공학 엔지니어로서의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다.

평생학습

정의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항상 새로운 정보와 최신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
고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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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지식

응용

분석

실험

문제

정의

도구

활용

설계

능력

팀웍

기술

의사

소통

영향

이해

공학

윤리

평생

학습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 ○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 ○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 ◐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 ○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구성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마인드

실무 팀웍 기술 및 의사소통
프로젝트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및 팀웍 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능력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한

설계능력

적극적인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설계제한

요소분석, 도구 활용 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전공능력

진로분야

지식

응용

분석

실험

문제

정의

도구

활용

설계

능력

팀웍

기술

의사

소통

영향

이해

공학

윤리

평생

학습

건설회사 ◐ ◐ ◐ ● ◐ ● ● ◐ ● ◐

엔지니어링회사 ◐ ● ◐ ● ● ● ● ◐ ● ◐

공무원 ● ◐ ◐ ◐ ● ◐ ● ● ● ●

공사 ● ● ● ◐ ◐ ◐ ◐ ◐ ● ◐

시설관리직 ◐ ◐ ◐ ◐ ◐ ● ● ● ● ◐

건축사무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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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지
식
응
용

분
석
실
험

문
제
정
의

도
구
활
용

설
계
능
력

팀
웍
기
술

의
사
소
통

영
향
이
해

공
학
윤
리

평
생
학
습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건축법규 ○ ○ ○ ○ ○ ○ ○ ● ● ● 4 2 4

건설사업관리 ● ○ ○ ○ ○ ○ ○ ● ○ ● 3 4 3

건축환경설비계획 ○ ● ○ ● ○ ○ ○ ● ○ ○ 4 3 3

구조물보수보강및현장실습 ○ ● ○ ● ● ○ ○ ○ ○ ○ 3 4 3

캡스톤디자인 ○ ◐ ◐ ◐ ◐ ◐ ◐ ○ ○ ○ 3 4 3

실무

건축설계(1) ○ ○ ● ○ ● ○ ● ○ ○ ○ 3 4 3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1) ● ● ○ ○ ● ○ ○ ○ ○ ○ 3 4 3

건축적산학 ● ● ○ ○ ○ ○ ○ ● ○ ○ 3 4 3

건축공정관리학 ● ○ ○ ● ○ ○ ○ ● ○ ○ 3 4 3

건축CAD ○ ○ ● ○ ● ○ ○ ○ ○ ● 3 4 3

건축설계(2) ○ ○ ● ○ ● ○ ● ○ ○ ○ 3 4 3

구조계획 ○ ○ ○ ○ ○ ● ● ● ○ ○ 3 4 3

철골구조 ● ○ ● ○ ● ○ ○ ○ ○ ○ 3 4 3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2) ○ ○ ● ● ● ○ ○ ○ ○ ○ 3 4 3

건축구조및재료실험 ○ ● ○ ● ○ ● ○ ○ ○ ○ 3 4 3

컴퓨터구조설계 ○ ○ ● ● ● ○ ○ ○ ○ ○ 3 4 3

심화

건축환경공학 ● ● ● ○ ○ ○ ○ ○ ○ ○ 5 3 2

구조역학 ● ○ ● ○ ● ○ ○ ○ ○ ○ 5 3 2

건축시공학 ○ ○ ○ ○ ○ ● ● ● ○ ○ 5 3 2

재료역학 ● ● ● ○ ○ ○ ○ ○ ○ ○ 5 3 2

건축계획 ○ ○ ○ ○ ○ ○ ○ ● ● ● 5 3 2

건물에너지시스템의이해 ● ● ● ○ ○ ○ ○ ○ ○ ○ 4 4 2

건축설비 ● ● ○ ● ○ ○ ○ ○ ○ ○ 5 3 2

생태건축계획 ○ ○ ○ ○ ● ○ ○ ● ○ ● 3 5 2

기초

건축일반구조 ○ ○ ○ ○ ○ ● ● ● ○ ○ 5 2 3

창의적공학설계 ○ ○ ● ○ ● ● ○ ○ ○ ○ 3 4 3

건축재료학 ● ○ ○ ○ ○ ○ ○ ● ○ ● 6 2 2

공업수학(1) ● ● ● ○ ○ ○ ○ ○ ○ ○ 5 3 2

공업수학(2) ● ● ○ ● ○ ○ ○ ○ ○ ○ 5 3 2

대학수학(1) ● ● ● ○ ○ ○ ○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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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지
식
응
용

분
석
실
험

문
제
정
의

도
구
활
용

설
계
능
력

팀
웍
기
술

의
사
소
통

영
향
이
해

공
학
윤
리

평
생
학
습

지식
(K)

기술
(S)

태도
(A)

대학수학(2) ● ● ● ○ ○ ○ ○ ○ ○ ○ 5 3 2

수치해석 ● ● ● ○ ○ ○ ○ ○ ○ ○ 5 3 2

일반물리및실험(1) ● ● ○ ● ○ ○ ○ ○ ○ ○ 4 4 2

일반물리및실험(2) ● ● ○ ● ○ ○ ○ ○ ○ ○ 4 4 2

일반화학 ● ● ○ ○ ○ ○ ○ ○ ○ ○ 5 3 2

프로그래밍언어(1) ● ○ ● ● ○ ○ ○ ○ ○ ○ 4 4 2

프로그래밍언어(2) ● ○ ● ● ○ ○ ○ ○ ○ ○ 3 5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지식
응용

분석
실험

문제
정의

도구
활용

설계
능력

팀웍
기술

의사
소통

영향
이해

공학
윤리

평생
학습

건설회사

전문
건축환
경설비
계획

캡스톤
디자인

건축법규

실무

철근콘
크리트
구조설
계(1)[필]

컴퓨터
구조설
계

건축공
정관리
학
철근콘
크리트
구조설
계(2)

구조계획
건축구
조및재
료실험

건축설
계(1)[필]
건축설
계(2) 

심화
건축환
경공학
[필]

건축설
비

구조역
학[필]

건축시
공학[필]

건축계획 생태건
축계획

기초

대학수
학(1),(2)
[초]
공업수
학(1),(2)
[초]

일반물
리및실
험(1),(2)
[초]
일반화
학[초]

수치해
석[초]

프로그
래밍언
어(1),(2)
[초]

창의적
공학설
계

건축일
반구조

건축재
료학

엔지니어링
회사

전문
건축환
경설비
계획

캡스톤
디자인

건축법규

실무

철근콘
크리트
구조설
계(1)[필] 

컴퓨터
구조설
계

건축공
정관리
학
철근콘
크리트
구조설
계(2)

건축설
계(1)[필]
건축CAD
철골구
조

구조계
획

건축설
계(2)

심화
건축환
경공학

건축설
비

구조역
학[필]

건축시
공학[필]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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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지식
응용

분석
실험

문제
정의

도구
활용

설계
능력

팀웍
기술

의사
소통

영향
이해

공학
윤리

평생
학습

[필] 생태건
축계획

기초

대학수
학(1),(2)
[초]
공업수
학(1),(2)
[초]

일반물
리및실
험(1),(2)
[초]
일반화
학[초]

수치해
석[초]

프로그
래밍언
어(1),(2)
[초]

창의적
공학설
계

건축일
반구조

건축재
료학

공무원

전문

건설사
업관리

구조물
보수보
강 및 
현장실
습

캡스톤
디자인

건축환
경설비
계획

건축법규

실무

철근콘
크리트
구조설
계(1)[필] 

철골구
조

컴퓨터
구조설
계

건축설
계(1)[필]
건축CAD

구조계
획

건축적
산학
건축공
정관리
학

심화

건축환경
공학[필]
재료역학
건축설비

구조역
학[필]

건축시
공학[필]

건축계
획

생태건
축계획

기초

대학수
학(1),(2)
[초]
공업수
학(1),(2)
[초]

일반물
리및실
험(1),(2)
[초]
일반화
학[초]

수치해
석[초]

프로그
래밍언
어(1),(2)
[초]

창의적
공학설
계

건축일
반구조

건축재
료학

공사

전문

건설사
업관리

건축환
경설비
계획

구조물보
수보강 
및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건축법규

실무

건축적
산학
건축공
정관리
학
철골구
조

철근콘
크리트
구조설
계(1)[필] 

건축설
계(1)[필]
건축CAD

컴퓨터
구조설
계

심화

구조역
학[필]
건축설
비

재료역
학
건물에
너지
시스템
의 이해

건축환경
공학[필]

건축시
공학[필]

건축계획 생태건
축계획

기초

건축재
료학
대학수
학(1),(2)
[초]
공업수
학(1),(2)

일반물
리및실
험(1),(2)
[초]
일반화
학[초]

창의적
공학설
계
수치해
석[초]

프로그
래밍언
어(1),(2)
[초]

건축일
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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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지식
응용

분석
실험

문제
정의

도구
활용

설계
능력

팀웍
기술

의사
소통

영향
이해

공학
윤리

평생
학습

[초]

시설관리직

전문
건설사
업관리

캡스톤
디자인

건축환
경설비
계획

건축법규

실무

철근콘
크리트
구조설
계(1)[필] 

건축구
조및재
료실험
구조계
획

건축설
계(1)[필]
건축설
계(2)

건축적
산학
건축공
정관리
학

심화
재료역
학

건축환경
공학[필]

구조역
학[필]

건축시
공학[필]

생태건
축계획

건축계획

기초

대학수
학(1),(2)
[초]
공업수
학(1),(2)
[초]

일반물
리및실
험(1),(2)
[초]
일반화
학[초]

수치해
석[초]

프로그
래밍언
어(1),(2)
[초]

창의적
공학설
계

건축일
반구조
건축재
료학

건축사무소

전문

건설사
업관리

건축환
경설비
계획

구조물
보수보
강 및 
현장실
습

건축법
규

실무

건축적
산학
건축공
정관리
학

철근콘
크리트
구조설
계(1)[필] 

철골구
조
철근콘
크리트
구조설
계(2)

컴퓨터
구조설
계

건축설
계(1)[필]
건축설
계(2)

구조계
획
건축구
조및재
료실험

건축CAD

심화

건축설비 재료역
학
건물에
너지
시스템
의 이해

건축환경
공학[필]

구조역
학[필]

건축시
공학[필]

건축계획 생태건
축계획

기초

대학수
학(1),(2)
[초]
공업수
학(1),(2)
[초]

일반물
리및실
험(1),(2)
[초]
일반화
학[초]

수치해
석[초]

프로그
래밍언
어(1),(2)
[초]

창의적공
학설계

건축일
반구조

건축재
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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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프로젝트 구성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마인드
전문

건축법규
구조물보수보강및현장실습

건설사업관리
건축환경설비계획
캡스톤디자인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프로젝트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실무 건축CAD 건축설계(1)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1),(2)
건축공정관리학
구조계획
건축적산학
철골구조

컴퓨터구조설계
건축구조및재료실험
건축설계(2)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능력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한 설계능력

적극적인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분석태도

심화 건축환경공학

구조역학
건축계획
건축시공학
재료역학

건물에너지시스템의이해
건축설비
생태건축계획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설계제한요소분석, 

도구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학습태도  

기초

대학수학(1),(2)*
일반물리및실험(1),(2)*
건축일반구조
창의적공학설계

공업수학(1),(2)*
일반화학*
프로그래밍언어(1)*
건축재료학

프로그래밍언어(2)* 수치해석*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표시: MSC과목

  비
교
과

§ 싹수 프로그램
§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 꿈수 프로그램

§ 땀수 프로그램
§ JJ직무 멘토링
§ 취업실무역량강화 
  프로그램

§ JJ직무 멘토링

졸업생 초청 특강, 기사 자격증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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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30 1~4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5 + 전선 21) 이상

 ◾심화과정: 전공 90학점(기초 30 + 전필 15 + 전선 45) 이상

   (공학인증)                   ※설계점수 12점 이상 포함

전필 15 1~3

전선 45 1~4

졸업자격(논문) P 4  ◾캡스톤디자인 이수자에 한해 학생포트폴리오 제출

졸업 이수학점 130  

                    ◾공학인증과정 이수자: 공학사(건축공학 심화) 학위수여

                    ◾일반과정 이수자: 공학사 학위수여

※ 공학인증과정 이수자는 설계점수를 12점(기초설계 3점, 요소설계 6점, 종합설계 3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졸업논문 이수방법은 학과 내규에 따름

■ 복수(부)전공 이수

■ 벤처창업 연계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①
참여전공

이수학점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5 + 전선 21)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5 + 전선 21)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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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06010 건축일반구조 General concept of Building Structures 3 3 기초 5 2 3

전선 10173 건축CAD Architectural CAD 3 3 실무 3 4 3

기초 15411 대학수학(1) Calculus(1) 3 3 기초 5 3 2

기초 15418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3 4 기초 4 4 2

2

전필 08945 건축환경공학 Architectural Environment 3 3 심화 5 3 2

전선 12358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 3 기초 3 4 3

기초 15412 대학수학(2) Calculus(2) 3 3 기초 5 3 2

기초 15419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3 4 기초 4 4 2

2

1

전필 14696 구조역학 Structural Analysis 3 3 심화 5 3 2

전선 08940 건축계획 Architectural Planning 3 3 심화 5 3 2

전선 12471 건축재료학 Building Materials 3 3 기초 6 2 2

기초 05790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3 3 기초 5 3 2

기초 15408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3 3 기초 5 3 2

2

전필 12646 건축시공학 Building Construction 3 3 심화 5 3 2

전필 15456 건축설계(1) Architectural Design(1) 3 3 실무 3 4 3

전선 14845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3 3 심화 5 3 2

기초 15409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 3 기초 5 3 2

기초 15424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3 3 기초 4 4 2

3

1

전필 12468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1)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1)

3 3 실무 3 4 3

전선 10194 건축공정관리학 Scheduling and Time Management 3 3 실무 3 4 3

전선 14419 건물에너지시스템의이해 Building Energy System 3 3 심화 4 4 2

전선 12881 구조계획 Structural Planning 3 3 실무 3 4 3

전선 06525 건축법규 Building Regulation 3 3 실무 4 2 4

기초 15425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3 3 기초 3 5 2

2

전선 12470 건축적산학 Building Estimation 3 3 실무 3 4 3

전선 14421 건축설비 Building Equipment System 3 3 심화 5 3 2

전선 07188 철골구조 Steel Structure 3 3 실무 3 4 3

전선 12648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2)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2)

3 3 실무 3 4 3

전선 12883 생태건축계획 Environmental Planning 3 3 심화 3 5 2

4

1

전선 14420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3 3 전문 3 4 3

전선 10334 건축환경설비계획
Architectural Environment System
Planning

3 3 전문 4 3 3

전선 10184 컴퓨터구조설계
Member Design of Buildings by
Package Program

3 3 실무 3 4 3

전선 13045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전문 3 4 3

전선 10195 건축구조및재료실험
Architectural Structure & Materials
Testing Activity

3 3 실무 3 4 3

기초 12357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 3 기초 5 3 2

2

전선 13438 구조물보수보강및현장실습 Retrofit of building and field training 3 3 전문 3 4 3

전선 15457 건축설계(2) Architectural Design(2) 3 3 실무 3 4 3

전선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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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미분적분학을 기초로 한 각종 미분방정식의 해법

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적으로 문제해결 및 모델

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미분방정

식의 해법에서 벡터해석까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students of 

engineering and physics to those areas of 

mathematics which, from a modern point of 

view, seem to be most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practical mechanical problems.

기초
(532)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에 필요한 라플라스 변환, 벡터, 행렬, 그리

고 푸리에 급수, 적분 그리고 변환에 대해 배움

으로써 공학설계에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을 기른

다. 

This course is for engineering students to 

enhance design capability by studying Laplace 

transform, vector and matric analysis, and 

Fourier series, integral, and transform.

기초
(532)

대학수학(1) Calculus(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

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

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열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기초
(532)

대학수학(2) Calculus(2)

본 과목은 수학교육 전공과목 중에서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전공과목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평면 

해석기하,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좌표, 벡터 등이

다.

In Calculus(2), we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Plane analysi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 analysis, etc.

기초
(532)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방정식의 근사근과 보간다항식을 실습을 통하여 

구현한다. 보간법, 뉴턴법, 시컨트공식, 고정절점

법, 수치 적분법, 수치 미분법 등을 이용하여, 테

일러 다항식, 수리의 수치적 표현, 근의 해석 등

의 풀이 과정을 학습한다. 

Numerical analysis researches an intuitive

and working understanding of some numerical 

method of the basic problems and gives some 

appreciation of the concept of error and of the 

need to analyze and predict it. We should 

develop some exper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numerical method using by computer We can 

research: Taylor polynomials, computer 

representation of numbers, error, root finding 

(The bisection method, Newton's method, secant 

method, fixed point iteration, interpolation, 

numerical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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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물리학은 이학 및 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

는 필수학문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응용함을 

목표로 하며, 운동, 뉴턴 법칙, 보존의 법칙, 일과 

에너지, 오실레이션, 파동운동, 음향, 중첩의 원리 

등의 역학과 열역학, 유체역학 등을 배운다.

Physics & Experiment(1) is the first semester of 

a two-semester sequence primarily for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students. 

Covers topics in mechanics (such as motion, 

Newton's laws, conservation laws, work, energy, 

systems of particles, and rotational motion), in 

mechanical waves (such as oscillations, wave 

motion, sound, and superposition), in thermal 

physics and in fluid mechanics.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진동과 파동, 전기와 자기, 교류회로와 전자기파, 

빛의 반사와 굴절, 파동광학, 특수상대론, 원자물

리학, 양자물리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며, 실험

과 관측을 통하여 물리학의 원리를 이해한다. 

Vibration and wave, electricity and magnetism, 

AC circuit and electromagnetic wave,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light, wave optics, special 

relativity, atomic physics, quantum physics are 

studied, and the principles of physics are 

understood through experiments and 

observations.

기초
(532)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화학의 전반을 개관, 기본원리와 이론 및 학설과 

응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 및 분

자구조를 이해시켜 상급 학과목의 기초가 되게 

한다.

Elementary of concepts of general chemistry is 

introduced. Atomic theory, nomenclatures, 

quantitative chemistry, chemical reaction, 

periodic tables are major concerns.

기초
(442)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분야별 프로그래밍 

목적, 절차, 개발과정 등의 개괄적인 이해와 어셈

블리어, BASIC, FORTRAN, C, C++, Visual 

Programming등의 용도별 특징을 살펴보고 

Visual-Basic 및 Visual-C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과 프로그램 개발 도구 사용법의 기초를 가

르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Lectures use a variety 

of existing general-purpose programming 

languages originated from different programming 

paradigm: imperative, functional, logical, a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기초
(352)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공학적 계산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 언어의 문법 학습, 개발

환경 구축 및 활용, 기본 예제의 컴파일과 디버

깅 등을 교육하여 향 후 고급  프로그래밍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른다.

This subject deals C-language which is generally 

used for solving engineering problem, detailed 

subjects are language grammar, developing tool 

environment setup, compiler utilization, 

debugging, etc. with this subject, students gets 

basic skills to jump up to the high level 

programm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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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건축환경공학 Architectural Environment

건축물 계획시 열, 공기, 빛, 음 환경의 제반사항

에 대한 응용력을 키운다. 특히 본 교과목에서는 

열 환경과 공기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

적인 면까지 고려한 건축 환경 문제를 다룬다.

◾특징 :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Theory for relating elements of the environment 

to architecture and the basic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design in building.

심화
(532)

구조역학 Structural Analysis

외력을 받는 정정구조물의 구성부재(보, 기둥, 트

러스, 아치)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는 원리

와 방법을 학습한다. 응력 산정법은 건축구조물 

부재의 단면설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지식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1),(2) 및 철골구조설계의 

선수과목이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요소설계 과

목(공학인증 프로그램)

Calculation method of stresses in structural 

members of a structure subjected to external 

loads are discussed in this class. It is a essential 

course in design of buildings and gives deep 

knowledges to understand design concepts for th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1),(2) and the 

Design of Steel Buildings.

실무
(343)

건축설계(1) Architectural Design (1)

건축물의 설계를 진행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설계기

법을 훈련, 연마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창의성 있는 설

계능력을 배양한다. 공학인증원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각표현적 기초능력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특징: 요소설계 과목(공학인증 프로그램)

Exercises in drawing as presentation and 

re-presentation and brief review of the history 

and theory of drawing.

심화
(532)

건축시공학 Building Construction

건축물을 짓기 위한 각종 공정들(토공사, 기초공

사, 가설공사, 골조공사, 각종 마감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공구법의 원리를 강의한다. 그리고 5인 

1조의 팀을 구성하여 1학기 동안 term project를 

실시하는데, 이를 통해서 수강생들은 각종 공구법

들의 실제 적용 사례들을 조사/발표하게 된다.

◾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Students study construction methods of Earth 

Work, Temporary Work, Skeleton Work, and 

Finish Work. They participate in a team that is 

composed of minimum 5 students, and carry on 

term project, which examines a case study of 

construction method in a real construction 

project, during a semester. 

실무
(343)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1)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1)

건축 재료로서의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 역학적 

특성과 극한강도 설계법(USD : Ultimate Strength 

Design)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단면 설계방법

과, 배근방법 등을 학습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설계의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2)의 선수과목이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요소설계 

  과목(공학인증 프로그램)

In this class, students study on the design method 

of beams of reinforced concrete(RC) buildings 

based on the ultimate strength design(USD). It will 

give them fundamental knowledges on the design 

method of RC structural members. Students to 

take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2) 

should take thi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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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43)

건축적산학 Building Estimation

하나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공종

(토공사, 가설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들을 수행해야 하며, 이때 각종 자원(자재, 장

비, 인력, 비용, 시간 등)들이 요구된다. 본 과목

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의 양을 설계 도서를 토대

로 산출하는 방법과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방

법 등을 강의한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For building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estimate material quantity and cost of building 

project based on construction drawings and 

specifications. Construction cost (e.g., material, 

labor, and equipment cost) are decided by the 

result of the estimation. The contents of this 

subject are the estimation method of material 

quantity and cost based on construction drawings 

and specifications. 

실무
(343)

건축공정관리학 Scheduling and Time Management

프로젝트성 산업인 건축업의 생산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의 각종 이론들, 공정표 작성법, 공기계

산법, 진도관리법, 공기조정법, 제자원의 분배 및 

평준화 등을 강의한다. 그리고 각종 공정관리 사

례들을 강의한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Students study 3BS (Work Breakdown Structure; 

WBS, Cost Breakdown Structure; CBS, and 

Organization Breakdown Structure; OBS), 

scheduling, progress measurement, resource 

allocation and leveling, and time management 

theories for construction project. They study 

many case studies of Scheduling. 

기초
523

건축일반구조 General concepts of building Structures

목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석구조, 철근콘크리

트구조, 철골구조 등의 구성 원리 및 설계방법을 

다루며 특히,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을 재료, 시

공, 환경에 부합되게 구성하는 능력을 키운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Construction methods, architectural detail, 

geological survey, foundations, masonry structure, 

stee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plaster, 

opening, etc.

기초
(343)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스케치 및 시각적 추론

능력,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설계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 할 수 있는 

능력을 교과목임. 한국공학인증원 및 대한건축학

회의 요구조건인 시각표현적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기초설계 과

목(공학인증 프로그램)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educate 

students the basic design methods to solve 

problems creatively. The course provides 

opportunities to improve designs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of design team.

실무
(343)

건축CAD Architectural CAD

CAD에서 기본도형의 작성을 습득케 하고 건축

CAD에서는 구조설계 실무에 필요한 구조도면 작

성을 실습하는 과정으로 엮어져 있으며 구조부재

의 단면과 치수, 배근도 및 접합상세 등을 중심

Theori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computer-aided architectur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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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으로 강의한다.

심화
(532)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부재들의 단면의 성질, 응력

과 변형율의 관계, 보와 기둥의 설계개념, 구조물의 

변형을 학습하여 고급빌딩 엔지니어로서의 기본지

식을 갖추게 한다. 또한 이 과목은 건축물을 구성

하는 구조부재의 단면을 설계하기 위해 반드시 알

아야 할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을 수

강하기 위해서는 구조역학을 먼저 수강하여야 한

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요소설계 과

목(공학인증 프로그램)

Main issues of this class a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tructural member sections. All 

they are essential knowledges when a structural 

engineer design a building; som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ember sec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strain; basic 

concept of beam and column design; deformation 

of structures.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courses should have took Structural analysis.

기초
(622)

건축재료학 Building Materials

건축물의 설계, 시공과정 등에서 선택되어지고, 조

립/설치되는 각종 건축 재료들의 장/단점, 특징, 제

조방법, 물성, 역학적 특성, 시험방법 등을 강의한

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Students study basic theories and test methods of 

material on building construction, such as strengths 

and weaknesses,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performance, physical properties, and so on.

심화
(532)

건축계획 Architectural Planning

건축의 기능과 배치, 설비 내용을 정확히 알며 실제

에 응용하는 학문으로 건축물의 기능과 구성, 후생 

및 상호관련성(공공관계)등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

다.

Analysis of basic program and conditions 

required for simply-programmed buildings, such 

as a house, and its application to architectural 

design.

전문
(424)

건축법규 Building Regulation

건축법 및 동시행렬과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조례

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기타 건축물에 관계되

는 법령을 해설하여 건축물설계에 적용하도록 한

다.

Applied methods and legal requirements for 

buildings, urban planning, parking lots, and so 

on.

실무
343

건축설계(2) Architectural Design (2)

효율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하고 설계함으로서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킨

다.

◾특징: 요소설계 과목(공학인증 프로그램)

Understand and improve design skills to design 

efficient and functional space.

심화
(442)

건물에너지시스템의이해 Building Energy System

이 과정은 건물 설비 시스템의 기초와 설계 방법

에 대하여 학습한다. 학생들은 급배수설비, 급탕

설비, 전기설비, 가스설비 및 위생설비의 기본개

념을 정립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설비를 통한 에

너지 시스템을 이해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fundamentals and design 

methods of building equipment system. Students 

can become familiar with water supply, drainage, 

gas system, water heater system and electric, 

and learn the basic concepts of buil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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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심화
(532)

건축설비 Building Equipment System

이 과정은 건물 설비 시스템의 실무적 응용에 대

하여 학습한다. 학생들은 hesting, cooling과 더불

어 공기조화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정립할 수 있

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This course deals with practical applications of 

building equipment system. Students can become 

familiar with the basic concepts of air 

conditioning system, heating and cooling.

실무
(343)

구조계획 Structural Planning

구조계획의 중요성과 기둥, 보, 바닥, 지붕, 벽 등

의 구조계획방법을 소개하고 구조계획과 COST와 

상호관계를 공부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서는 건축일반구조를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Lectures and practice on basic concepts of 

structural engineering, forces, features of 

structures, methods of solving static problems.

실무
(343)

철골구조 Steel Structure

설계하중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철골건물의 

부재설계법을 학습한다. 설계방법은 

허용응력도설계법(ASD:Allowable Strength 

Design), 하중계수설계법(LRFD: Load Resistant 

Factor Design)을 기본으로 함. 현대의 고층건물 

설계에서 중요한 과목임. 이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은 건축구조역학(1)을 먼저 수강하여야 

한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요소설계 

과목(공학인증 프로그램)

Main topic of this subject is to study the design 

method of steel structures subjected to external 

loads. Both ASD(Allowable Strength Design) and 

LRFD(Load Resistant Factor Design) are studied 

in this class. This is very important issues in the 

design of tall buildings. Students to take this 

class should have took Structural Machanics(1).

실무
(343)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2)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2)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1)에 이어 극한강도 설계법

(Ultimate Strength Design)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기둥, 벽체 및 기초, 옹벽의 설계방법을 

학습한다. 강의내용은 2015년도 개정 철근콘크리

트구조설계기준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또한, 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1)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요소설계 

과목(공학인증 프로그램)

This class give you the design method of RC 

slab, columns, bearing wall and footings. They 

are based on the KCI design code(2015 version). 

Students to take this class should have took 

Structural and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1).

실무
(343)

건축구조및재료실험 Architectural Structure & Materials Testing Activity

건축 구조물과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

로 하여 구조물과 그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에 대한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 구조 해석과 재료의 

성질에 대해 습득하고 응용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Analysi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materials by testing.



447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343)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하나의 건축물은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검토, 개

념설계, 상세설계, 입찰, 조달, 시공, 시운전, 유지/

보수, 해체 단계 등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가지

고 있으며, 이 단계들에서 CMr(Construction 

Manager)는 고유한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본 과목

은 이러한 생애주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CMr의 역

할과 이때 활용되는 각종 이론 및 기법 등을 강의

하며, 각종 사업관리 사례들을 강의한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A life-cycle of a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is 

composed of feasibility study, conceptual design, 

detailed design, bidding, procurement, 

construction, start-up, maintenance/utilization, 

and termination phase. A construction manager 

carries out a unique role at these phases. 

Students study theories and technologies of 

construction management. They study many case 

studies of it. 

전문
(433)

건축환경설비계획 Architectural Environment System Planning

건축환경과 설비에 관한 제반지식을 종합하여 실

제로 공간에서 시스템을 설계해 봄으로써 건축 

환경과 설비의 실제원리를 터득하고 합리적인 건

축설비 능력을 배양한다.

◾특징: 요소설계 과목(공학인증 프로그램)

Understanding whole parts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design methods of environment 

and mechanical system.

전문
(343)

구조물보수보강및현장실습 Retrofit of building and field training)

건축물이 수명연한 동안에 외부로 부터의 충격을 

받아 구조부재의 일부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

상된 구조부재를 보수 보강하여 구조물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과목은 이와 관련

된 최신 보강기술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강기술

의 원리를 이해한다.

Review of reinforcement for Building and 

remodelling

심화
(352)

생태건축계획 Environmental Planning

이 과정은 생태건축계획의 기초와 설계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환경을 이

용한 자연형 건물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

은 생태환경의 기본 개념에 따른 원리를 이용하

여 설계와 계획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특징: 요소설계 과목(공학인증 프로그램)

This course deals with fundamentals and design 

methods of building ecology plan. Passive 

building design using natural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in life. Students can become familiar 

with basic concepts of building environment.

전문
(343)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기초설계 및 요소설계 과목, 그리고 전공교과에

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구상, 설계와 

모델링에서 시제품제작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여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를 위한 교과과정이다. 공학인증 프로그

램에서 이 과목은 기초설계 및 요소설계를 포함

하여 설계 교과목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

이 수강할 수 있다. 

This course is a capstone design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Plan, design, and model 

several parts through a sequential process of 

concept-engineering-design to develop a 

mechanical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acquire overall practical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Students to take this course should have tak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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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특징: 종합설계 과목(공학인증 프로그램)  15 credits of design subjects including basic design 

subjects.

실무
(343)

컴퓨터구조설계 Member Design of Buildings by Package Program

건축구조역학, 재료역학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설

계(1),(2) 그리고 철골구조설계 교과목에서 학습한 

원리와 방법을 이용하여 건축구조부재의 단면설

계를 전산프로그램(MIDAS)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특징: 건축기사자격증 관련교과목, 요소설계 

과목(공학인증 프로그램)

Students study the method of member design 

using MIDAS that is a package program for 

structure analysis and structure design.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courses should have took 

the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1),(2) and Structural Mechanic(1),(2) 

Ste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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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5년제)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창의적 실무건축가

전공능력 건축적 사고, 설계, 기술(구조, 환경, 재료/시공, 전산), 실무

교육목표

건축학과는 전주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인재상과 교육목적, 교육목표에 준해서 건축학과의 인재

상 및 교육목표를 삼는다. Glocalization시대의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창의적 실무건축가

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교육목표를 삼는다.

첫째,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둘째, 실무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셋째, 국제적 감각과 지역적 감성을 겸비한 활동적 리더 양성

교육과정

◾국제적으로 공인된 5년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실무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방법 도입

- 스튜디오식 디자인교육

- 전임교수 및 실무건축가에 의한 팀티칭

- 설계-이론 교과목 연계교육

◾특별교육과정 운영

- 방학기간 현장실습 (3학년 이상)

- 국제교류 워크샵

- 업계종사자 초청강연 프로그램

수여학위 ◾ 건축학사 (Bachelor of Architecture; B.Arch)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건축사 건축사(5년제 건축학과 졸업 ⇨ 실무수련 3년 ⇨ 건축사자격시험 응시/합격)

인테리어디자이너 실내건축기사

도시재생 분야

건축+IT융복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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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건축적 사고 설계 기술 실무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건축적

사고

정의 인간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축설계 작업에 대해 이해한다.

준거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 한국 건축과 전통,
  건축과 사회, 인간행태와 공간,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에 대해 이해한다.

설계

정의 건축설계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건축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준거
◾건축 소통 능력, 형태 및 공간구성, 조사 및 분석, 대지 계획,
  무장애 설계, 안전 및 피난 설계, 건물시스템 통합설계, 리모델링 설계,
  건축과 도시설계, 종합설계를 건축설계 작업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기술

정의 기능, 구조, 아름다움을 두루 갖춘 건축물이 되기 위한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이해한다.

준거
◾구조 원리와 시스템, 환경조절 시스템, 건축설비 시스템, 디지털 활용기술,
  건축 재료와 구성방법, 시공 및 건설관리에 대해 이해한다.

실무

정의 법제도적 환경 속에서 건축설계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이해한다.

준거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대해 이해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건축적 사고 설계 기술 실무

건축사 ● ● ● ●

인테리어디자이너 ◐ ● ○ ●

도시재생 분야 ● ◐ ○ ◐

건축+IT융복합 업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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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건축적

사고
설계 기술 실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건축설계(7),(8) ○ ● ○ ○ 3 6 1

친환경건축디자인 ○ ● 4 3 3

건축구조디자인 ○ ● 5 3 2

건축실무실습 ● 2 2 6

건축실무와경영 ● 2 2 6

건축경관론 ● ○ 6 2 2

건축상세미학 ● 4 5 1

실무

건축설계(3),(4) ● ○ 3 5 2

건축설계(5),(6) ○ ● 2 5 3

건축시공 ○ ● 4 4 2

건축법규 ○ ● 4 3 3

건축재료 ○ ● 4 4 2

공공디자인론 ● ○ 5 2 3

건축행태와심리 ● ○ 5 2 3

건축설비 ○ ● 4 4 2

도시분석론 ● ○ 4 3 3

전통건축론 ● 7 1 2

심화 건축설계(1),(2) ● 2 6 2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환경조절 시스템
종합설계 능력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실무

건축 재료와 구성방법,

시공 및 건설관리,

건축설비 시스템

건물시스템 통합설계 능력

리모델링 설계 능력

건축과 도시설계 능력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심화

건축과 사회,

인간행태와 공간,

구조 원리와 시스템

조사 및 분석 능력,

대지 계획 능력,

무장애 설계 능력,

안전 및 피난 설계 능력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기초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세계 건축의 역사와 문화,

한국 건축과 전통

건축 소통 능력,

형태 및 공간구성 능력,

디지털 활용기술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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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건축적

사고
설계 기술 실무

지식
(K)

기술
(S)

태도
(A)

건축구조분석 ● 5 3 2

실내건축디자인 ● 4 4 2

주거건축론 ● ○ 5 3 2

건축실무영어 ● 3 5 2

건축디지털활용기술 ○ ● 3 6 1

근대건축사 ● 7 1 2

현대건축사 ● 7 1 2

기초

기초설계(1),(2) ● 2 6 2

건축표현기법(1),(2) ● 2 6 2

건축형태분석 ● 7 1 2

건축과예술인문학 ● 7 1 2

서양건축사 ● 7 1 2

건축디자인프로세스 ● 7 1 2

건축CAD ● 2 7 1

한국건축사 ● 7 1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건축적 사고 설계 기술 실무

건축사

(A)

전문 건축경관론
건축설계(7),(8)[필]
건축상세미학

친환경건축디자인[필]
건축구조디자인[필]

건축실무실습[필]
건축실무와경영

실무

공공디자인론
건축행태와심리
도시분석론[필]
전통건축론

건축설계(3),(4)[필]
건축설계(5),(6)[필]

건축시공[필]
건축재료[필]
건축설비[필]

건축법규[필]

심화

주거건축론[필]
근대건축사[필]
건축실무영어[필]
현대건축사

건축설계(1),(2)[필]
실내건축디자인

건축구조분석[필]
건축디지털활용기술

기초
건축과예술인문학[필]
서양건축사[필]
한국건축사[필]

기초설계(1),(2)[필]
건축표현기법(1),(2)[초]
건축형태분석
건축디자인프로세스[필]

건축CAD[필]

인테리어

디자이너

(I)

전문  
건축설계(7),(8)[필]
건축상세미학

친환경건축디자인[필]
건축구조디자인[필]

건축실무실습[필]

실무 도시분석론[필]
건축설계(3),(4)[필]
건축설계(5),(6)[필]

건축시공[필]
건축재료[필]
건축설비[필]

건축법규[필]

심화
주거건축론[필]
근대건축사[필]
건축실무영어[필]

건축설계(1),(2)[필]
실내건축디자인

건축구조분석[필]

기초
건축과예술인문학[필]
서양건축사[필]

기초설계(1),(2)[필]
건축표현기법(1),(2)[초]

건축CAD[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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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건축적 사고 설계 기술 실무

한국건축사[필]
건축형태분석
건축디자인프로세스[필]

도시재생

분야(U)

전문
건축설계(7),(8)[필] 친환경건축디자인[필]

건축구조디자인[필]
건축실무실습[필]

실무
공공디자인론
건축행태와심리
도시분석론[필]

건축설계(3),(4)[필]
건축설계(5),(6)[필]

건축시공[필]
건축재료[필]
건축설비[필]

건축법규[필]

심화
주거건축론[필]
근대건축사[필]
건축실무영어[필]

건축설계(1),(2)[필] 건축구조분석[필]

기초
건축과예술인문학[필]
서양건축사[필]
한국건축사[필]

기초설계(1),(2)[필]
건축표현기법(1),(2)[초]
건축디자인프로세스[필]

건축CAD[필]

건축+IT융복

합업종(T)

전문 건축설계(7),(8)[필]
친환경건축디자인[필]
건축구조디자인[필]

건축실무실습[필]
건축실무와경영

공공디자인론
건축행태와심리
도시분석론[필]

건축설계(3),(4)[필]
건축설계(5),(6)[필]

건축시공[필]
건축재료[필]
건축설비[필]

건축법규[필]실무

심화
주거건축론[필]
근대건축사[필]
건축실무영어[필]

건축설계(1),(2)[필] 건축구조분석[필]

기초
건축과예술인문학[필]
서양건축사[필]
한국건축사[필]

기초설계(1),(2)[필]
건축표현기법(1),(2)[초]
건축디자인프로세스[필]

건축CAD[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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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종합설계 
및 

실무수행 
능력

전문

건축구조디자인(G)
친환경건축디자인(G)
건축실무실습(G)

건축설계(7),(8)(G)
건축실무와경영(AT)
건축경관론(A)
건축상세미학(AI)  

통합설계 
및 

도시건축적 
사고

실무

 건축설계(3),(4)(G)
건축시공(G)
건축법규(G)
건축재료(G)
공공디자인론(ATU)

건축설계(5),(6)(G)
건축행태와심리(AUT
)

도시분석론(G)
건축설비(G)

전통건축론(A)

 

건축적
사고력
확장

심화

건축설계(1),(2)(G)
건축구조분석(G)

실내건축디자인(AI)
주거건축론(G)
건축실무영어(G)
건축디지털활용기술(A)

근대건축사(G)
현대건축사(A)

형태 및 
공간구성 

능력
기초

기초설계(1),(2)(G)
건축표현기법
(1),(2)(G)
건축형태분석(AI)
건축과예술인문학
(G)

서양건축사(G)
건축디자인프로세
스(G)
건축CAD(G)
한국건축사(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진로분야: (G)공통교과 (A)건축사 (I)인테리어 디자이너 (U)도시재생분야 (T)건축+IT융복합 업종

비
교
과

 §비저닝캠프
 §해커톤

 §국제교류 워크샵
 §해커톤

 §국제교류 워크샵
 §해커톤
 §현장실습
 §서비스러닝

 
 §국제교류 워크샵
 §현장실습
 §서비스러닝

 §국제교류 워크샵
 §현장실습

지도교수 면담, 허니컴 학습조직, 건축분야 종사자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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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132학점(학과기초 6 + 전필 104 + 전선 22)전필 104 1~5

전선 22 1~5

졸업자격(논문) P 5
◾졸업논문(졸업설계 작품을 논문양식으로 작성) 통과
◾교과목 이수내역에 대한 졸업사정 통과
(“기타 졸업요건”참조)

졸업 이수학점 163  

기타 졸업요건 ◾건축학교육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건축학교육 인증기준에 부합함이란, 졸업시점에 건축학교육인증의 학생수행평가기준(SPC) 항목별로 해당되는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였음을 뜻함

■ 복수(부)전공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공통
◾주전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132학점(기초 6 + 전필 104 + 전선 22)

  

■ 전과 및 편입 

◾ 건축학과(5년제) 설계분야 교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적대학/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및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건축학과 (5년제) 설계분야 외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의 경우, 전적대학/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과내용의 동등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단, 전적대학/전 소속 학과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수가 전주대학교 건축학과(5년제)에서 개설
한 교과목의 학점 수와 같거나 많고, C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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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 기초설계(1)~(2), 건축설계(1)~(8) 교과목의 순차적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한 학기에 2개 이상의 설계 교과목 동시수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09309　 기초설계(1) Basic design(1) 3 6 기초 2 6 2

전선 12499 건축형태분석 Architectural Form Analysis 3 3 기초 7 1 2

기초 09308 건축표현기법(1) Architecture Presentation Technique(1) 3 3 기초 2 6 2

2

전필 09313 기초설계(2) Basic design(2) 3 6 기초 2 6 2

전필 12507　 건축과예술인문학 Architecture, Art & Humanities 3 3 기초 7 1 2

기초 09312 건축표현기법(2) Architecture Presentation Technique(2) 3 3 기초 2 6 2

2

1

전필 09317 건축설계(1) Architectural Design Studio(1) 6 10 심화 2 6 2

전필 09318　 서양건축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3 3 기초 7 1 2

전필 12500　 건축디자인프로세스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3 3 기초 7 1 2

전필 12886　 건축CAD Design Computing in Architecture 3 3 기초 2 7 1

2

전필 09322 건축설계(2) Architectural Design Studio(2) 6 10 심화 2 6 2

전필 12508 건축구조분석 Structural Analysis in Architecture 3 3 심화 5 3 2

전필 09321 한국건축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3 3 기초 7 1 2

3

1

전필 09339 건축설계(3) Architectural Design Studio(3) 6 10 실무 3 5 2

전필 09344 건축시공 Building Construction 3 3 실무 4 4 2

전필 09340 건축법규 Building Codes 3 3 실무 4 3 3

전선 12512 실내건축디자인 Interior Design 3 3 심화 4 4 2

전필 12511 건축실무영어 English in Architectural Practice 3 3 심화 3 5 2

2

전필 09342 건축설계(4) Architectural Design Studio(4) 6 10 심화 3 5 2

전필 12509 주거건축론 Housing Architecture 3 3 실무 5 3 2

전필 09349 건축재료 Building Materials 3 3 실무 4 4 2

전선 16139 건축디지털활용기술 Digital Technologies in Architecture 3 3 심화 3 6 1

전선 12514 공공디자인론 Public Design 3 3 실무 5 2 3

4

1

전필 09347 건축설계(5) Architectural Design Studio(5) 6 10 실무 2 5 3

전필 12502 건축구조디자인 Structural Design in Architecture 3 3 전문 5 3 2

전필 12503 친환경건축디자인 Sustainable Design in Architecture 3 3 전문 4 3 3

전필 09338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2 2 심화 7 1 2

전선 14697 건축행태와심리 Behavioral Psychology in Architecture 3 3 실무 5 2 3

2

전필 09351 건축설계(6) Architectural Design Studio(6) 6 10 실무 2 5 3

전필 15019 건축실무실습 Practice in Architectural Profession 3 3 전문 2 2 6

전필 12517 도시분석론 Urban Analysis 3 3 실무 4 3 3

전필 13845　 건축설비 Building Systems 3 3 실무 4 4 2

전선 09341　 현대건축사 History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2 2 심화 7 1 2

5

1

전필 09548 건축설계(7) Architectural Design Studio(7) 6 10 전문 3 6 1

전선 15018 건축실무와경영 Architectural Practice & Management 3 3 전문 2 2 6

전선 12504 건축경관론 Architectural Landscape 3 3 전문 6 2 2

전선 12505 건축상세미학 Aesthetics of Architectural Details 3 3 전문 4 5 1

2

전필 09551 건축설계(8) Architectural Design Studio(8) 6 10 전문 3 6 1

전선 09316 전통건축론 Traditional Architecture 3 3 실무 7 1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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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전과생, 편입생에 한해 기초설계 교과목과 건축설계 교과목의 동시수강은 가능.) 단, 불가피한 
사유로 동시수강 필요 시 전공주임 교수의 허가를 득한 후 동시수강 가능함. (전공주임 교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동시수강 시 상급 설계 교과목은 시험/과제점수와 상관없이 F학점 부여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62)

건축표현기법(1) Architectural Presentation Technique(1)

건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앞으로 5년간 건축

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삼게 될 드로잉 능력을 기

르는 교과목이다. 아날로그 드로잉 방법인 프리

핸드 스케치와 건축제도를 연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llow freshmen 

students to develop drawing skills, which will be 

required throughout the 5 year curriculum. 

Freehand sketches and architectural drafting are 

tought and practiced.

기초
(262)

건축표현기법(2) Architectural Presentation Technique(2)

건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앞으로 5년간 건축

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삼게 될 드로잉 능력을 기

르는 교과목이다. 디지털 드로잉 방법인 

AutoCAD와 Photoshop을 연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llow freshmen 

students to develop drawing skills, which will be 

required throughout the 5 year curriculum. 

Digital drawings such as AutoCAD and Photoshop 

are tought and practiced.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62)

기초설계(1) Basic Design(1)

건축의 핵심주제인 공간과 형태에 대한 사고능력

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형태빼내기”와 “공

간채우기” 두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Mass

와 Void를 이해하며, 이것을 설계개념으로 활용하

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As the first stage of architectural education, 

students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creating 

architectural forms while developing 2 

dimensional drafting skills as the primar 

architectural language.

기초
(262)

기초설계(2) Basic Design(2)

건축적 아이디어를 2차원과 3차원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창의적인 설계 방법을 연구한

다.

In this course, skills to communicate creative 

architectural design ideas in 2 dimensional and/or 3 

dimensional methods are developed and practiced.

기초
(712)

건축과예술인문학 Architecture, Art & Humanities

건축 관련의 각종 타 장르, 즉 예술(음악, 무용, 

연극, 회화, 조각 등) 및 인문학적(정치, 경제, 문

화, 사회 등) 특성과 본질을 이해하고 건축의 본

질적인 속성을 파악케 함으로써, 다양한 건축 설

계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rough studies on the related fields of 

architecture such as art and humanities, students 

will gain understandings on the origins of 

architecture, enabling them to apply various 

approaches in their design works.

심화 건축설계(1) Architectural Design Stud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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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262)

기본단계의 설계로 2차원 평면과 3차원 공간을 

이해하는 도시의 단위공간과 공간요소에 대해 연

구한다.

Through a simple design project,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2-dimensional 

planning and spatial units and elements that 

comprise 3-dimensional space.

기초
(712)

서양건축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서양건축의 발생과 그 형성 발달과정을 건축적 환

경, 건축의 양식, 특성 등 제반 측면에서 실례를 

통하여 강의함으로써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시킨다.

From the origins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western architecture in relation to the historic 

context, their styles are explored through a series of 

lectures.

기초
(712)

건축디자인프로세스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건축의 기능과 배치, 설비 내용 등을 정확히 추

구하여 설계의 실제에 응용하는 학문이며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의 계획을 다룬다.

In this course, principles of building design and 

spatial arrangement and building systems are 

taught and applied to housing and commercial 

projects.

기초
(271)

건축CAD Design Computing in Architecture

본 교과목은 건축설계 프로세스 상의 CAD 소프트

웨어 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 교과목이다. 

오늘날 건축설계 실무에 있어 CAD소프트웨어 활

용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CAD소프트웨어 활용능력

에 따라 건축설계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의 작성수

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 그 자체의 성

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교과목에서 익히는 

CAD소프트웨어는 Rhino(+Grasshopper)로서, 도면작

성도구(Drafting Tool) 수준을 넘어서 생성적설계도

구(Generative) Design Tool)로서의 CAD이다.

Architectural communication is achieved through 

drawings. It can be said that drawings are the 

primary language in architecture.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better understand what 

drawings should contain, and how they should be 

contained, resulting in the ability to produce 

architectural drawings using computers.

심화
(262)

건축설계(2) Architectural Design Studio(2)

공간요소인 형태, 빛, 동선, 구조 이해를 기초로 

한 단위공간을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o design spatial 

units based on various spatial factors such as 

form, light, circulation and structure.

기초
(712)

한국건축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국 건축을 통시적으로 

고찰해보고 전통건축의 공시적 속성을 도출해내

어 직접 설계에 적용할 방법을 탐구한다.

Through diachronic understanding of Korean 

architecture from the ancient times to the 

contemporary era, synchronic characteristics are 

derived to encourage students to apply such 

knowledge into their design works.

심화
(532)

건축구조분석 Structural Analysis in Architecture

구조 연습과 모형제작을 통해 구조의 원리를 이

해하고 건축설계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서양건축사에서 구조적 양식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중심으로 건축의 공간, 형태와 구조 사이

Through structural studies and model making, 

students understand building structures and their 

applications. Furthermore, by reviewing 

architectural history in regards to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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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styl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interactions 

between structure, form and space.

실무
(352)

건축설계(3) Architectural Design Studio(3)

건축의 공간요소인 기둥, 벽, 천정, 바닥 등의 건

축 기본요소 연구와 이를 조합한 내부 공간중심 

탐구가 진행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o synthesize 

spatial elements such as columns, walls, ceilings 

and floors into architectural space.

실무
(442)

건축시공 Building Construction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건축시공기술을 이해하고, 

특히 건축시공 관련 신기술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최신의 건설 산업 동향을 파악한다. 건축법규 교과

목과 연계하여, 건축설계(2) 교과목에서 수행한 도

서관 설계 프로젝트를 재수행하면서 설계개념 수

준의 공간계획을 물리적 실체로 구현하기 위한 지

식과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이 수업은 I-Class로 

운영되어,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가 요구된

다.

From contracting to construction methods and 

management, building construction is taught 

holistically, and practiced by applying the 

knowledge onto the students’ previous design 

works.

심화
(352)

건축실무영어 English in Architectural Practice

건축디자인 이론, 도시환경, 구조 등 전공 각 분

야의 개론적 측면을 외국 전문서적을 통하여 강

의하고 건축영어 프리젠테이션 실습을 시행한다.

To develop foreign language skills in the field, 

students are presented with English reading 

materials and asked to orally present their works 

in English.

실무
(433)

건축법규 Building Codes

건축행위란 건축주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막대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다. 따라서 반드시 법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행하는 건축사

의 책임과 자격, 건축계획 및 설계의 내용까지 법

제도적 규제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

는 어떠한 법제도적 규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건축계획 및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cod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building industry. As 

the students gain understanding of the codes 

and regulations, they will demonstrate their 

obtained knowledge by applying them to their 

design works.

실무
(352)

건축설계(4) Architectural Design Studio(4)

건축의 내·외부 공간 관계와 부분과 전체의 관

계를 탐구한다.

In this course, relations on internal-external space 

and macro-micro scale in architectural design is 

addressed.

심화
(532)

주거건축론 Housing Architecture

주거단지의 기능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단지 안에

서 인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단지를 설계하

며 공공시설을 주로 설계하고 그 이외 주거단지

의 기본구조도 익히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lectures on the functions of 

housing projects and design principles that apply 

to those projects. This is then followed by 

practicing housing design.

실무 건축재료 Bui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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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442)

건축물의 설계, 시공에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건축공사용 재료의 제조방

법, 특성, 강도시험방법 등을 연구한다.

To ensure students obtain sufficient knowledge 

in the use of materials in design and 

construction, the specifications, productions, 

testing methods and applications of each 

material are introduced.

실무
(253)

건축설계(5) Architectural Design Studio(5)

도시환경과 도시조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맥락적 관점에서 설계연구가 진행된다.

Understanding the urban environment and fabric, 

students are exposed to architectural design 

within an urban context.

심화
(712)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근대 건축의 발생과 그 형성 발달과정을 건축적 

환경, 건축의 양식, 특성 등 제반 측면에서 실례

를 통하여 강의함으써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시킨

다.

Through lectures on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in regards to 

the social circumstances, architectural style and 

characteristics, students will enrich their 

understandings on architectural history.

전문
(532)

건축구조디자인 Structural Design in Architecture

이 과정은 구조 시스템의 역사적인 배경과 기술

적인 특징, 공사 방법 등의 연구를 통해 건축의 

심도 깊은 이해와 구조 시스템이 건축 디자인 에 

응용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강의는 구조역학 지

식을 통합하여 적용하고, 다양한 구조 시스템 

Geometric structure types 등이 비교적 쉽게 소

개가 된다. 본 과정은 구조시스템과 관련하여 건

물의 형태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lass is concerned with more in-depth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of designs for 

buildings informed by the technical and historical 

knowledge related to the meaning and usage of 

structural systems and the act of construction. 

The lectures focus on the application and 

integration of knowledge acquired in structural 

mechanics course and covered various structural 

systems and geometric structure types (such as 

cable nets, domes, shells, and air-supported 

structures) are introduced. There is an overall 

objective of gaining insight into architectural 

forms associated with structural system.

전문
(433)

친환경건축디자인 Sustainable Design in Architecture

환경적 맥락을 다루는 이론과 원리, 그리고 환경

의 재생가능성을 이해한다. 건축에서의 생태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

한 디자인 전략을 공부한다. 환경 친화적 건축의 

실천을 위한 기본지식을 대지의 맥락과 건물설계

의 단계, 에너지 절약형 건축의 면에서 익힌다. 

열, 빛, 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건축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사례들을 연구하여 설계에서 이러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풍토건축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 취득 가능한 건축재료의 

적극적인 사용과 그 지역의 건축유산을 이어가는 

This course is for sustainable process between 

human and nature to minimize industrial 

pollution while designing spaces that are pleasant 

to the users. Students will learn factors such as 

site condition, material selection and 

construction, building maintenance, energy 

saving, minimizing industrial pollution, resource 

efficiency and harmonizing circumstance etc. to 

raise environmental awareness in their desig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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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태도를 이해한다. 또한 수업에서 마지막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친환경 건축을 

탐험해 보는 수업이다. 친환경건축이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계를 조명

하고 새로운 기술들 살펴본다.

실무
(253)

건축설계(6) Architectural Design Studio(6)

다양한 도시환경을 이해하고 도시맥락에서 설계 

개념을 추출하여 종합하는 방법과, 이를 바탕으

로 공공 건축을 탐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various urban 

settings and learn to extract design concepts 

from those urban contexts, developing them into 

public architecture design schemes.

실무
(433)

도시분석론 Urban Analysis

건축을 주변 환경, 도시,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맥락적 설계의 사고와 설계과정에 관한 

지식과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여 건축에의 적용

하는 폭넓은 사고와 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obtain the thinking 

process for contextual design where architecture 

is defined within the context of its surroundings, 

urban setting or regional conditions.

실무
(442)

건축설비 Building Systems

환경이 가지는 다양한 성격들과, 이를 제어하는 

건축설비(건물 사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조절을 하는 장치) 시스템의 기본

원리 및 방법을 익히고 건축설계에 응용하는 능

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provides lectures on the major 

topics of environmental control and their 

corresponding building systems. Students also 

investigate on applying those systems onto their 

design works.

전문
(226)

건축실무실습 Practice in Architectural Profession

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다양하

고 폭넓은 현장지식을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한

다.

By visiting and experiencing firms in the 

profession, students are presented with a wide 

range of various architectural practice.

전문
(361)

건축설계(7) Architectural Design Studio(7)

5년간의 습득한 건축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

축 유형을 탐구하며 건축적 대안을 제시한다.

Summing up the architectural knowledge and 

skill developed in the previous years, students 

raise questions on new building types and 

provide creative answers.

전문
(361)

건축설계(8) Architectural Design Studio(8)

건축설계의 종합단계로써 건축의 계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관련 지식

을 종합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As a comprehensive design studio, students will 

produce architectural drawings covering the 

entire design process from idea sketches to 

construction documents, with various related 

topics of each stage addressed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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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712)

건축형태분석 Architectural Form Analysis

본 수업은 조형적 질서의 기반이 되는 기하학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도형, 척도, 비

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한다.

With the aim of developing geometric skills 

which in turn becomes the foundation of 

architectural order, students studying and 

exercise techniques related to figure, scale and 

proportion.

심화
(442)

실내건축디자인 Interior Design

인간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의 기능을 충실하

기 위하여 실내 환경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름다

워야 하며 또한 경제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

러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실내건축학이다. 학

생들은 이 수업을 통하여 공간의 계획, 마감재의 

선정 및 마감 디테일, 색채 계획, 조명, 가구, 설비 

등의 종합적인 계획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It is the aim for interior design to make space 

that is comfortable, aesthetic, safe and 

economical, and most importantly to be 

functional for it’s purpose. Students learn 

through this class the space program, finishing 

materials, color plan, lighting, furniture and 

equipment for the comprehensive design of 

space.

실무
(523)

공공디자인론 Public Design

공공디자인은 건축물을 제외한 외부공간을 장식

하는 모든 공공성이 있는 외부 장식물의 디자인

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과목이다. 이는 옥외광고

물, 벤치, 승강장, 육교, 조각품 등등 실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의 

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과목이다. 따라서 심

미적인 감수성이 요구되고 도시공간속에서 통일

성, 맥락성 디자인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하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는 학문이다.

Public design is to enhance the design quality of 

all public fixtures, or street furnitures, outside of 

the buildings. It includes the design enhancement 

of signage, benches, bus stop shelters, pedestrian 

bridges, public sculptures and ornaments etc. So 

students are required to demonstrate aesthetics, 

understandings of urban context and design unity 

in urban space.

심화
(361)

건축디지털활용기술 Digital Technologies in Architecture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힌다. 구체

적 내용은 최신의 산업동향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

다.

In this course, students obtain understandings on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for value 

creation in the architectural industry.

실무
(523)

건축행태와심리 Behavioral Psychology in Architecture

건축계획 과정에 있어서 예측되는 인간관계의 보

호와 바람직한 건축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디자인

은 환경심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환경

심리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행태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해와 연구이다.

As architecture is enclosure in which people live 

their lives, it is essential for designers to 

consider environment psychology and human 

behavior. The goal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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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712)

현대건축사 History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근대건축이 발생하게 된 동기와 이것이 어떻게 

변천, 발달하여 현대건축에 이르기 까지 이어져 

왔는가를 건축사적 측면에서 강의함으로써 현대

건축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Through lectures on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and thus 

leading into contemporary architecture, students 

gain critical understandings on the works of 

contemporary architects.

전문
(622)

건축경관론 Architectural Landscape

경관의 개념과 역할을 소개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건축계획에 응용할 수 있는 지

식을 습득시킨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 and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focusing on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they are applied to 

building design.

전문
(451)

건축상세미학 Aesthetics of Architectural Details

건축상세미학은 건축 재료의 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구축에 대한 논리를 연구한

다.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 표현의 수단으

로써 재료의 논리적, 창의적 사용과 그에 따른 

건축적 표현의 미학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수업은 재료의 물성에 대한 연구, 기존 건축물의 

상세 미학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형제작 그리고 

건축 상세의 적용 및 응용 연구 등 크게 세 부분

으로 구성된다.

This course studies the logic of architectural 

construc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rchitectural materiality. The ultimate goal is to 

explore the logical and creative use of 

architectural materials as a means of 

architectural manifestation and to examine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effect rendered 

by them. The class is largely comprised of three 

parts: the study on architectural materiality, the 

case study and modeling of the architectural 

detail of existing buildings, and the application of 

architectural detail.

실무
(712)

전통건축론 Traditional Architecture

전통 건축이 지닌 보편적 특성을 이해하는 동시

에 우리 지역 건축에 나타난 건축의 특수성을 이

해하고자 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understand the 

universal qualitie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while at the same time attend to their regional 

uniq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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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공학과 (Dep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기계공학 지식을 활용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기계시스템공학 전문 인재

전공능력 전공 실용화능력 · 문제해결능력 · 봉사적 리더쉽능력

교육목표
◾첫째, 공학지식을 보유하고 실용화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셋째,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봉사적 리더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기계시스템공학과는 과거의 일반 기계공학전공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단위 요소보다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현대 산업의 특성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계공학이론, 
컴퓨터기반해석, 실험실습 및 캡스톤디자인을 비롯한 설계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
비한 열유체/에너지시스템, 메카트로닉스/로봇시스템, 첨단 생산/가공/설계분야의 창의적인 기
계시스템공학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수여학위
◾일반 프로그램: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전문 프로그램: 공학사
  (기계시스템공학전문, Bachelor of Engineering in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 격 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산업체의 기계설비 설계 및 제작 기계설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등

첨단 기계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메카트로닉스기사, 기계설계기사, 생산기계기사, 등 

기계산업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 일반기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공
실용화능력 

정의
전공 기초 및 심화교육을 통한 공학문제 정의, 공식화 능력, 데이터분석 능력, 도구 
활용 능력 등을 갖추어 전공지식을 실용화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환경에서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전공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도구활용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다.

문제해결능력

정의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융합교육과 팀 프로젝트를 통한 의사소통과 팀워크를 중시
하는 설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배양되는 문제해결 능력

준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계획한다.
◾의사소통과 팀워크, 보고서 작성, 발표 능력을 갖추고, 팀 구성원으로서 협동하
여 의견을 제시한다.

봉사적 
리더쉽능력

정의
전공기초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 자기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
여 직업윤리와 리더십을 배양하여 과제 수행을 리드하거나 조정하는 능력

준거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를 스스로 찾고 역할을 분담한다.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팀을 리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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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쉽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마인드

실무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프로젝트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능력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한

설계능력

적극적인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설계제한

요소분석, 도구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쉽

산업체의 기계설비 설계 및 제작 ● ● ◐

첨단 기계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 ● ○

기계산업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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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쉽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캡스톤디자인 ○ ● ◐ 3 4 3

실무

창의적공학설계 ○ ◐ ● 3 4 3

기계CAD(1) ● ◐ ○ 3 4 3

기계CAD(2) ◐ ● ○ 3 4 3

기계공학실험 ● ◐ ○ 3 4 3

계측공학실험 ● ◐ ○ 3 4 3

기계공작법 ● ◐ ○ 3 4 3

전산응용설계 ○ ◐ ● 3 4 3

로봇시스템 ● ◐ ○ 3 4 3

열시스템설계 ○ ● ◐ 3 4 3

전산열유체 ● ◐ ○ 3 4 3

심화

고체역학(1) ◐ ● ○ 5 3 2

고체역학(2) ◐ ● ○ 5 3 2

열역학(1) ◐ ● ○ 5 3 2

열역학(2) ◐ ● ○ 5 3 2

유체역학(1) ◐ ● ○ 5 3 2

유체역학(2) ◐ ● ○ 5 3 2

정역학 ◐ ● ○ 5 3 2

동역학 ◐ ● ○ 5 3 2

기계설계 ● ◐ ○ 5 3 2

유공압시스템 ● ◐ ○ 5 3 2

기계진동학 ○ ◐ ● 5 3 2

기구학 ○ ◐ ● 5 3 2

공기조화시스템 ○ ● ◐ 5 3 2

기계재료 ◐ ● ○ 5 3 2

열전달 ○ ● ◐ 5 3 2

제어공학 ● ◐ ○ 5 3 2

신재생에너지시스템 ● ◐ ○ 5 3 2

수송기계동력공학 ● ◐ ○ 5 3 2

메카트로닉스 ● ◐ ○ 5 3 2

기초

대학수학(1) ◐ ● ○ 5 3 2

대학수학(2) ◐ ● ○ 5 3 2

공업수학(1) ◐ ● ○ 5 3 2

공업수학(2) ◐ ● ○ 5 3 2

일반화학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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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쉽
지식
(K)

기술
(S)

태도
(A)

일반물리및실험(1) ● ○ ◐ 4 4 2

일반물리및실험(2) ● ○ ◐ 4 4 2

프로그래밍언어(1) ● ○ ◐ 4 4 2

프로그램밍언어(2) ● ○ ◐ 3 5 2

수치해석 ◐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쉽

산업체의 
기계설비 
설계 및 
제작

(M)

전문 캡스톤디자인

실무

기계CAD(1)
기계공학실험
기계공작법
로봇시스템

기계CAD(2)
열시스템설계

창의적공학설계
전산응용설계

심화

기계설계[필]
유공압시스템
제어공학
메카트로닉스

고체역학(1)[필]
열역학(1)[필]
정역학[필]
유체역학(1)[필]
동역학[필]
공기조화시스템
기계재료
열전달

기계진동학
기구학

기초

일반화학[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프로그래밍언어(2)[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수치해석[초]

첨단 
기계시스
템의 설계 
및 개발

(D)

전문 캡스톤디자인

실무

기계CAD(1)
기계공학실험
계측공학실험
로봇시스템
전산열유체

기계CAD(2)
열시스템설계

창의적공학설계
전산응용설계

심화

기계설계[필]
유공압시스템
제어공학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수송기계동력공학
메카트로닉스

고체역학(1)[필]
열역학(1)[필]
정역학[필]
유체역학(1)[필]
동역학[필]
고체역학(2)
열역학(2)
유체역학(2)

기계진동학
기구학

기초
일반화학[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468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쉽

프로그래밍언어(1)[초]
프로그래밍언어(2)[초]

공업수학(2)[초]
수치해석[초]

기계산업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

(A)

전문 캡스톤디자인

실무

기계CAD(1)
기계공작법
로봇시스템
전산열유체

기계CAD(2)
열시스템설계

창의적공학설계
전산응용설계

심화

기계설계[필]
유공압시스템
제어공학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수송기계동력공학
메카트로닉스

고체역학(1)[필]
열역학(1)[필]
정역학[필]
유체역학(1)[필]
동역학[필]
고체역학(2)
열역학(2)
유체역학(2)

기계진동학
기구학

기초

일반화학[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프로그래밍언어(2)[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수치해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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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프로젝트 
구성능력
수행능력

기획마인드

전문

캡스톤디자인(G)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실무

창의적공학설계(G)
기계CAD(1)(G)

기계공학실험(MD) 계측공학실험(D)
기계CAD(2)(G)
기계공작법(MA)

전산응용설계(G)
로봇시스템(G)
열시스템설계(G)
전산열유체(DA)

공학문제 정의 
공식화능력
설계능력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심화

고체역학(1)(G)
열역학(1)(G)
정역학(G)
유체역학(1)(G)
동역학(G)
고체역학(2)(DA)
열역학(2)(DA)
기계재료(M)

유체역학(2)(DA)
기계설계(G)
유공압시스템(G)
기계진동학(G)
기구학(G)
공기조화시스템(M)
열전달(M)
제어공학(G)

신재생에너지시스템(DA)
수송기계동력공학(DA)
메카트로닉스(G)

수학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도구활용능력
자기주도학습

기초

대학수학(1)(G)
대학수학(2)(G)
일반화학(G)
일반물리및실험(1)(G)
일반물리및실험(2)(G)
프로그래밍언어(1)(G)

공업수학(1)(G)
공업수학(2)(G)
프로그래밍언어(2)(G)

수치해석(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M)산업체의 기계설비 및 제작 (D)첨단 기계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A)기계산업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전공기초 학습모임 

▪산업체 현장견학
▪공학 동아리

▪산업체 현장견학
▪산업체 현장실습
▪취업 관련 특강

▪산업체 현장실습
▪취업 관련 특강

졸업생 및 산업체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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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 복수(부)전공 이수

■ 하림산학융합전공

■ 벤처창업연계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①
참여전공

이수학점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과목
신설융합과목

(A)
참여학과 과목

(B)
기타

(A or B)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9학점 6학점 3학점 15학점 64학점

7과목
융합기초 
3과목 

현장실습 
3과목

2과목 1과목 5과목 22과목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30 1~3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상

◾심화과정: 전공 90학점(기초 30 + 전필 18 + 전선 42) 이상

  (공학인증)                   ※설계점수 12점 이상 포함

전필 18 2~3

전선
24

1~4
18

졸업자격(논문) P 4

◾캡스톤디자인 작품 발표

◾캡스톤디자인 미이수 시 졸업논문 작성 또는 기계 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인정
졸업 이수학점 130  

▪공학인증과정 이수자: 공학사(기계시스템공학전문) 학위수여

▪일반과정 이수자: 공학사 학위수여

※ 공학인증과정 이수자는 설계학점을 12학점(기초설계 3학점, 종합설계 3학점 반드시 포함) 이상 이수해야 함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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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05790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3 3 기초 5 3 2

기초 15411 대학수학(1) Calculus(1) 3 3 기초 5 3 2

기초 15418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3 4 기초 4 4 2

기초 15424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3 3 기초 4 4 2

2

기초 15412 대학수학(2) Calculus(2) 3 3 기초 5 3 2

기초 15419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3 4 기초 4 4 2

전선 15014 기계CAD(1) Mechanical Computer Aided Design(1) 3 3 실무 3 4 3

전선 15013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 3 실무 3 4 3

2

1

기초 15425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3 3 기초 3 5 2

기초 15408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3 3 기초 5 3 2

전필 15458 고체역학(1) Solid Mechanics(1) 3 3 심화 5 3 2

전필 15462 열역학(1) Thermodynamics(1) 3 3 심화 5 3 2

전필 15465 정역학 Statics 3 3 심화 5 3 2

전선 15460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for Mechanical Engineering 2 2 실무 3 4 3

전선 15785 기계재료 Materials of Mechanical Engineering 2 2 심화 5 3 2

2

기초 15409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 3 기초 5 3 2

전선 15459 고체역학(2) Solid Mechanics(2) 3 3 심화 5 3 2

전필 15464 유체역학(1) Fluid Mechanics(1) 3 3 심화 5 3 2

전선 15463 열역학(2) Thermodynamics(2) 3 3 심화 5 3 2

전필 15461 동역학 Dynamics 3 3 심화 5 3 2

3

1

전선 15750 유체역학(2) Fluid Mechanics(2) 3 3 심화 5 3 2

전선 15783 열전달 Heat Transfer 3 3 심화 5 3 2

전필 15746 기계설계 Machine Design 3 3 심화 5 3 2

전선 15745 기계CAD(2) Mechanical Computer Aided Design(2) 3 3 실무 3 4 3

전선 15747 기계진동학 Mechanical Vibration 3 3 심화 5 3 2

전선 15748 기구학 Kinematics 3 3 심화 5 3 2

2

기초 12357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 3 기초 5 3 2

전선 15787 공기조화시스템 Air Conditioning System 3 3 심화 5 3 2

전선 15744 계측공학실험 Experiment for Measurement Engineering 2 2 실무 3 4 3

전선 15749 유공압시스템 Hydraulic and Pneumatic Power Engineering 2 2 심화 5 3 2

전선 15786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 3 3 실무 3 4 3

전선 15782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3 3 심화 5 3 2

4

1

전선 15832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전문 3 4 3

전선 15843 신재생에너지시스템 Renewable Energy System 3 3 심화 5 3 2

전선 15835 수송기계동력공학 Automotive Power Engineering 3 3 심화 5 3 2

전선 15828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3 3 심화 5 3 2

전선 15838 전산응용설계 Computer Aided Applied Design 2 2 실무 3 4 3

2

전선 15825 로봇시스템 Robot System 3 3 실무 3 4 3

전선 15842 열시스템설계 Thermal System Design 2 2 실무 3 4 3

전선 15837 전산열유체 Computational Thermal Fluid 3 3 실무 3 4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5 3 2



472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미분적분학을 기초로 한 각종 미분방정식의 해법

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적으로 문제해결 및 모델

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미분방정

식의 해법에서 벡터해석까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students of 

engineering and physics to those areas of 

mathematics which, from a modern point of 

view, seem to be most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practical mechanical problems.

기초
(532)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에 필요한 라플라스 변환, 벡터, 행렬, 그리

고 푸리에 급수, 적분 그리고 변환에 대해 배움

으로써 공학설계에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을 기른

다.

This course is for engineering students to 

enhance design capability by studying Laplace 

transform, vector and matric analysis, and 

Fourier series, integral, and transform.

기초
(532)

대학수학(1) Calculus(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

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

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열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기초
(532)

대학수학(2) Calculus(2)

본 과목은 수학교육 전공과목 중에서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전공과목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평면 

해석기하,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좌표, 벡터 등이

다.

In Calculus(2), we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Plane analysi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 analysis, etc.

기초
(532)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방정식의 근사근과 보간다항식을 실습을 통하여 

구현한다. 보간법, 뉴턴법, 시컨트공식, 고정절점

법, 수치 적분법, 수치 미분법 등을 이용하여, 테

일러 다항식, 수리의 수치적 표현, 근의 해석 등

의 풀이과정을 학습한다. 

Numerical analysis researches an intuitive and 

working understanding of some numerical method 

of the basic problems and gives some 

appreciation of the concept of error and of the 

need to analyze and predict it. We should 

develop some exper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numerical method 

using by computer We can research: Taylor 

polynomials, computer representation of numbers, 

error, root finding (The bisection method, Newton's 

method, secant methode, fixed point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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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interpolation, numerical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물리학은 이학 및 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

는 필수학문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응용함을 

목표로 하며, 운동, 뉴턴 법칙, 보존의 법칙, 일과 

에너지, 오실레이션, 파동운동, 음향, 중첩의 원리 

등의 역학과 열역학, 유체역학 등을 배운다.

Physics & Experiment(1) is the first semester of 

a two-semester sequence primarily for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students. 

Covers topics in mechanics (such as motion, 

Newton's laws, conservation laws, work, energy, 

systems of particles, and rotational motion), in 

mechanical waves (such as oscillations, wave 

motion, sound, and superposition), in thermal 

physics and in fluid mechanics.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진동과 파동, 전기와 자기, 교류회로와 전자기파, 

빛의 반사와 굴절, 파동광학, 특수상대론, 원자물

리학, 양자물리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며, 실험

과 관측을 통하여 물리학의 원리를 이해한다. 

Vibration and wave, electricity and magnetism, 

AC circuit and electromagnetic wave,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light, wave optics, special 

relativity, atomic physics, quantum physics are 

studied, and the principles of physics are 

understood through experiments and 

observations.

기초
(532)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화학의 전반을 개관, 기본원리와 이론 및 학설과 

응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 및 분

자구조를 이해시켜 상급 학과목의 기초가 되게 

한다.

Elementary of concepts of general chemistry is 

introduced. Atomic theory, nomenclatures, 

quantitative chemistry, chemical reaction, 

periodic tables are major concerns.

기초
(442)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분야별 프로그래밍 

목적, 절차, 개발과정 등의 개괄적인 이해와 어셈

블리어, BASIC, FORTRAN, C, C++, Visual 

Programming등의 용도별 특징을 살펴보고 

Visual-Basic 및 Visual-C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과 프로그램 개발 도구 사용법의 기초를 가

르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Lectures use a variety 

of existing general-purpose programming 

languages originated from different programming 

paradigm: imperative, functional, logical, a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기초
(352)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공학적 계산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 언어의 문법 학습, 개발

환경 구축 및 활용, 기본 예제의 컴파일과 디버

깅 등을 교육하여 향 후 고급  프로그래밍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른다.

This subject deals C-language which is generally 

used for solving engineering problem, detailed 

subjects are language grammar, developing tool 

environment setup, compiler utilization, 

debugging, etc. with this subject, students 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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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정역학 Statics

힘의 합성, 힘의 등가, 힘과 모멘트, 분포력, 질점 

및 강체의 힘의 평형, 트러스 구조물 해석, 마찰, 

관성모멘트 등 역학의 기초적인 성질을 다룬다.

This subject provides the analysis ability for 

fundamental static mechanics problems by 

making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 of 

vector and force equilibrium.

심화
(532)

동역학 Dynamics

질점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뉴턴의 제2법칙 

및 운동방정식, 에너지와 운동량방법을 다루며, 

강체에 대한 병진 및 회전 운동을 이해하기 위하

여 각운동에 대한 운동법칙을 다룬다. 회전운동

을 이해하기 위한 질량극관성모멘트를 소개하고, 

강체의 평면운동에 대한 에너지방법과 운동량방

법을 다룬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Newton’s second law, momentum and energy 

equations are stud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 

for force and motion of rigid body.

심화
(532)

열역학(1) Thermodynamics(1)

열역학의 기본 개념 및 정의를 공부하고 이를 바

탕으로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또한 엔트로피 및 엑서지의 개념을 확립

하여 열적시스템에 대한 해석능력과 문제해결 응

용력을 확립한다.

The first and second laws of thermodynamics 

are applied to closed and open systems and to 

cyclic heat engines. This includes the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calculating the 

properties of multiphase and single phase pure 

substances.

심화
(532)

유체역학(1) Fluid Mechanics(1)

유체에 적용되는 힘과 변형률의 관계, 유체의 운

동학으로부터 유체운동의 기술 및 해석방법 등의 

유체역학 부분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the 

fundamental disciplines common to several 

branches of fluid mechanics such as stress-strain 

relationship acts on the fluid surface, the analysis 

methods and description of fluid dynamics. The 

conservation law of mass and momentum 

transfer, the basic concept of fluid dynamics, the 

fluid friction of pipe and duct flow are included 

to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to realistic 

problems.

심화 고체역학(1) Solid Mechanics(1)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basic skills to jump up to the high level 

programm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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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532)

여러 가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공학 구

조물 및 각종 기계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숙지시키며, 공학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응력해석법을 함양시킨다.

Solid mechanics is a branch of applied 

mechanics that deals with the analysis and the 

technique of design for engineering structure 

and machine of various kinds of solid bodies 

subjected to various types of loading. It can be 

developed a basic technique of applied analysis 

for a design of engineering structure.

심화
(532)

기계설계 Machine Design

기계설계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체결요소 및 

축의 설계를 다룬다. 먼저 설계법에서는 설계과

정, 설계시 고려사항, 설계의 경제성, 응력해석과 

재료물성치에 대해서 다루며, 이어서 파손이론과 

정적인 하중 및 피로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

한 강도설계법을 다룬다. 요소설계에서는 나사, 

리벳, 용접, 키이, 코터, 핀 등의 체결요소에 대한 

기본이론과 강도 설계법에 대해서 다루며, 축계

요소에 대한 강도, 강성 및 진동설계에 대해 다

룬다. 

A Machine is a combination of mechanisms and 

other components which transforms, transmits, or 

utilizes energy, force, or motion for a useful 

purpose. Examples are engines, turbines, 

vehicles, hoists, printing presses, washing 

machines, and movie cameras. One purpose is to 

present of knowledge that will be useful for the 

analysis and design of mechanical components, 

particularly for performance, strength, and 

durability. Further, this subject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student to develop 

competence and confidence in applying available 

equations to the design of mechanical 

component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43)

창의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에서 필요한 기초설계에 대한 소양을 

개발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을 통하여 공학의 기

초 분야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the 

fundamental disciplines about basic design for 

various engineering parts. The process and basic 

concept for design are included to the 

application of real engineering.

실무
(343)

기계CAD(1) Mechanical Computer Aided Design(1)

기계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

하게 설계 제도하는 전문기술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지식 활용 경험을 기른다.

Basics of computer-aided design (CAD) for 

mechanical engineers are treated. These are 

the interactive computing in the design process, 

role of graphics in CAD, two-dimensional 

graphics; computer graphic operations, including 

curve generation and splin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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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three-dimensional graphics; including data 

structures, rotation, translation, reflection, 

isometric and perspective projection, hidden line 

removal, shading, surface generation, solid 

modeling concepts, object-oriented programming.

심화
(532)

열역학(2) Thermodynamics(2)

열역학 제1법칙 및 제2법칙을 기초로 하여 기체 

및 증기 동력사이클, 냉동사이클의 이론과 해석, 

기체혼합물의 열역학적 특성 및 해석, 기체증기

혼합물의 공기조화 적용방법, 화학반응을 통한 

열에너지 발생이론 및 해석방법 등을 다룬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A continuation of the thermodynamics with an 

emphasis on applications that involve imperfect 

gases, gas-vapor mixtures (psychrometrics), or 

chemically reacting gases (combustion).

심화
(532)

고체역학(2) Solid Mechanics(2)

조합하중이나 부정정문제의 응력/변형율과 여러 

응력/변형율의 변환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보와 

축의 변형을 계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하

여 보와 축을 공부하며, 부정정보의 반력을 구하

는 방법도 포함한다.

A continuation of the solid mechanics with an 

emphasis on applications that involve 

combination loads, stress and strain rate 

problems for the various beam and shaft.

실무
(343)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for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실험을 실시한다.

Fundamental experiments for mechanical 

engineering are learned by practice through 

engineering experimental basics in this subject.

심화
(532)

유체역학(2) Fluid Mechanics(2)

유체 운동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정수압, 질량 

및 운동량의 보존법칙, 유체운동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관류 및 덕트 유동에서의 마찰손실 등에 

대한 응용 개념을 학습한다.

A continuation of the fluid mechanics with an 

emphasis on applications that involve 

fundamental concepts of fluid flows and 

frictional loss in pipe and duct flows.

실무
(343)

계측공학실험 Experiment for Measurement Engineering

공학계측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 각 요소

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실제적인 측정방법에 관하

여 취급한다. 또한 각종 센서들의 측정 방법과 

원리 및 컴퓨터를 통한 각 측정데이터의 데이터

베이스화, 처리, 시스템 진단과에 대해서도 학습

한다.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ories are 

introduced for engineering measurement system 

and measurement methods. Various sensors and 

computer data acquisition methods in mechanical 

engineering are also studied.

실무
(343)

기계CAD(2) Mechanical Computer Aided Design(2)

기계관련 산업현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CAD/CAM/CAE 관련 소프트웨어인 CATIA를 

이용하여 제품의 모델을 설계개념에서부터 제품

This course is to learn the process of designing 

models with CATIA from conceptual sketching, 

through to solid modeling, assembly design, and 



477

공과대학 - 기계시스템공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생산까지 전과정에 걸쳐 제작, 수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CATIA로 설계한 모델을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와 다물체 동역학해석 프로그램인 ADAM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통합 제품 설계 및 해석과

정을 다룬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drawing production. This student will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parametric design 

philosophy of CATIA through this extensive 

hands-on course with numerous practice 

exercises.

심화
(532)

유공압시스템 Hydraulic and Pneumatic Power Engineering

유공압 장치에 대한 해석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 

이론 및 유압 및 공압의 기본 개념과 요소 기기

의 작동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유공압 기기를 사

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the principle of 

operating and dynamic characteristic of hydraulic 

power system. To provide a fundamental 

knowledge of the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 

of hydraulic motors, hydraulic control valves, 

hydraulic actuators and promote the ability to 

understanding of hydraulic circuits.

심화
(532)

기계진동학 Mechanical Vibration

기계시스템의 동적 현상을 이해 및 응용하기 위

하여 기계시스템의 진동에 대한 모델링과 운동방

정식을 유도하고 유도된 운동방정식에 대한 수학

적, 수치적 해석 방법을 익힌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e subject explains the cause and effect of 

vibration and the vibration control method. The 

vibration theory on the one, two and multi 

degree freedom systems are also introduced.

심화
(532)

기구학 Kinematics

기계를 구성하는 각 강체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운동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2차원평면상에 운

동하는 기구들의 운동해석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is course is a detailed treatment of the 

analysis and synthesis of planer mechanisms 

including kinematics and dynamics of 

mechanisms, and cam design. By the end of the 

semester, the student will have gained a basic 

knowledge of mechanisms and will hav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issues and 

methods to synthesize them in engineering 

design processes.

심화
(532)

공기조화시스템 Air Conditioning System

열역학과 열전달을 기초로 하여 냉동사이클의 이

론과 해석 및 응용을 분야와 함께 부하해석을 기

반으로 한 공기조화시스템 설계기술에 대하여 다

룬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Fundamentals of refrigeration theory, vapor 

compression and absorption, refrigeration 

components and systems, psychrometric theory, 

analysis of cooling and dehumidifying coils are 

studied.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equipment selection, system arrangement, load 

calculations, advanced psychrometrics, duct and 



478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piping system design, air distribution system 

design, indoor air quality are treated.

심화
(532)

기계재료 Materials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및 구조물의 유효한 재료선택과 합리적 설

계를 위한 재료의 본성을 이론적 면과 함께 응용

의 측면에서 금속재료를 중심으로 결정구조, 소

성변형, 결함과 강도, 파괴, 열처리 및 상변태, 상

태도, 강화기구, 각종 철강재료, 주철, 비철재료 

등의 기계적 성질과 특성을 다룬다. 

This subject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student to study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physical behaviors of various materials of 

mechanical engineering. Further, the topics 

concerning to the iron, steel and non-ferous 

metal as well as the plastics, ceramics, and 

composite materials are to be learned, which is 

the basic knowledges for mechanical engineers.

심화
(532)

열전달 Heat Transfer

열역학 및 유체역학을 기본으로 하여 열전달의 

세 가지 모드인 전도, 대류 및 복사현상을 이해

하고 각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의 유도 

및 해법을 익혀서 온도분포, 열유속 분포 등을 

구하고자 하며, 이는 실제 열유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설계분석에 직접 반영된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ree kinds of heat transfer mode are to 

studied. Physical principles of heat  conduction, 

convection and radiation are to be understand. 

Governing equations for these heat transfer 

phenomena are derived and their solution 

techniques are learned to have temperature and 

heat flux distributions in thermal engineering 

system.

실무
(343)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

재료를 각종의 방법으로 변형, 성형하여 실생활

에 필요한 기계, 기구들을 제작, 제조하는 이론과 

방법 및 기술을 다루는 기계공학의 중요한 과목

이다. 본 강의에서는 기계제작에 필요한 가장 기

초적인 방법인 주조에서부터 용접, 소성가공, 절

삭가공, 특수가공, 또한 ICT 융복합 지능형 생산

시스템 방법에 대하여 폭넓게 공부를 하게 된다. 

This course teache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manufacturing processes to produce various 

manufactured articles, that is cast, plastic 

working, machining, and special working.

심화
(532)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제어의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들을 다루고 제어시

스템 설계를 수행하여, 실제적으로 공장자동화, 

항공우주제어, 컴퓨터제어 등의 산업분야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This subject uses the control theory to explain 

the transient and steady state responses, the 

frequency response and the stability, and provides 

the bases for the analysis and design of control 

system and for modelling of dynamic system.

심화
(532)

신재생에너지시스템 Renewable Energy System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

히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계시스

템을 모델링하고 해석 및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subject includes renewable energy systems 

such as solar thermal systems, photovoltaics, 

wind generators, biomass, tidal energy, fuel cells, 

geothermal systems, hydrogen energy and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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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includes the important areas of solar 

architecture and the design of energy efficient 

housing.

심화
(532)

수송기계동력공학 Automotive Power Engineering

수송기계의 동력발생 장치로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 전기자동차 엔진 등의 엔진

작동 메커니즘 및 엔진의 열역학적 작동특성에 대

하여 이해하고, 엔진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학습한

다.

The subject teaches the principle of gasoline 

engine, diesel engine, hybrid engine, and electric 

engine as an power generation system for 

transportation machines.

심화
(532)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기계시스템의 자동화에 필수적인 디지털 및 아날

로그 회로를 다룰 수 있는 기본지식을 제공하여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한다.

The principles and basic theory of digital and 

analog circuit theory are studied to have design 

ability of mechanical systems for mechanical 

control and applications.

실무
(343)

전산응용설계 Computer Aided Applied Design

기계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을 위하여 각종 기계요

소에 대한 공학적 원리 및 가정에 의한 역학적 

해석, 요소설계 및 종합설계 과정을 습득하고, 컴

퓨터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

하여 전문적인 설계 지식과 응용력을 연마한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is course provides mechanical engineering 

students with engineering principles, analysis 

methods, and design procedures using the 

various engineering computer softwares.

실무
(343)

로봇시스템 Robot System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주로 산업용으로 개

발되었던 로봇의 응용분야가 서비스로봇 등 다향

한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로봇에 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시스

템에서는 제어, 기구학해석, 동역학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로봇의 설계 및 작동의 기본이론과 원리

를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concentrate on robot 

manipulators, which are the base of other 

robotic systems, and cover basic principles in 

robotics such as coordinate frames, statics, 

(inverse and forward) kinematics, (inverse and 

forward) dynamics of robotics, manipulator 

Jacobian, singularity, redundancy, trajectory 

planning and basic control.

실무
(343)

열시스템설계 Thermal System Design

열교환기, 냉동공조장치, 터보기계 및 플랜트 등

의 열시스템에 대한 설계의 기본 개념을 다룬다. 

또한, 열역학, 열전달을 이용한 모델링, 해석 및 

응용에 대해 학습하고 경제성 해석과 최적설계방

법을 취급한다.

This subject is to provid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design ability about thermal 

energy transition and utility system. 

Modeling techniques using the thermodynamics 

and heat transfer theory will be treated for 

analysis and design in thermal system.

실무
(343)

전산열유체 Computational Thermal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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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수치해석 방법을 통하여 열전달 및 유체역학 기

계시스템의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공부하며, 

관련된 최신의 공학해석 전문 소프트웨어의 사용

법과 이의 응용방법을 익힌다. 

Numerical analysis for heat transfer and fluid 

mechanics of mechanical systems are to be 

studied. Also the up-to-date engineering analysis 

software will be learned to have the ability to 

apply it to the problems of engineering 

application.

전문
(343)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전공교과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의 구

상, 설계와 모델링에서 시제품제작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여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를 위한 교과과정이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is course is a capstone design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Plan, design, and model 

several parts through a sequential process of 

concept-engineering-design to develop a 

mechanical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overall practical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to be ac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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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공학과 (Dep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첨단기계 및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갈 21세기의 창의융합 핵심 다목적형 인재

전공능력 공학기술 문제해결능력·현장실무능력·글로벌소통능력 

교육목표

각종 에너지의 발생, 변환, 전달 및 이용방법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기계와 자동차 시스템

의 설계, 분석, 제작에 관련된 기술을 통하여 자동차, 기계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설계 및 생산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기계, 자동차 분야의 전공지식을 이해하고 응용하여 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해 전공 분야별 설계 교과목 개발 및 생산기술 개설 확대 운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실

시 및 산업체 현장실습의 강화

◾창의적 문제해결 및 실무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 CAD/CAM 활용 능력 

및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운영

수여학위
 공학사

(기계자동차공학전문: Bachelor of Engineering in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기계설비 공무원 및 공기업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기계 및 자동차 산업 설계 

기술자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동차, 공작기계 관련 설계 

및 제조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공학기술 

문제해결능력

정의
전공 기초, 심화 및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 및 해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공학적 기초지식과 이론, 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을 찾고 
이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제시된 공학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으며,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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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공학기술활용 

문제해결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마인드

실무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프로젝트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능력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한

설계능력
적극적인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설계제한

요소분석, 도구 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현장실무능력

정의
팀워크를 중시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
구를 활용하여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실무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소프트웨어 도구
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팀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팀원들과 협동하여 주어진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소통

능력

정의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의견을 발표와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공학기술활용 

문제해결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능력

기계설비 공무원 및 
공기업 ● ◐ ○

기계 및 자동차 산업 
설계 기술자 ● ◐ ○

자동차, 공작기계 관
련 설계 및 제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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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공학기술 
문제해결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캡스톤디자인(1) ● ◐ ○ 2 5 3

캡스톤디자인(2) ● ◐ ○ 2 5 3

전기자동차 ● ● ◐ 4 4 2

실무

공학설계입문 ○ ◐ ● 3 4 3

CAD ○ ◐ ● 3 4 3

CAD응용 ○ ◐ ● 3 4 3

기계설계 ● ◐ ○ 3 4 3

기계운동학 ◐ ● ○ 3 4 3

응용기계설계 ● ◐ ○ 3 4 3

유압공학 ● ◐ ○ 3 4 3

진동학 ● ◐ ○ 3 4 3

제어공학 ● ◐ ○ 3 4 3

전산유체역학 ● ◐ ○ 3 4 3

자동차공학및실험 ● ● ◐ 4 4 2

차량제어공학 ● ● ◐ 4 4 2

심화

재료역학 ● ◐ ○ 5 3 2

열역학 ● ◐ ○ 5 3 2

정역학 ● ◐ ○ 5 3 2

응용재료역학 ● ◐ ○ 5 3 2

유체역학 ● ◐ ○ 5 3 2

응용열역학 ● ◐ ○ 5 3 2

동역학 ● ◐ ○ 5 3 2

기계공학실험 ○ ◐ ● 3 4 3

응용유체역학 ● ◐ ○ 5 3 2

생산자동화 ◐ ● ○ 4 4 2

열전달 ● ◐ ○ 5 3 2

기계공작법 ● ◐ ○ 5 3 2

유체기계 ● ◐ ○ 5 3 2

차량엔진공학 ● ◐ ○ 5 3 2

기계재료 ● ◐ ○ 5 3 2

수치해석 ● ◐ ◐ 3 4 3

메카트로닉스 ◐ ● ○ 5 3 2

기초

대학수학(1) ● ◐ ○ 5 3 2

대학수학(2) ● ◐ ○ 5 3 2

프로그래밍언어(1)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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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공학기술 
문제해결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공업수학(1) ◐ ○ ● 5 3 2

공업수학(2) ◐ ○ ● 5 3 2

일반물리 ● ○ ◐ 4 3 3

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학기술활용 
문제해결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능력

기계설비 
공무원 및 
공기업
(A)

전문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실무

기계설계[필]
응용기계설계
유압공학
제어공학
전산유체역학
진동학

자동차공학및실험[필] CAD
CAD응용
공학설계입문

심화

동역학[필]
재료역학[필]
열역학[필]
유체역학[필]
정역학
응용재료역학
열전달
응용열역학
응용유체역학
유체기계
수치해석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실험

기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기계 및 자
동차 

산업 설계 
기술자
(M)

전문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실무

기계설계[필]
응용기계설계
유압공학
제어공학
전산유체역학
진동학

기계운동학
자동차공학및실험[필]

CAD
CAD응용
공학설계입문

심화

동역학[필]
재료역학[필]
열역학[필]
유체역학[필]
정역학
열전달

기계재료
생산자동화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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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학기술활용 
문제해결능력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소통능력

차량엔진공학
기계공작법
유체기계
수치해석

기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자동차, 
공작기계 
관련 설계 
및 제조

(D)

전문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전기자동차

실무

기계설계[필]
응용기계설계
제어공학
진동학

기계운동학
차량제어공학
자동차공학및실험[필]

CAD
CAD응용
공학설계입문

심화

동역학[필]
재료역학[필]
열역학[필]
유체역학[필]
정역학
응용재료역학
열전달
차량엔진공학
응용유체역학
기계공작법
유체기계
수치해석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재료

기계공학실험

기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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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프로젝트 
구성능력
수행능력

기획마인드

전문

캡스톤디자인(1)(G) 캡스톤디자인(2)(G)
전기자동차(D)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실무

공학설계입문(G) CAD(G) CAD응용(G)
기계설계(G)
기계운동학(MD)
응용기계설계(G)
유압공학(AM)
진동학(G)
자동차공학및실험(G)
제어공학(G)

전산유체역학(AM)
차량제어공학(D)

공학문제 정의 
공식화능력
설계능력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심화

재료역학(G)
열역학(G)
정역학(G)
응용재료역학(AD)
유체역학(G)
응용열역학(A)
동역학(G)

생산자동화(MD)
기계공학실험(G)
응용유체역학(AD)
수치해석(G)

기계공작법(MD)
유체기계(G)
차량엔진공학(MD)
메카트로닉스(G)
기계재료(MD)
열전달(G)

수학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도구활용능력
자기주도학습

기초
대학수학(1)(G)
대학수학(2)(G)
일반물리(G)

프로그래밍언어(1)(G)
공업수학(1)(G)
공업수학(2)(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A)기계설비 공무원 및 공기업 (M)기계 및 자동차 산업 설계 기술자 

                              (D) 자동차, 공작기계 관련 설계 및 제조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전공기초 학습모임
▪멘토링 프로그램

▪꿈수 프로그램
▪전공기초 학습모임

▪기업체 산업시찰
▪기업체 현장실습
▪선배 초청 특강
▪전공심화 학습모임

▪기업체 산업시찰
▪기업체 현장실습
▪취업 관련 특강

졸업생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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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2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상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42) 이상전필 18 2~3

전선 42 1~4

졸업자격(논문) P 4

 ◾캡스톤디자인 작품 제작 및 발표

 ◾캡스톤디자인(1) 및 캡스톤디자인(2) 미이수 시 졸업논문 작성으로  

   대체 인정

졸업 이수학점 130  

  ◾과정 이수자: 공학사 학위수여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공과대학의 다른 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을 하고자 할 때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

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벤처창업 연계전공

■ 대물차량 손해사정 융합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①
참여전공
이수학점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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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5411 대학수학(1) Calculus(1) 3 3 기초 5 3 2

기초 07008 일반물리 General Physics 3 3 기초 4 3 3

2
기초 15412 대학수학(2) Calculus(2) 3 3 기초 5 3 2

전선 12338 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of Engineering Design 3 3 실무 3 4 3

2

1

기초 15424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3 3 기초 4 4 2

기초 15408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3 3 기초 5 3 2

전필 07087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3 3 심화 5 3 2

전필 07092 열역학 Thermodynamics 3 3 심화 5 3 2

전선 07088 정역학 Statics 3 3 심화 5 3 2

2

기초 15409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 3 기초 5 3 2

전필 12342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 3 심화 5 3 2

전필 05968 동역학 Dynamics 3 3 심화 5 3 2

전선 12341 응용재료역학 Applied Mechanics of Materials 3 3 심화 5 3 2

전선 12340 응용열역학 Applied Thermodynamics 3 3 심화 5 3 2

전선 10581 CAD Computer Aided Design 2 3 실무 3 4 3

3

1

전필 05986 기계설계 Mechanical Design 3 3 실무 3 4 3

전선 12443 응용유체역학 Applied Fluid Mechanics 3 3 심화 5 3 2

전선 16195 기계운동학 Machinery Dynamics 3 3 실무 3 4 3

전선 10192 CAD응용 CAD Application 2 3 실무 3 4 3

전필 16196 자동차공학및실험 Automotive Engineering and lab 3 4 실무 4 4 2

전선 08857 진동학 Mechanical Vibration 3 3 실무 3 4 3

2

전선 16199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3 4 심화 3 4 3

전선 16200 생산자동화 Automatic Manufacturing process 3 3 심화 4 4 2

전선 12649 응용기계설계 Applied Mechanical Design 3 3 실무 3 4 3

전선 07149 유압공학 Oil Hydraulics 3 3 실무 3 4 3

전선 07154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3 3 실무 3 4 3

전선 16008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 3 전문 2 5 3

전선 16203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2 2 심화 3 4 3

4

1

전선 15950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 3 전문 2 5 3

전선 16101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 3 3 심화 5 3 2

전선 16103 유체기계 Turbomachinery 3 3 심화 5 3 2

전선 16198 차량제어공학 Vehicle Control Engineering 3 3 실무 4 4 2

전선 16201 열전달 Heat Transfer 3 3 심화 5 3 2

2

전선 15951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2 2 실무 3 4 3

전선 05971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2 2 심화 5 3 2

전선 16202 기계재료 Mechanical Materials 2 2 심화 5 3 2

전선 16204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2 2 전문 4 4 2

전선 12239 차량엔진공학 Vehicle Engine Engineering 2 2 심화 5 3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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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미분적분학을 기초로 한 각종 미분방정식의 해법

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적으로 문제해결 및 모델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미분방정식의 

해법에서 벡터해석까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students of 

engineering and physics to those areas of 

mathematics which, from a modern point of view, 

seem to be most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practical mechanical problems.

기초
(532)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에 필요한 라플라스 변환, 벡터, 행렬, 그리

고 푸리에 급수, 적분 그리고 변환에 대해 배움

으로써 공학설계에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을 기른

다. 

This course is for engineering students to 

enhance design capability by studying Laplace 

transform, vector and matric analysis, and 

Fourier series, integral, and transform.

기초
(532)

대학수학(1) Calculus(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

열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기초
(532)

대학수학(2) Calculus(2)

본 과목은 수학교육 전공과목 중에서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전공과목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평면 해

석기하,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좌표, 벡터 등이다.

In Calculus(2), we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Plane analysi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 analysis, etc.

기초
(442)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분야별 프로그래밍 

목적, 절차, 개발과정 등의 개괄적인 이해와 어셈

블리어, BASIC, FORTRAN, C, C++, Visual 

Programming등의 용도별 특징을 살펴보고 

Visual-Basic 및 Visual-C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과 프로그램 개발 도구 사용법의 기초를 가르

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Lectures use a variety of 

existing general-purpose programming languages 

originated from different programming paradigm: 

imperative, functional, logical, a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기초
(433)

일반물리 General Physics

물리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물리의 제반 현상을 탐

구하여 그 원리를 이해한다.

Understands essence of physics and investigates 

all phenomenon of physiotherapy and understands 

th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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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열역학 Thermodynamics

열역학에서의 기본 개념 정의 및 연구대상 온도의 

해석학적 의의와 열역학 제1, 2법칙의 공식화와 상

호관계의 수학적 의의와 법칙을 응용하여 열과 물

체간의 관계, 그들 사이의 변환문제 등을 다루고 

열기관 및 냉동기의 기본 사이클에 대해 습득한다.

Applic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laws of  

thermodynamics to closed and open systems and 

to cyclic heat engines. This includes the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calculating the 

properties of multiphase and single phase pure 

substances.

심화
(532)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여러 가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학

구조물 및 각종 기계를 해석 및 설계하는 방법을 

숙지시키며, 공학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응력해석법을 함양시킨다.

Mechanics of materials is a branch of applied 

mechanics that deals with the analysis and the 

technique of design for engineering structure and 

machine of various kinds of solid bodies subjected 

to various types of loading. It can be developed a 

basic technique of applied analysis for a design of 

engineering structure.

실무
(343)

기계설계 Mechanical Design

기계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기계의 기능을 완

수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강구하고 설계 및 제

작에 관한 문제점들을 다룬다.

One purpose is to present of knowledge that will 

be useful for the analysis and design of 

mechanical components, particularly for 

performance, strength, and durability. Further, this 

subject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student to develop competence and confidence in 

applying available equations to the design of 

mechanical components.

심화
(532)

동역학 Dynamics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해석과정에서 고려하지 

않고 기하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운동학과 힘을 해

석 대상으로 취급하는 운동역학으로 분류된다. 이 

교과목에서는 질점의 운동학과 운동역학 및 3차원 

강체의 운동학과 운동역학을 설명한다,

Dynamics is composed of kinematics and kinetics: 

in the former a motion is analyzed based on the 

geometry only without considering force, and in 

the latter the force itself is the analysis object. 

This subject explains the kinematics and kinetics 

of particle rigid body.

심화
(532)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변형률의 관계, 유체의 운동

학으로부터 유체운동의 기술 및 해석방법 등의 유

체역학 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개발하는 과

목이다. 정수압, 질량 및 운동량의 보존법칙, 유체

운동학에 대한 기본개념 등에 대한 응용개념을 취

급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the 

fundamental disciplines common to several 

branches of fluid mechanics such as stress-strain 

relationship acts on the fluid surface, the analysis 

methods and description of fluid dynamics. 

Hydrostatic, the conservation law of ma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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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momentum transfer, the basic concept of fluid 

dynamics are included to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to realistic problems.

실무
(442)

자동차공학및실험 Automotive Engineering and lab

자동차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

는 최신 기술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특히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 전기장치, 동력전달장치, 조

향, 현가장치 등 기술적인 내용에 관해 소개하며, 

학습 및 실습을 한다.

This course study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automobiles and the latest 

technologies that are being developed. Especially, 

we will introduce and study technical contents 

such as engines, electric devices, power 

transmission devices, steering and suspension 

devic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32)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즉 주조, 소

성가공, 기계가공, 특수가공 등의 기본원리와 가공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해 가공분야의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게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the fundamental spheres 

as well as elementary knowledge to elevate ability 

to train in practice business through theory and 

experiment/practice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and processing on the way to produce various 

manufactured articles, that is cast, plastic working, 

machining, and special working.

심화
(343)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가공, 열유체 및 재료분야에 대한 주요내용을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기초실력을 배양함으로서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쉽게 적응토록 함.

Experimental study on basic fields of mechanical 

engineering.

실무
(343)

기계운동학 Machinery Dynamics

기구의 동적인 힘을 다루기 위하여 매트릭스 방법

에 의해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을 해석하며, 회전하

는 기계와 링크장치의 균형, 내연기관, 캠과 종동

절의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운동학을 다룬다.

This course is a detailed treatment of the analysis 

and synthesis of planer mechanisms including 

kinematics and dynamics of mechanisms, and cam 

design. By the end of the semester, the student 

will have gained a basic knowledge of mechanisms 

and will hav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issues and methods to synthesize them in 

engineering design processes.

심화
(532)

응용유체역학 Applied Fluid Mechanics

유체운동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비압축성 비점성

유동, 차원해석과 상사성, 내외부 비압축성 점성유

A continuation of the fluid mechanics with an 

emphasis on applications that involve funda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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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동의 기본 개념과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concepts of incompressible inviscid flow, 

dimensional analysis and similitude, internal and 

external incompressible viscous flow.

실무
(343)

진동학 Mechanical Vibration

기계의 각종 운동 부분 및 구조 부분에서 진동 발

생 원인과 그 영향 그리고 진동제어 대책 등에 관

한 해석방법을 1자유도, 2자유도의 간단한 진동 구

조에 일반 진동 이론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강의한

다.

The subject explains the cause and effect of 

vibration and the vibration control method. The 

vibration theory on the one, two and multi degree 

freedom systems are also introduced.

심화
(532)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기계시스템의 자동화에 필수적인 디지털 및 아날

로그 회로를 다룰 수 있는 기본지식을 제공하여 

메카트로닉스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할 수 있는 기

술을 교육한다.

The principles and basic theory of applied 

electrical/electronics engineering I mechanical 

engineering for mechanical control and 

applications.

심화
(532)

유체기계 Turbomachinery

유체기계는 유체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와의 에너

지 변환기로서 원동기와 피동기로 구분된다. 유체

기계의 일반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유체기계

의 일반적인 특성을 학습함으로서 현장에서 필요

한 응용력을 습득하고자 한다.

Fluid machinery is classified with the mover and 

turbine as an energy converting system between 

the fluid energy and mechanical energy.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for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fluid machinery and the ability to apply it to the 

problems of engineering application.

전문
(25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전공교과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의 구상, 

설계와 모델링에서 시제품제작에 이르기까지 전반

적인 과정을 수행하여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창의

적인 공학설계를 위한 교과과정이다.

This course is a capstone design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Plan, design, and model 

several parts through a sequential process of 

concept-engineering-design to develop a 

mechanical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acquire overall practical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전문
(253)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전공교과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의 구상, 

설계와 모델링에서 시제품제작에 이르기까지 전반

적인 과정을 수행하여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창의

적인 공학설계를 위한 교과과정이다.

This course is a capstone design of mecha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Plan, design, and model 

several parts through a sequential process of 

concept-engineering-design to develop a 

mechanical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acquire overall practical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실무
(343)

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of Engineer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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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공학에서 중요한 기초설계에 대한 소양을 개발하

는 과목이다. 본 과목을 통하여 공학의 기초 분야

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the fundamental 

disciplines about basic design for various engineering 

parts. The process and basic concept for design are 

included to the application of real engineering.

실무
(343)

CAD Computer Aided Design

기계, 건축, 토목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속

하고 정확하게 설계 제도하는 분야의 전문기술자

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활용 경험을 기른

다.

A course emphasizing the basics of 

computer-aided design (CAD) for mechanical 

engineers. Interactive computing in the design 

process. The role of graphics in CAD. 

Two-dimensional graphics; computer graphic 

operations, including curve generation and splines. 

Three-dimensional graphics, including data 

structures, rotation, translation, reflection, 

isometric and perspective projection, hidden line 

removal, shading, surface generation, solid 

modeling concepts, object-oriented programming. 

심화
(532)

응용열역학 Applied Thermodynamics

열역학 제1, 2법칙을 기초로 하여 동력 및 냉동에 

관한 응용사이클을 다루고 기체-증기 혼합물, 화학

반응 및 연소에 관한 기본 이론을 공부하여 열역학

적 응용시스템에 대한 해석과 설계 능력을 배양한

다.

A continuation of the thermodynamics with an 

emphasis on applications that involve imperfect 

gases, gas-vapor mixtures (psychrometrics), or 

chemically reacting gases (combustion).

심화
(532)

응용재료역학 Applied Mechanics of Materials

다양한 하중을 받는 물체의 공학적 설계를 위해, 

축의 비틀림, 보의 굽힘과 처짐, 기둥 해석, 에너지

법과 파손이론 등의 실구조물 설계와 관련한 필수

적인 기초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에 수업목표가 

있다.

Applied mechanics of materials deals with more 

realistic problems, such as torsional loading of 

shafts, stresses and deflections in beams, buckling 

of columns, energy methods and theories of 

failure, for engineering design of solid bodies 

subjected to various types of loading.

실무
(343)

CAD응용 CAD Application

Inventor의 주요 기능 및 솔루션에 대하여 학습하

며, 다양한 모델을 작성하여 그 모델의 운동성에 

대해서 해석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the process of designing 

models with Inventor from conceptual sketching, 

through to solid modeling, assembly design, and 

drawing production. This student will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parametric design philosophy 

of Inventor through this extensive hands-on course 

with numerous practice exercises.

심화 열전달 Heat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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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532)

전도, 대류 및 복사의 세 가지 열전달 모드에 대하여 

정상상태 및 과도 상태시의 열전달율, 온도분포, 열

유속분포 등 각종 공학적 문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에너지 방정식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열전달 현상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운다.

Steady state and transient analysis of conduction 

and radiation heat transfer in stationary media. 

Heat transfer in fluid systems; forced convection; 

free convection; phase change. Heat exchanger 

design and selection.

실무
(343)

유압공학 Oil Hydraulics

압력유체에 의한 동력과 신호의 전달에 있어서 각 

구성요소의 작동원리와 동적특성을 다룬다. 동력원

인 유압모터의 구조 및 특성, 제어밸브의 구조와 

특성 및 조작단의 종류 등을 학습하고 각 구성요

소의 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압회로에 대한 이

해력을 키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the principle of 

operating and dynamic characteristic of hydraulic 

power system. To provide a fundamental 

knowledge of the construction and characteristic 

of hydraulic motors, hydraulic control valves, 

hydraulic actuators and promote the ability to 

understanding of hydraulic circuits.

실무
(343)

응용기계설계 Applied Mechanical Design

기계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기계의 기능을 완

수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강구하고 설계 및 제

작에 관한 문제점들을 다룬다.

One purpose is to present of knowledge that will 

be useful for the analysis and design of mechanical 

components, particularly for performance, strength, 

and durability. Further, this subject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student to develop competence 

and confidence in applying available equations to 

the design of mechanical components.

실무
(343)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제어이론을 적용하여 과도상태, 정상상태, 근궤적

법, 주파수 응답, 제어계 보상, 비선형 효과 등을 

취급하여 제어계의 해석 및 설계와 동적계의 모델

화를 행할 수 있는 기초를 수립한다.

This subject uses the control theory to explain the 

transient and steady state responses, the 

frequency response and the stability, and provides 

the bases for the analysis and design of control 

system and for modelling of dynamic system.

심화
(532)

차량엔진공학 Vehicle Engine Engineering

열역학을 바탕으로 하는 동력발생장치로서 가솔린

엔진, 디젤엔진의 작동원리, 연소특성, 연료특성, 

설계이론, 성능해석 방법 등을 배우며 특히 배기오

염물질 배출을 비롯하여 각종 동력발생장치의 이

론과 그 응용에 주안점을 두어 강의한다.

The subject teaches the principle of gasoline 

engine and diesel engine, the characteristic of 

combustion and fuel and the design method of 

engine etc. Especially the application and theory 

on the power generation vehicle are also 

introduced.

심화
(442)

생산자동화 Automatic Manufacturing process

본 강좌는 공작기계의 자동화의 실현을 위한 자동

화생산 제조기술에 관해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는 

생산자동화를 위한 G-code와 M-code의 활용기법

을 학습하고, 생산제조기술을 자동화하기 위한 D/B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about automated 

production manufacturing techniques for realizing 

automation of machine tools.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how to use G-code and M-cod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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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의 활용법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최적기법에 대하

여 학습한다.

automation of production, and learn how to use 

D/B to automate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optimal techniques for improving 

productivity.

실무
(343)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본 강좌의 목표는 수치적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을 통하여 유체의 운동량 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이나 오일러 방정식을 해석함으로써 공학적

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다양한 수치적 해

석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The goal of the course is to learn how to solve 

the Navier-Stokes and Euler equation for 

engineering problems using computational 

algorithm and programming. Various numerical 

solution techniques will be introduced.

전문
(235 )

현장실습 Field Practice

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지식을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By visiting and experiencing the various fields, the 

chance to accumulate the wide and diverse field- 

knowledges is met.

심화
(532)

정역학 Statics

힘의 벡타적 특성과 힘의 평형에 대한 기본 개념

을 이해함으로써 정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력과 분

석력을 키우고,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통해 

안전성에 관한 이해를 입체적으로 강의한다.

This subject provides the analysis ability for static 

problems by making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 of vector and force equilibrium.

심화
(532)

기계재료 Mechanical Materials

금속재료의 제 성질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를 고찰

하고, 재료의 물성론적 거동과 응용에 대한 이론을 

강의한다. 철강 및 비철재료를 비롯하여 플라스틱, 

세라믹, 복합재료 등에 대해 기계공학도로써 갖추

어햐 할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This subject is to study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physical behaviors which govern mechanical 

properties. Further, It is lectured concerning to 

the iron, steel and non-ferrous metal as well as 

the plastics, ceramics, and composite materials, 

which are the about the basic knowledges for 

mechanical engineers.

심화
(343)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치해석 방법을 소개하며, 

수학을 포함한 자연과학과 공학 등에서 사용되는 

스플라인, 선형 및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을 다룬

다. 

Numerical methods for solving Nonlinear 

equations, Systems of Simultaneous equations, 

Eigen value problems, Interpolating polynomials, 

Differentiations and Integrations,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will be treated.

전문
(442)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과 현황을 

소개한다. 친환경 자동차, IT 기반 지능형 자동차 

및 IT 기반 자율주행자동차의 세 가지 관점에서 미

래형 자동차를 소개하며 전기자동차의 전반적인 

기술을 배운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directions and statu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y. In particular, we will 

introduce the future vehicles from three 

perspectives: eco-friendly vehicles, IT-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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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intelligent vehicles, and IT-based autonomous 

vehicles. Learn the overall skills of electric 

vehicles.

실무
(442)

차량제어공학 Vehicle Control Engineering

차량 제어 장치의 운용 · 통제 · 관리와 전력 

및 데이터 버스 제어, 자체 고장 진단 기능 개발에 

관한 기술. 하부 기술로 운용 소프트웨어 설계 기

술, 고속 디지털 데이터 버스 제어 기술, 체계 전

력 제어 기술, 고장 진단 체계 설계 기술 등을 학

습하며 특히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인 고속도로 주

행 지원 시스템(HDA)을 비롯해 후측방 경보 시스

템(BSD),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 등의 내용을 배운다.

Technology on operation, control, and management 

of vehicle controls, power and data bus control, 

development of self-diagnostic functions. 

Sub-technologies learn operation software design 

technology, high speed digital data bus control 

technology, system power control technology, 

fault-diagnostic system design technology, etc., 

especially the highway driving support system 

(HDA), core technologies of autonomous driving, 

as well as the contents of rear-side alarm system 

(BSD),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AEB),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and LDWS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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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공학적 지식’과 ‘산업체 실무경험’을 갖춘 스마트한 인재

전공능력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진취적인 도전의식·공학적 지식

교육목표

◾산업공학은 공학기술과 경영기법을 융합한 폭 넓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제

품개발, 생산제조, 물류유통, 창업,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망 학문입니다. 

◾산업공학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안목을 갖게 합니다. 다양한 ‘산업’이라는 오케스트

라를 지휘하듯 산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조직분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경영관리기술을 다룹

니다. 생산제조 시스템을 분석·평가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

성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축인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을 실현하는 설계·운영하는 핵

심에 산업공학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산업공학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산업분야에 모두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학, 품질경영, 생산 및 정보시스템, 인간공학, 경영과학, 자동화시스템, 제품

디자인 및 개발 분야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학문입니다. 졸업 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으로 진출분야가 다양합니다. 

수여학위 ◾ 공학사(Bachelor of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IT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

품질경영기사, 물류관리사, 인간공학기사, 안전관리기사, 경영지도사, 

식스시스마벨트

산업 관련 

대기업/공기업

품질경영기사, 물류관리사, 인간공학기사, 안전관리기사, 경영지도사, 

식스시스마벨트, CPIM

물류ž유통 물류관리사, 식스시스마벨트

품질관리사 품질경영기사, CPIM

사업장 

산업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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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도전의식 공학적지식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정의 산업공학전문가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실무능력

준거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한 현장 경험 및 지식을 이해한다.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객관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진취적인도전

의식

정의
기업의 비전과 목적 및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능력

준거
◾시장과 산업을 분석하고 경영조직을 설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전략적 사고와 기획을 할 수 있으며,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공학적 지식

정의
전공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토대로, 현장에서 준전문가로써의 
역할로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능력

준거
◾산업공학에 필요한 공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조직에서의 책임감 및 직장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도전의식 공학적지식

IT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
● ● ●

산업 관련 

대기업/공기업
● ○ ◐

물류 ž 유통 ● ◐ ●

품질관리사 ● ◐ ◐

사업장 

산업안전관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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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기획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실무 팀워크기술 및 의사소통
창의적 융합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심화 공학문제 정의 및 문제해결 생산성 및 효율성분석능력 올바른 심성과 설계능력 

기초 수학, 통계, 공학지식
데이터마이닝, 최적화분석 

관리기술 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개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공학적 지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기술경영과특허 ◐ ● ◐ 3 4 3

신뢰성공학 ● ◐ ◐ 3 4 3

데이터마이닝 ◐ ◐ ● 3 4 3

CAD/CAM응용 ● ◐ ◐ 3 4 3

산업안전공학 ● ● ◐ 3 4 3

산업시스템응용 ◐ ◐ ● 3 4 3

경영정보시스템 ◐ ◐ ● 3 4 3

캡스톤디자인(1) ● ◐ ◐ 3 4 3

캡스톤디자인(2) ● ◐ ◐ 3 4 3

실무

통계적품질관리 ● ◐ ◐ 3 4 3

사물인터넷응용 ◐ ◐ ● 3 4 3

시스템제어 ● ◐ ◐ 3 4 3

생산운영관리 ◐ ● ◐ 3 4 3

인간공학 ● ◐ ◐ 3 4 3

생산계획및통계 ● ◐ ◐ 3 4 3

실험계획법 ● ◐ ◐ 3 4 3

CAD/CAM ● ◐ ◐ 3 4 3

디지털설계응용 ● ◐ ◐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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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공학적 지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신제품개발 ● ◐ ◐ 3 4 3

의사결정과비즈니스모델 ◐ ● ◐ 4 4 2

심화

인간-기계시스템 ● ◐ ◐ 5 3 2

경영과학 ◐ ◐ ● 5 3 2

품질경영 ● ◐ ◐ 5 3 2

기초

선형대수 ◐ ◐ ● 6 2 2

확률통계 ◐ ◐ ● 6 2 2

IT설계응용 ● ◐ ◐ 6 2 2

작업관리 ● ◐ ◐ 6 2 2

공업통계 ● ◐ ◐ 6 2 2

도면관리 ● ◐ ◐ 6 2 2

산업공학개론 ◐ ● ◐ 6 2 2

공업수학(1) ◐ ● ◐ 5 3 2

공업수학(2)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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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현장 실무능력

진취적인 도전정신 공학적 지식

IT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

(I)

전문

캡스톤디자인(1)[필]
신뢰성공학
CAD/CAM응용
캡스톤디자인(2)

기술경영과특허
산업안전공학

데이터마이닝
산업시스템응용

실무

신제품개발[필]
인간공학[필]
생산계획및통계
실험계획법
CAD/CAM
디지털설계응용

생산운영관리[필]
의사결정과비즈니스모델

사물인터넷응용

심화
품질경영[필]
인간-기계시스템

경영과학[필]

기초

IT설계응용
작업관리
도면관리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산업공학개론

선형대수[초]
확률통계[초]

대기업/공기업

(A)

전문

캡스톤디자인(1)[필]
신뢰성공학
CAD/CAM응용
캡스톤디자인(2)

기술경영과특허
산업안전공학

데이터마이닝
경영정보시스템

실무

신제품개발[필]
인간공학[필]
통계적품질관리
시스템제어
생산계획및통계
디지털설계응용

생산운영관리[필]
의사결정과비즈니스모델

사물인터넷응용

심화 품질경영[필] 경영과학[필]

기초

IT설계응용
작업관리
공업통계
도면관리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산업공학개론

선형대수[초]
확률통계[초]

물류ž유통
(D)

전문

캡스톤디자인(1)[필]
신뢰성공학
CAD/CAM응용
캡스톤디자인(2)

기술경영과특허
산업안전공학

데이터마이닝
산업시스템응용
경영정보시스템

실무

신제품개발[필]
인간공학[필]
통계적품질관리
시스템제어
생산계획및통계
실험계획법
CAD/CAM
디지털설계응용

생산운영관리[필]
의사결정과비즈니스모델

사물인터넷응용

심화
품질경영[필]
인간-기계시스템

경영과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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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현장 실무능력

진취적인 도전정신 공학적 지식

기초

IT설계응용
작업관리
공업통계
도면관리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산업공학개론

선형대수[초]
확률통계[초]

품질관리사

(F)

전문

캡스톤디자인(1)[필]
신뢰성공학
CAD/CAM응용
캡스톤디자인(2)

기술경영과특허
산업안전공학

산업시스템응용
경영정보시스템

실무

신제품개발[필]
인간공학[필]
통계적품질관리
시스템제어
실험계획법
CAD/CAM
디지털설계응용

생산운영관리[필]
의사결정과비즈니스모델

사물인터넷응용

심화
품질경영[필]
인간-기계시스템

경영과학[필]

기초

작업관리
공업통계
도면관리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산업공학개론

선형대수[초]
확률통계[초]

사업장 

산업안전관리자

(M)

전문

캡스톤디자인(1)[필]
신뢰성공학
CAD/CAM응용
캡스톤디자인(2)

기술경영과특허
산업안전공학

산업시스템응용
경영정보시스템

실무

신제품개발[필]
인간공학[필]
통계적품질관리
시스템제어
실험계획법
CAD/CAM
디지털설계응용

생산운영관리[필]
의사결정과비즈니스모델

사물인터넷응용

심화
품질경영[필]
인간-기계시스템

경영과학[필]

기초

작업관리
공업통계
도면관리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산업공학개론

선형대수[초]
확률통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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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스마트 기술활용능력
프로젝트기획 및 

수행능력
전문

기술경영과특허(G)
신뢰성공학(G)
데이터마이닝(IDA)
CAD/CAM응용(G)
캡스톤디자인(1)(G)
산업안전공학(G)
산업시스템응용(IMFD)
경영정보시스템(MFDA)
캡스톤디자인(2)(G)

창의적 이론 및 
실무적용능력

지능적 의사결정능력
실무

의사결정과비즈니스모
델(G) 통계적품질관리

(MFDA)
사물인터넷응용(G)
시스템제어(MFDA)
생산운영관리(G)
인간공학(G)
생산계획및통제(IDA)
실험계획법(IMFD)
CAD/CAM(IMFD)
디지털설계응용(G)
신제품개발(G)

문제해결능력
설계능력

효율성 분석능력
심화

인간-기계시스템
(IMFD)
경영과학(G)
품질경영(G)

기초과학의 이해
최적화의 이해

분석능력의 함양
기초

공업수학(1)(G)
공업수학(2)(G)
산업공학개론(G)

선형대수(G)
확률통계(G)
IT설계응용(IDA)
작업관리(G)
공업통계(MFDA)
도면관리(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I) IT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무 (M)사업장 산업안전관리 (F) 품질관리 

                          (D)물류 및 유통   (A)산업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싹수 프로그램
▪컴퓨터 특강

▪선배초청 특강
▪취업동아리
▪꿈수 프로그램

▪진로․취업상담
▪자기소개서작성법
▪취업동아리
▪땀수 프로그램

▪진로․취업상담
▪자기소개서작성법
▪취업동아리
▪현장실습

멘토 초청 특강, 전문가 초청 특강, 학과주관 현장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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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이상

 ◾심화과정: 전공 60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42)이상

 

전필 18 2~4

전선
24 1~4

18 3~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 (4학년 2학기‘캡스톤디자인’이수로 대체, 

   캡스톤디자인 과목이 폐강 될 경우 개인팀프로젝트로 대체함)

졸업 이수학점 130

※ 일반과정의 최소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제2전공(연계전공 포함)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비고

복수전공

공과대학의 다른 전공소속 

학생이 복수전공하고자 할 때 
◾전필 18 + 전선 24 + 논문

◾ 일반과정의    

  최소과정 
다른 대학의 전공소속 학생이 

복수전공하고자 할 때 
◾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 논문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하림산학융합전공

■ 벤처창업연계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과목
신설융합과목

(A)
참여학과 과목

(B)
기타

(A or B)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9학점 6학점 3학점 15학점 64학점

7과목
융합기초 

3과목 

현장실습 

3과목
2과목 1과목 5과목 22과목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①
참여전공

이수학점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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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5408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3 3 기초 5 3 2

2
기초 15409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 3 기초 5 3 2

전선 15714 산업공학개론 Introduction to Industrial Engineering 3 3 기초 6 2 2

2

1

기초 11737 확률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기초 6 2 2

기초 15415 선형대수 Linear Algebra 3 3 기초 6 2 2

전선 15204 IT설계응용 Applied IT Design & Programming 3 3 기초 6 2 2

전선 15203 작업관리 Work Study 3 3 기초 6 2 2

전선 16259 의사결정과비즈니스모델 Decision Theory and Business Model 3 3 실무 4 4 2

2

전선 15211 공업통계 Industry statistics 3 3 기초 6 2 2

전선 15205 도면관리 Drawing Management and Understanding 3 3 기초 6 2 2

전선 15016 인간-기계시스템 Human-Machine System 3 3 심화 5 3 2

전필 14698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3 3 심화 5 3 2

전필 07027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3 3 심화 5 3 2

3

1

전선 15201 통계적품질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3 3 실무 3 4 3

전선 15206 사물인터넷응용 Applied IoT for Smart Manufacturing 3 3 실무 3 4 3

전선 15212 시스템제어 System Dynamics & Control 3 3 실무 3 4 3

전필 15216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3 3 실무 3 4 3

전필 12091 인간공학 Ergonomics 3 3 실무 3 4 3

2

전선 15217 생산계획및통제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3 3 실무 3 4 3

전선 13537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 3 3 실무 3 4 3

전선 13848 CAD/CAM CAD/CAM 3 3 실무 3 4 3

전선 15207 디지털설계응용 Applied Digital Design and Programming 3 3 실무 3 4 3

전필 12089 신제품개발 New Product Development 3 3 실무 3 4 3

4

1

전선 14422 기술경영과특허 Management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3 3 전문 3 4 3

전선 13854 신뢰성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3 3 전문 3 4 3

전선 15209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3 3 전문 3 4 3

전선 16002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전문 3 4 3

전선 13712 CAD/CAM응용 CAD/CAM Applied 3 3 전문 3 4 3

전필 1209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 3 전문 3 4 3

2

전선 15202 산업안전공학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3 3 전문 3 4 3

전선 15213 산업시스템응용 Applied Design of Mechanical Element and System 3 3 전문 3 4 3

전선 14299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 3 전문 3 4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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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미분적분학을 기초로 한 각종 미분방정식의 해법

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적으로 문제해결 및 모델

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미분방정

식의 해법에서 벡터해석까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students of 

engineering and physics to those areas of 

mathematics which, from a modern point of 

view, seem to be most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practical mechanical problems.

기초
(532)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학수학을 공부함

으로써 기계구조를 비롯한 각종 설계상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The contents of this subject are basic theories 

of engineering mathematics for structure and 

another mechanical design. Students can become 

familiar with the theories of mathematics.

기초
(622)

선형대수 Linear Algebra

본 과목은 미분방정식, 일반대수학, 미분기하학, 

응용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기초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앞으로 배울 수학

교육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 내용

을 학습한다. 학습내용은 1차 연립방정식과 행렬, 

행렬식, 백터 공간 등이다.

In this class, we study linear algebra theory. 

Especially notions of vector space, subspace, 

linearly dependent, linearly independent, 

dimension, span, linear map are major subjects.

기초
(622)

확률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확률실험에서 발생되는 표본공간과 사상들에 대

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확률론의 기본적인 개념

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학의 데이터처

리, 확률의 성질, 랜덤변수의 이론과 모델링, 카

운팅 프로세스, 통계적 추정과 신뢰수준결정, 신

뢰도, 랜덤신호 및 시스템프로세스에 관한 공학

적 접근 등을 다룬다.

We study the basic concept of the probability 

based on the sample space and the mapping in 

probability experiments. Based on that concept, 

we learn the data processing, probability 

characteristics, random variables theory and 

modeling, counting process, statistical inference 

and confidence, reliability, random signal and the 

engineering approach for system process.



507

공과대학 - 산업공학과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본 과목은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여

러 의사결정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수리적인 방법으로 풀어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론을 배운다. 주요 논제로는 모델링, 경영과

학방법론, 선형계획법, 수송모형, 할당모형, 네트

워크 모형, 정수계획법, 게임이론, 동적계획법 등

이 있다.

This course handle the various decision making 

as a mathematical tool in the industry and 

public institution to find the optimal solution. 

The main topics are modeling, management 

science, linear programming, transportation 

model, allocation model, network model, integer 

linear programming, game theory, dynamic 

programming.

심화
(532)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제품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적 품질 개선하기 위해 통계적 이론을 이용하

여 관리도 작성 및 해석, 공정능력분석과 품질개

선기법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학습하고, ISO인증시

스템, TS 16949(자동차분야의 품질인증시스템), 6

시그마경영, 고객 지향적 품질경영 추세 등을 다

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quality control techniques. Topics include: total 

quality management; Shewhart control charts and 

process capability; ISO system (TS 16949); 

process improvement techniques(6 sigma).

실무
(343)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산업체의 생산과 관련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

계, 운영,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배우

며, 생산목적인 고객만족을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활동이나, 생산과정을 관리해야하

며 품질 좋은 제품/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

한 수량을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생

산 공급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자원들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와 관련된 생산과정을 운영

하고 관리하는 것을 배운다.

Efficient design, manufacturing, and improved 

production to efficiently design, operate, and 

improve production of industrial products and 

manage the resources needed to ensure that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needed at the time of 

production, and that the necessary quantities of 

quality products are needed at the time of the 

customer's satisfaction.

실무
(343)

인간공학 Ergonomics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여 이를 도구,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써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

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인간적 이용을 위한 설계와 작업 및 생

활 조건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과 일상생

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장치, 설비, 수순, 환경 등

을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응용해 본다.

It is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human's action, 

ability, limitation, special quality etc. and apply 

this in a tool, system, task, work, design of 

environment for being productive, safe, 

comfortable and usable effectively. In order to 

realize design and work for personal utilization 

and optimization of conditions of life, it applies 

product, device, equipment, procedure, 

environment etc. according to interaction with 

human.

실무 신제품개발 New Produ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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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343)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제품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요

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인간의 

감성에 적합한 제품 및 환경설계에 이의 결과를 

응용하고 구현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요소기술의 

연구를 다루고자 한다.

It measures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consumer's request for product and environment to 

develop new product that can appeal in 

consumer's sensitivity. And then it is to manage 

the access way and research of element 

technology to apply and execute these results in 

product and environment design with human's 

sensibility.

전문
(34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생산제조기술의 Capstone Design. 2, 3학년 전 과

정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일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계제품의 개발을 Concept – Engineering 
- Design의 순서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스

템화된 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고, 산학협력을 

기본으로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a Capstone-design of product 

manufacturing technology. Plan, design, and  

manufacture a product through a sequential process 

of concept-engineering-design to develop a 

mechanical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acquire overall practical business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22)

산업공학개론 Introduction to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은 제조, IT, 서비스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므로 컴퓨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계량적

인 공학적 방법론에 대한 개론을 소개한다. 본 

과목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스마트 

산업사회에서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

목을 지니게 된다. 

Industrial engineering is applied to all industrial 

sectors such as manufacturing, IT and services, it 

introduces an overview of scientific and 

quantitative engineering methodologies using 

computers. Through this course, we will be able 

to see trees and forests at the same time in a 

smart industrial society that requires fusion 

talents.

기초
(622)

IT설계응용 Applied IT Design & Programming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IT응용 프로그램밍과 시

스템설계 기초교육을 수행한다. 현재 주로 사용

하고 있는 고급수준의 컴퓨터언어를 이용하여 문

제의 이해, 알고리즘 개발과 컴퓨터프로그래밍 

을 소개하며, 분류와 검색알고리즘의 자료 표현, 

자료 구조를 다룬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실

습을 겸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과과정을 진행한다.

Advanced IT programming and basic system 

design theory for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technology. Use the high-level 

computer language currently in place to learn 

how to understand problems, develop algorithms, 

and learn computer skills. Free courses and 

practices of the database are carried out in a 

high-quality curriculum that can be used 

immediately on site. Based on thorough 

understanding of conceptual, logical, and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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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odeling, we learn the latest advanced 

data modeling theory, such as Object 

Relationship Modeling, semantic Object Model, 

and Object Oriented Data Modeling.

기초
(622)

작업관리 Work Study

작업관리의 영역은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로 구분

된다. 동작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작업방법을 검

토하여 최적의 표준화된 작업방법을 개발하고, 

시간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작업방법에 의하여 작

업수행성능의 표준시간 설정을 학습한다. 최근에 

동작연구는 방법연구로 시간연구는 작업측정으로 

불리고 있는데, 방법연구에서는 작업 및 공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인 작업방법을 연구

하며, 작업측정은 표준시간을 포함하여 작업시간

의 측정 및 응용에 관하여 다룬다.

The area of work study is divided into motion 

study and time study. It considers the 

economical work methods through the motion 

study, develops optimal standardized work 

methods, and studies standard time setting of 

work performance by standardized work methods 

through time study. Recently, motion study is 

called method research and time study is called 

work measurement. In method research, it is 

studied economical work method by 

comprehensive analysis of work and process, 

and work measurement includes measurement 

and application of work time including standard 

time.

기초
(622)

공업통계 Industry statistics

본 과목에서는 산업체에서 필요한 추정, 검정 등 

추정 통계학을 배우며 통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하

여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경영활동에 체계적으

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응용방법을 습득. 

또한 산업체에서 필요한 통계학을 배워 실제 현

장에서 적용해 본다.

In this subject, we learn the estimation of the 

estimated statistics required by industry such as 

estimation, testing, and statistical methodology, 

and learn the basic application methods needed 

to systematically utilize various kinds of data in 

the managerial activities, and learn the statistics 

required by the industry.

기초
(622)

도면관리 Drawing Management and Understanding

스마트제조를 포함한 4차산업에 필요한 생산기술

을 활용하기 위해 도면의 이해와 관리를 위한 교

육을 수행한다. 산업시스템의 핵심인 요소부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평면도법, 투상법, 단면법, 보조

투상도, 특수투상도, 치수기입법, 표면거칠기, 공

차 등의 기초방법을 다룬다.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계요소를 설계하기 위한 도면작성기법

을 강의한다.

Education goal is conducted to understand and 

manage the drawings required to leverage the 

production techniques required for the fourth 

industrial sector, including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y. To manage the component parts of 

the industrial system, the basic methods of 

framing, tusang, section technique, auxiliary 

grading, special drawing, dimensional roughness, 

dimensional roughness, and tolerance of surface 

roughness are addressed. Presentation of 

drawing techniques to design a mechanical 

element that can achieve a specific target. 

Prepare students for drawing rules and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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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심화
(532)

인간-기계시스템 Human-Machine System

인간-기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에 

대해 특히 이를 정보전달 과정상에서 살펴봄으로

써 인간의 감각적 특성과 시스템을 둘러싼 작업 

환경적 특성을 알아볼 수 다.

It can understand special quality of working 

environment to enclose the system and 

human’s sense by examining it in information 

transmission process of human specially about 

main factors to influence Human-Machine 

System.

실무
(343)

통계적품질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통계적 품질관리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정보화 

하는 과정에서 품질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

는 기본과정이다. 주요내용으로 품질개념의 이해, 

데이터 정리방법,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통계적 

추정?검정, 상관회귀분석과 프로세스(제조공정)의 

산포를 파악하고 품질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관

리도해석, 공정능력분석, 샘플링기법활용 등을 다

룬다.

 Statistical quality control is a fundamental 

process to thoroughly prevent quality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alyzing and 

informing data. The main contents are analysis 

of management concept, process capability 

analysis, sampling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quality, data arrangement method, probability 

variable and probability distribution, statistical 

estimation, verific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nufacturing process) And techniques.

실무
(343)

사물인터넷응용 Applied IoT for 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제조공학에 필수적인 IoT 센서와 활용과 

이에 필요한 계측방법 등을 교육한다. 시스템에 

이용되는 센서의 구성 요소 및 측정 원리를 이해

하고,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산업시스템의 특

성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을 

다룬다. 과목에서는 센서의 재질, 센서의 교정, 

출력 신호의 특성, 센서 인터페이스, 센서의 특성

을 다룬다.

Education on IoT sensors and measurement 

methods for use in smart manufacturing 

engineering. Understand the components and 

measurement principles of the sensors used in 

the system, Introduce the basic concepts and 

methods necessary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system using various sensors. 

The subject covers the materials of the sensor, 

the calibration of the sens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output signal, the sensor interfa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sor. Sensors include 

electrical sensors, electromagnetic sensors, 

piezoelectric sensors, optical sensors, opti.

실무
(343)

시스템제어 System Dynamics & Control

각종 공정과 시스템들이 대형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른 시스템제어와 모델링 교육한다. 실제로 우

리의 일상 행위의 모든 면이 어떤 형태의 제어계

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본 강의는 제어의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동적모델링, 전달함수, 

Routh- Hurwitz, Nyquist, PID 제어설계 등), 제어

System Control and Modeling theory for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 and systems. Recent 

control has played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modern 

civilization and technology. Practically every 

aspect of our daily routine is affected by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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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 산업분야(공장자동화, 항공우주제

어, 컴퓨터제어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고자 한다.

form of control and its system. This course 

covers basic theories and principles of control 

(dynamic modelling, transfer function, Routh, 

Nyquist, PID control design, etc.), In reality, we 

want to develop the ability to apply to industrial 

sectors (e.g. factory automation, aerospace 

control, computer control, etc.).

실무
(343)

생산계획및통제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본 과목에서는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계획과 생산 

진행과정을 통제하는 생산 전반에 필요한 의사결

정 과정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산업체 적용방

법을 배우며 기업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생산시

스템 및 자동화에 관한 기술과 제품생산에 필요

한 자동화 생산을 금형기술을 중심으로 강의한

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production 

planning for product production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necessary for the 

overall production that controls the production 

process. Approach the production system of 

manufacturing activity of enterprise and 

automation technology with engineering methods 

and concentrated on the mold technologies.

실무
(442)

의사결정과비즈니스모델 Decision Theory and Business Model

경영이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을 말한다.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

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결정과 비즈니스모델은 

이러한 경영에서의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일련

의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다룬다.

Management refers to the process of achieving 

organizational goals in the most effective way. 

To become a successful manager, one must 

have reasonable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skills. The decision-making and business 

model address a set of reasonable approaches to 

optimal decision-making in these management.

실무
(343)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

제품 및 시스템 설계를 위한 실험설계방법(Latin 

Square Design, Factorial Design, Fractional 

Factorial Design, Response Surface Design, 

Taguchi Design, Conjoint Analysis)과 계획된 실

험의 분산분석방법을 다루며 Minitab을 활용한다.

Basic experimental design(Latin Square Design, 

Factorial Design, Fractional Factorial Design, 

Response Surface Design, Taguchi Design)and their 

applications to industrial problems. Major topics 

include: principles of least squares,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and experimental designs for 

product and process optimization using Minitab.

실무
(343)

CAD/CAM CAD/CAM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 또는 제품의 2차원 도면 

작성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생산현장에서 사용

되는 도면들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Auto CAD, NX 

또는 CATIA 등을 이용하여 단품과 제품의 도면 

작성을 실습한다.

Acquire basic concept of two dimensional of 

plan (drawing sheet) using a computer, and 

practice drawings of single part or products to 

have capability to design which is practically 

used in industries using commercial software of 

Auto CAD, NX and/or CATIA.

실무
(343)

디지털설계응용 Applied Digital Design and Programming

사물인터넷과 센싱기술을 통한 새로운 4차산업으

로의 산업혁신에 필요한 프로그래밍과 이론교육

The goal is to educate the understanding on the 

innovation and theoretical education nee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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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의 제어를 위한 제어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초 기술을 

습득한다. 사물인터넷 등 센싱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게 기존 제품군 개발을 위한 모델링

과 대용량 정보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과 이론교

육을 수행함

transform the industry into a new fourth industry 

through the IoT and the sensing technology. it 

gain basic skills us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of the controller for controlling the system. 

Through integration with the sensing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we perform programming 

and theoretical training for developing and 

developing existing products for development of 

existing products.

전문
(343)

기술경영과특허
Management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기업 R&D의 효과적*효율적 관리와 성과물의 성

공적인 사업화 연계가 가능하도록 R&D 전 주기

에 이르는 기술경영 메커니즘을 학습한다.

We define Management of Technology as the 

set of activities associated with bringing high 

technology products to the marketplace.

전문
(343)

신뢰성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제품수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신뢰성 이론에 대

해 학습한다. 주요 논제로 신뢰도관리, 신뢰도함

수와 고장률, FTA/FMEA, 보전정책, TPM 등을 다

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ents to the issues 

related to the reliability Engineering such as 

reliability management, reliability function, 

failure rate model, reliability data analysis 

(FTA/FMEA),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전문
(343)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학에서 패턴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계량 기법을 사용한다. 데이터 마이닝 기

법은 통계학 쪽에서 발전한 탐색적 자료분석, 가

설 검정, 다변량 분석, 시계열 분석, 일반선형모형 

등의 방법론과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발전한 OLAP 

(온라인 분석 처리:On-Line Analytic Processing), 

인공지능 진영에서 발전한 SOM, 신경망, 전문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인 방법론이 쓰인다.

Data mining uses a variety of techniques, ranging 

from statistics to pattern recognition. Data mining 

techniques include analytic data analysis, 

hypothesis testing, analysis, time series analysis, 

and general linear model developed from the 

methodology and advanced analysis of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SOM, Neural Processing 

Proces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developed 

from the database.

전문
(343)

CAM/CAD응용 CAD/CAM Applied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 또는 제품의 2차원 도면 

작성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생산현장에서 사용

되는 도면들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Auto CAD, NX 

또는 CATIA 등을 이용하여 단품과 제품의 도면 

작성을 실습한다.

Acquire basic concept of two dimensional of 

plan (drawing sheet) using a computer, and 

practice drawings of single part or products to 

have capability to design which is practically 

used in industries using commercial software of 

Auto CAD, NX and/or CATIA.

전문
(343)

산업안전공학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안전이란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냐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공학이란 안전

을 공학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과정에서는 산업재

Safety is how free you are from risk. In other 

words, it does not cause an accident. There 

fore, safety engineering is a systematic study of 

safety in an engineering and scientific way.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iscuss th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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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

황에서 현장에서 적용되는 안전기술과 최근의 추

세인 컴퓨터 보안과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 전반

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echnology applied in the field and the recent 

trends such as computer security and safety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revention of industrial il safety of 

the safety techniques, the computer security and 

safety education applied in the field.

전문
(343)

산업시스템응용
Applied Design of Mechanical Element and 

System

기계요소와 시스템의 스마트생산을 위한 산업시

스템 응용설계 기술을 교육한다. 본 교과목에서

는 기업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생산시스템 및 자

동화에 관한 기술을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이 강

의에서는 이들 산업시스템의 기계요소, 구조와 

공학적 가정에 의한 역학적 해석, 요소설계 및 

종합설계 과정을 습득하고, 산업시스템에 적용하

여 설계 종합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전문적인 설

계능력과 응용력을 학습한다.

Education of industrial system application design 

for smart production of mechanical components 

and systems using CAD/CAM/CAE/PLM and 

reverse design. Study on the machine tools, 

logistics systems, automatic checks and systems, 

and FMS, which comprise the industrial system, 

and the FMS. Mechanical components such as 

clutches, brakes, gears and bearings are used as 

basic elements of all industrial machinery, 

ranging from precision machines such as robots, 

cars, and aircraft to normal industrial machinery. 

This course studies mechanical elements, 

structural design, and mechanical design by 

reverse.

전문
(343)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본 과목은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 관련 과목들

에 대한 개론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각종 정

보기술과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숙지

한 후, 기업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IT/IS 들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이들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

향 (가치 창출)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systems related 

subject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basic 

concepts of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systems, Students lear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IT / ISs and their 

impact on corporate management (value 

creation).

전문
(343)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생산제조기술의 Capstone Design. 2, 3학년 전 과

정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일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계제품의 개발 Concept-Engineering-Design

의 순서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화된 

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고, 산학협력을 기본으

로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a Capstone-design of product 

manufacturing technology. Plan, design, and 

manufacture a product through a sequential 

process of concept-engineering-design to 

develop a mechanical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acquire overall 

practical business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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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공학과 (Dept. of Fire Safety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실력”과 “성실”을 보증하는 소방안전 전문가

전공능력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 글로벌 소통 능력 · Servant-Leadership 능력

교육목표
소방안전공학과는 “실력”과 “성실”이 검증된 창의적이며 지속성장 가능한 

소방안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소방공무원(소방사,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행정법, 소화설비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 소방

유체역학, 화재조사개론, 소화약제화학, 화재역학, 전기화재공학, 그리고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감리․점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학과 교육만 충실히 받으면 되도록 교육과정 운영

◾공기업/대기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련회사 엔지니어, 사업장 위험물안전관리자, 사업장 산

업안전관리자로 진출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

사 등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매주 지도교수 주관 하에 진로지도 수업을 하거나 관련업계의 외부 인사 초빙 강연을 듣는 

등 실질적인 진로지도 교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소방안전공학사 (Bachelor of Fire Safety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소방공무원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산업안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대기업/공기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산업안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관련회사
엔지니어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사업장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산업기사

사업장 

산업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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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Servant-Leadership 능력

소방공무원 ● ◐ ○

대기업/공기업

소방안전관리자
● ● ○

소방관련회사
엔지니어

● ◐ ◐

사업장

위험물안전관리자
● ● ◐

사업장 

산업안전관리자
● ● ◐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정의 소방안전전문가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실무능력

준거
◾소방안전에 필요한 공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객관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글로벌 소통 

능력

정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선진국의 기술기준 이해, 의사표현 능력 및 서로 다양한 의
견을 조율하는 능력 

준거
◾선진국 기술기준을 대표하는 전미방화협회(NFPA) 코드에 대해 이해한다. 
◾화재관련 전문서적을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 

Servant-Leade

rship 능력

정의
관련 고객에 대한 경청 및 응대, 자발적인 참여와 긴밀한 유대관계로 공동체에서 
협업 및 책임감 있는 능력

준거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황에 적합한 고객 응대 태도를 실무에 적용한다.
◾조직에서의 책임감 및 직장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Servant-Leadership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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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Servant-L

eadership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건축방재공학 ◐ ● 4 3 3

전기화재공학 ● ◐ 4 4 2

위험물시설공학 ◐ ● 5 2 3

방화방폭공학 ● ◐ 2 6 2

화재위험성평가 ◐ ● 2 5 3

화재모델링및시뮬레이션 ◐ ◐ ● 4 4 2

제품안전공학 ◐ 3 4 3

캡스톤디자인 ● ◐ 2 2 6

실무

소방학개론 ◐ ◐ ● 4 4 2

소화설비공학 ◐ ● 4 4 2

소방전기설비공학(1) ● 5 4 1

소방전기설비공학(2) ● 5 4 1

전기안전공학 ● ◐ 6 2 2

열전달 ● ◐ 5 3 2

소방시설점검및설계감리  ◐ ● 4 5 1

소방전기설비실습 ● ◐ 4 5 1

산업안전공학(1) ● ◐ 4 5 1

산업안전공학(2) ● ◐ 4 5 1

화재역학 ● ◐ 3 4 3

화재조사개론 ◐ ● 4 5 1

심화 소방전기회로 ● ◐ 5 2 3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소방안전 직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

소방안전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안전의식,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소방안전 현장 실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

소방안전 현장 실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소방안전과 관련된 

전공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심화 지식

소방안전과 관련된 

전공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심화 기술

적극적 실습 및 정확한 분석 

기초

소방안전과 관련된 

전공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기초 지식

소방안전과 관련된 

전공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기초 기술

기초 지식 습득 및 실습을 

위한 경청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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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Servant-L

eadership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기공학개론 ● ◐ 5 2 3

위험물질론 ● ◐ 4 3 3

소방관계법규 ● ◐ 7 2 1

소방행정법 ◐ ● 8 1 1

소화약제화학 ● ◐ 3 4 3

소방유체역학 ● ◐ 4 5 1

기초

자연과학개론(1) ● ◐ 5 3 2

자연과학개론(2) ● ◐ 5 3 2

공업수학(1) ◐ ● 5 3 2

공업수학(2) ◐ ● 5 3 2

대학수학(1) ◐ ● 5 3 2

일반물리및실험(1) ● ◐ 4 4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현장 실무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Servant-
Leadership  능력

소방공무원

(S) 

전문
캡스톤디자인
방화방폭공학

화재위험성평가 건축방재공학
화재모델링및시뮬레이션

실무

소방전기설비공학(1)
소방전기설비공학(2)
화재역학
소방전기설비실습

화재조사개론
소화설비공학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점검및설계감리

심화

소방관계법규[필]
소방유체역학[필]
전기공학개론[필]
위험물질론[필]
소방전기회로[필]
소화약제화학[필]

소방행정법

기초
자연과학개론(1)[초]
자연과학개론(2)
일반물리및실험(1)[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대학수학(1)[초]

대기업/공기업

소방안전관리자

(F)

전문
방화방폭공학
캡스톤디자인

화재위험성평가
위험물시설공학

건축방재공학
화재모델링및시뮬레이션

실무

소방전기설비공학(1)
소방전기설비공학(2)
소방전기설비실습
화재역학
열전달 

소화설비공학
화재조사개론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점검및설계감리

심화
소방관계법규[필]
소방유체역학[필]

소방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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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현장 실무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Servant-
Leadership  능력

전기공학개론[필]
소방전기회로[필]
위험물질론[필]
소화약제화학[필]

기초
자연과학개론(1)[초]
자연과학개론(2)
일반물리및실험(1)[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대학수학(1)[초]

소방관련회사

엔지니어

(E) 

전문
방화방폭공학
캡스톤디자인

화재위험성평가 건축방재공학
화재모델링및시뮬레이션

실무

소방전기설비공학(1)
소방전기설비공학(2)
소방전기설비실습
화재역학

소화설비공학
화재조사개론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점검및설계감리

심화

소방관계법규[필]
소방유체역학[필]
전기공학개론[필]
소방전기회로[필]
위험물질론[필]
소화약제화학[필]

소방행정법

기초
자연과학개론(1)[초]
자연과학개론(2)
일반물리및실험(1)[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대학수학(1)[초]

사업장

위험물안전관리
자 

(H)

전문
캡스톤디자인
방화방폭공학

위험물시설공학 건축방재공학
화재모델링및시뮬레이션

실무

소방전기설비공학(1)
소방전기설비공학(2)
화재역학
소방전기설비실습

소화설비공학
화재조사개론

소방학개론

심화

소방관계법규[필]
소방유체역학[필]
전기공학개론[필]
소방전기회로[필]
위험물질론[필]
소화약제화학[필]

소방행정법

기초
자연과학개론(1)[초]
자연과학개론(2)
일반물리및실험(1)[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대학수학(1)[초]

사업장

산업안전관리자

(I)

전문
전기화재공학
방화방폭공학
캡스톤디자인 

위험물시설공학
제품안전공학
화재위험성평가

건축방재공학
화재모델링및시뮬레이션

실무

산업안전공학(1)
산업안전공학(2)
전기안전공학
소방전기설비실습

화재조사개론
소화설비공학

소방학개론

심화

소방관계법규[필]
소방유체역학[필]
전기공학개론[필]
소방전기회로[필]
위험물질론[필]

소방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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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전문

건축방재공학(G)
화재모델링및시뮬레이션(G)
전기화재공학(I)
방화방폭공학(G)
위험물시설공학(FHI)
화재위험성평가(SFE)
제품안전공학(I)
캡스턴디자인(G)

소방시설 등
시설에 대한 

이해 
실무

소방학개론(G)
소화설비공학(G)
소방시설점검및설계감리(SFE)
소방전기설비공학(1)(SFEH)
소방전기설비공학(2)(SFEH)
소방전기설비실습(G)
화재조사개론(G)
전기안전공학(I)
화재역학(SFEH)
열전달(F)
산업안전공학(1)(I)
산업안전공학(2)(I)

소방관련
공학지식

이해
심화

소방관계법규(G)
소방전기회로(G)
위험물질론(G)
소방행정법(G)
소화약제화학(G)
소방유체역학(G)
전기공학개론(G)

공학
기초지식

이해
기초

대학수학(1)(G)
공업수학(1)(G)
자연과학개론(1)(G)
자연과학개론(2)(G)
일반물리및실험(G)

공업수학(2)(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S)소방공무원  (F)소방안전관리자 (E)엔지니어 (H)위험물안전관리자 (I)산업안전관리자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토익 프로그램
▪컴퓨터 특강

▪선배초청 특강
▪취업동아리

▪진로․취업상담
▪자기소개서작성법
▪취업동아리
▪취업캠프

▪진로․취업상담
▪자기소개서작성법
▪취업동아리
▪취업캠프

졸업생 초청 Talk Show, 전문가 초청 특강, 학과주관 토익시험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현장 실무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Servant-
Leadership  능력

소화약제화학[필]

기초
자연과학개론(1)[초]
자연과학개론(2)
일반물리및실험(1)[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대학수학(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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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2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상

 ◾심화과정: 전공 60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42) 이상

전필 18 2

전선
24 1~4

18 2~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

 ◾학과내규: 진로탐색 8학기 이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2개 이상 취득

             (단, 학과 회의로 조정할 수 있음)

졸업 이수학점 130  

※ 단일전공자는 반드시 일반과정을 이수해야 함.
※ 복수전공자는 반드시 제 2 전공(연계전공 포함)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전필 15 + 전선 21 + 논문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초 6 + 전필 15 + 전선 21 + 논문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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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5411 대학수학(1) Calculus(1) 3 3 기초 5 3 2

기초 15418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3 3 기초 5 3 2

기초 15420 자연과학개론(1) Introduction of  Natural Science(1) 3 3 기초 5 3 2

2
기초 15408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3 3 기초 5 3 2

전선 14900 자연과학개론(2) Introduction of Natural ScienceⅡ 3 3 기초 5 3 2

2

1

기초 15409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 3 기초 5 3 2

전필 12064 위험물질론 Theories of Hazardous Materials 3 3 심화 4 3 3

전필 12066 소방전기회로 Fire Protection Electric Circuit 3 3 심화 5 2 3

전필 12351 소방관계법규 Fire Protection Code 3 3 심화 7 2 1

2

전선 12455 소방행정법 Fire Protection Administration 3 3 심화 8 1 1

전필 12069 소화약제화학 Fire Extinguishing Agents 3 3 심화 3 5 2

전필 12062 전기공학개론 Introduction of Electric Engineering 3 3 심화 5 2 3

전필 12068 소방유체역학 Fire Fluid Mechanics 3 3 심화 3 4 3

3

1

전선 12451 소화설비공학
Water and Gas based Fire Protection System 
Engineering

3 3 심화 4 4 2

전선 12452 소방전기설비공학(1) Fire Alarm System EngineeringⅠ 3 3 심화 5 4 1

전선 12653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3 3 심화 6 2 2

전선 12061 열전달 Heat Transfer 3 3 실무 5 3 2

전선 11531 소방학개론 Introduction of Fire Science 3 3 심화 4 4 2

전선 13658 산업안전공학(1)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Ⅰ 3 3 심화 4 5 1

2

전선 13656 소방전기설비공학(2) Fire Alarm System EngineeringⅡ 3 3 심화 5 4 1

전선 12901 화재조사개론 Introduction of Fire Investigation 3 3 심화 4 5 1

전선 13657 산업안전공학(2)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Ⅱ 3 3 심화 4 5 1

전선 12655 소방전기설비실습 Fire Protection Electrical Experiments 3 3 실무 4 5 1

전선 12652 소방시설점검및설계감리
Design and Inspe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3 3 실무 4 5 1

전선 12067 화재역학 Fire Dynamics 3 3 심화 3 4 3

4

1

전선 12453 위험물시설공학 Hazardous Material Facility Engineering 3 3 전문 5 2 3

전선 12903 전기화재공학 Electrical Fire Engineering 3 3 전문 4 4 2

전선 12904 화재모델및시뮬레이션 Fire Modelling and Simulation 3 3 전문 4 4 2

전선 11532 건축방재공학 Structural Safety Engineering 3 3 전문 4 3 3

전선 12899 방화방폭공학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Engineering 3 3 전문 2 6 2

2

전선 12900 제품안전공학 Product Safety Engineering 3 3 전문 3 4 3

전선 12902 화재위험성평가 Fire Risk Assessment 3 3 전문 2 5 3

전선 13314 캡스턴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실무 2 2 6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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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미분적분학을 기초로 한 각종 미분방정식의 해법

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적으로 문제해결 및 모델

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미분방정

식의 해법에서 벡터해석까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students of 

engineering and physics to those areas of 

mathematics which, from a modern point of 

view, seem to be most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practical mechanical problems.

기초
(532)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에 필요한 라플라스 변환, 벡터, 행렬, 그리

고 푸리에 급수, 적분 그리고 변환에 대해 배움

으로써 공학설계에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을 기른

다. 

This course is for engineering students to 

enhance design capability by studying Laplace 

transform, vector and matric analysis, and 

Fourier series, integral, and transform.

기초
(532)

대학수학(1) Calculus(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

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

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열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기초
(532)

자연과학개론(1) Introduction of  Natural Science(1)

자연 과학의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공학 이론을 

학습한다. 자연 과학의 분야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지학 등이 있다. 자연 현상의 일

반적  원리를 이해하고 융합된 기술을 학습한다. 

주요 분야는 전기, 자동차, 항공기, 상수도, 전자

기기, 라디오와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기술,  고

속도로, 우주선, 인터넷, 가전기기, 기능성 재료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basic engineering theory for 

analysis of natural science. There are  physics, 

chemistry, biology, astronomy, physical 

geography by field of  natural science, and so 

on. Study special quality in field that is 

understand  general principle of natural 

phenomenon and convergence technology. We 

will  study about electricity, automobile, airplane, 

tap piped water, electron  machinery, radio & 

TV, telephone, cold room & cold storage, 

internet,  house hold electrical appliance, 

functional materials, etc.

기초
(532)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물리학은 이학 및 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

는 필수학문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응용함을 

목표로 하며, 운동, 뉴턴 법칙, 보존의 법칙, 일과 

에너지, 오실레이션, 파동운동, 음향, 중첩의 원리 

Physics & Experiment(1) is the first 

semester of a two-semester sequence 

primarily for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students. Covers topic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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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721)

소방관계법규 Fire Protection Code

소방관련 법령의 학습을 통하여 소방행정의 범위

와 역할을 학습하도록 한다. 소방관련 법규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 안

전관리법, 의무소방대설치법 등이 있다.

Introduction to the fire service code, the fire 

protection code, and the hazardous material 

safety code etc. to aim learning about 

administration of fire services.

심화
(343)

소방유체역학 Fire Fluid Mechanics

소화설비와 관련된 유체역학의 기본이론을 숙지

하고, 유체역학을 응용하여 소화설비의 설계 및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다. 유체의 성질과 특성을 이해하며 유체의 유동

현상, 유체의 운동방정식, 운동량 전달 등의 일반

적인 원리와 법칙을 학습하며 소방방재공학 및 

안전설비장치에 적용되는 유체역학에 관한 이론

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Fluid mechanics is to study how fluids move and 

the forces on them. Fluid mechanics can be 

divided into fluid statics,  fluid 

dynamics, and fluids in motion.

심화
(523)

소방전기회로 Fire Protection Electric Circuit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전기회로라고 하는데 소방

과 관련된 전기회로를 배운다. 내용으로는 패러

데이의 법칙(같은 전기량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

질의 양은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전류에 의한 자계의 방향을 결정

하는 법칙), 렌츠의 법칙(전자유도에 의하여 생기

는 기전력은 자속변화를 방해하는 전류를 발생시

키는 방향으로 생긴다.), 펠티에 효과(두 종류의 

금속으로 폐회로를 만들어 전류를 흘리면 양접속

점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현상)등이 있다.

An fire electric circuit is an electrical circuit 

that also contains active electronic devices such 

as transistors or vacuum tubes. Electronic 

circuits can display highly complex behaviors, 

even though they are governed by the same 

laws as simple electrical circuits. Electronic 

circuits can usually be categorized as analog, 

digital, or mixed-signal (a combination of analog 

and digital) electronic circuit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등의 역학과 열역학, 유체역학 등을 배운다. mechanics (such as motion, Newton's 

laws, conservation laws, work, energy, 

systems of particles, and rotational 

motion), in mechanical waves (such as 

oscillations, wave motion, sound, and 

superposition), in thermal physics and in fluid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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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352)

소화약제화학 Fire Extinguishing Agents

소화약제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관한 기본 이

론을 습득하여 소화약제가 소화 작용에 미치는 

영향 및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소화 약제의 적절

한 사용 방법을 익힌다. 소화약제의 종류, 특성, 

소화 적응성, 소화 원리, 제조법 등과 더불어 이

들의 저장용기, 축압용 장치 등에 관한 제조 및 

취급기준 등을 다룬다.

Introduction to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fire extinguishing agents to learn 

about the mechanism of fire extinguishing 

activities that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kinds of, application to fire, the 

principle of fire extinguishing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of fire extinguishing agents.

심화
(423)

위험물질론 Theories of Hazardous Materials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서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인화성, 발화성을 가진 위험물질의 일반적 성질, 

화재예방, 소화방법 및 취급방법 등을 학습한다. 

화재, 폭발을 유발하는 가연, 인화, 산화, 자기반

응성 물질 및 독성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에 대

하여 이들 종류별  용도, 성상, 위험성, 저장 및 

취급방법, 관련법규 등을 실험 또는 이론적 지식

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한다.

Introduction to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law that regulates the 

transportation of them and the facilities for 

using and treatment and storage of flammable 

hazardous materials those are greatly explosive 

and oxidative. The theories of hazardous 

materials having properties of explosion, 

oxidation, spontaneous reaction and decomposed 

to make toxic chemicals are learned through 

experiment.

심화
(523)

전기공학개론 Introduction of Electric Engineering

전기 전자의 기초적인 이론을 배운다. 모든 소방

시설은 전기회로를 이용하여 제어하거나 작동신

호를 보내고 있고 다른 설비와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 경보설비의 이해는 물론 건축방재설비와 

연동을 이해하는데도 필수적이다. 이에 덧붙여서 

회로이론, 전자회로, 반도체전자공학, 광전자공학, 

자동제어개론, 신호 및 시스템, 정보통신, 전자장, 

레이저전자공학, 로봇공학, 초고주파공학, 인공지

능 등의 기본적인 이론등도 습득한다.

Electronic discipline that deals with the behavior 

and effects of electrons (as in electron tubes 

and transistors) and with electronic devices, 

systems, or equipment. In many areas, electronic 

engineering is considered to be at the same 

level as electrical engineering, requiring that 

more general programmes be called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41)

소방전기설비공학(1),(2) Fire Alarm System Engineering(1),(2)

소방전기설비시스템의 해석을 위한 지식을 습득

한다. 소방전기설비는 어떤 회로 내에서 장치의 

연관성을 밝히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자동화

Introduction to the knowledge for analysis of fire 

alarm systems engineering. Fire fighting electrical 

device is process that clear relation of devi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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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재탐지설비, 방송 설비의 구조 및 작동 원리, 소

화설비의 전기 회로, 시스템의 제어 방법, 방재 

설비의 연동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what circuit. In th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t automatic fire alarm system, structure of 

broadcasting equipment and operation principle, 

electric circuit of extinguishment, control method 

of system, gear of fire fighting system, etc.

심화
(442)

소화설비공학
Water and Gas based Fire Protection System 

Engineering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등에 수계소화설비에 대한 기준 이해와 구

조 및 작동원리, 설계기법을 학습하고, 이산화탄

소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등 가

스소화설비에 대한 기준 이해와 구조 및 작동원

리, 설계기법 등을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technical codes, working 

principle and the design on water-and-gas-based 

fire protection systems 

such as fire sprinkler, fire hydrant, CO2 and 

Halon of gaseous fire extinguishing system etc.

전문
(523)

위험물시설공학 Hazardous Material Facility Engineering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및 장소에 관

하여 위험물질의 위험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

본설계이론을 습득한다.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

취급탱크, 각종 안전장치 등에 관한 설비내용이 

포함된다. 위험물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컨설턴트 및 설계도면 작성 능력 배양을 목

적으로 한다.  

Introduction to the standards of facilities using 

and manufacturing of hazardous materials that 

regulated by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law. Hazardous materials in regard 

to the facilities for the storage or treatment of 

hazardous materials and the facilities to get rid 

of static electricity for hazardous materials tanks 

are included. Training on the technique to design 

for specific facilities of manufacturers dealing 

with hazardous materials.

심화
(622)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전기안전의 개념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본 과정에서는 감전 사고의 예방, 전기

설비의 작업 안전, 전기화재 예방, 정전기 재해 

및 예방, 자동화 설비의 안전 등에 대해서 학습한

다.

Introduction to the basic knowledge for a 

concept analysis of electrical safety. In th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t prevention of 

electric shock accident, work safety of electrical 

device, electricity fire prevention, electrostatic 

disaster and prevention, automation equipment, 

etc.

심화
(343)

화재역학 Fire Dynamics

발화점, 인화점, 예혼합화염과 확산화염, 화재플럼

(plume), 플래쉬오버(flashover) 등 발화과정에서부

터 화재의 최성기까지의 화재성장 메커니즘을 연

소공학과 열전달 개념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학

습한다.

An Introduction to Fire Dynamics to includ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ignition and steady 

burning of combustible materials to occur, how 

large fire has become before fire detected and 

sprinkler heads operated, the circumstances that 

can lead to flashover in a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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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811)

소방행정법 Fire Protection Administration

현대국가에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됨에 따

라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또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

되고 있어 행정기관은 이러한 행정현실과 부단히 

관련을 맺고 적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

의 기초이론, 행정기획, 조직관리, 인사행정, 재무

행정, 정책형성, 행정개혁 등 행정의 일반에 대하

여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administration plan,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etc. of public fire service 

organizations.

기초
(532)

자연과학개론(2) Introduction of Natural Science(2)

자연 과학의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공학 이론을 

학습한다. 자연 과학의 분야로는 물리학, 화학, 생

물학, 천문학, 지학 등이 있다. 자연 현상의 일반

적 원리를 이해하고, 융합된 기술을 학습한다. 주

요 분야는 전기, 자동차, 항공기, 상수도, 전자기

기, 라디오와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기술, 고속도

로, 우주선, 인터넷, 가전기기, 기능성 재료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basic engineering theory for 

analysis of natural science. There are physics, 

chemistry, biology, astronomy, physical geography 

by field of natural science, and so on. Study 

special quality in field that is understand general 

principle of natural phenomenon and 

convergence technology. We will study about 

electricity, automobile, airplane, tap piped water, 

electron machinery, radio & TV, telephone, cold 

room & cold storage, internet, house hold 

electrical appliance, functional materials, etc.

전문
(433)

건축방재공학 Structural Safety Engineering

도시 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증진시킨다.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건축의 의미, 생산과

정, 구조와 안전, 사회적 기능과 역학 등을 고찰

한다. 특히, 건축설계 부분에서 화재 관련 대피통

로, 방화벽, 내화자재 등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건

축구조 부분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이 구조

적으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fire evacuation, fire wall, fire 

proofing, smoke movement and combustion 

products etc. in buildings. 

심화
(442)

소방학개론 Introduction of Fire Science

전반적인 소방의 이해와 원론적인 내용을 통하여 

소방의 전문 기술과 실무적응성 향상을 습득한다. 

소방학을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론에서는 

소방의 개념과 소방행정을 다루고 소방의 역사를 

통해 소방의 뿌리를 규명하고 소방조직을 통해 

소방의 역할을 이해하고 소방의 근간이 되는 관

련 법령을 그 범위로 한다. 각론에서는 소방실무

Introduction to the fire safety theory through the 

administration plan,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etc. of 

public fire servic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ire law. And introduction to the technical and 

engineering theory for the fire practic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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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통하여 소방법규에서 

정한 소방의 주요업무인 화재를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및 재난관리의 방

법론을 습득한다. 

design and the construction of fire extinguishing 

and alarm system, supervision on constru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and inspection technique 

in these systems.

실무
(532)

열전달 Heat Transfer

물질의 열적성질과 열역학의 기본법칙을 학습하

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전달(전도, 대류, 복

사)과 물질의 이동에 대해 학습한다. 화재역학을 

학습하는데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This discipline provides a central vehicle for the 

exchange of basic ideas in heat and mass 

transfer for the beginners of engineers. 

Particular emphasis is focused on basic ideas of 

Heat and mass transfer. Topics covered include, 

new methods of measuring and/or correlating 

transport- property data, energy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of heat and/or mass 

transfer.

심화
(451)

산업안전공학(1)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1)

산업안전공학은 작업장 내에서 인간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그 파급효과를 최

소화하며 스트레스나 상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이들 분야는 최근 인간·기계·기계시

스템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적 접근방

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가장 중

요한 목적은 수강자들에게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는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에 관한 지식, 위험감소

를 위한 경영상의 책임과 역할 및 정부나 단체의 

책임을 학습한다. 교육목표는 수강자들에게 인류

의 생존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장 내에서 상해나 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

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소개한다. 

- 산업심리/생리

- 인간공학적 위험 

-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 기술적 접근방법(PHA, SSHA, SHA, ETBA, 

O&SHA, FTA, FMEA, ETA, THERP 등)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1 concerned with 

preventing accidents and minimizing their 

consequences as well as with reduction stress 

and inquiry to human being at the work place. 

The trends in the recent research are technical 

means for effectively interfacing operations on 

the Man to Machine to Machine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industrial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By this 

course the student will gain knowledge of 

hazards in work place, management's liability and 

role in risk reduc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or organization. The educational goal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technical means 

in 

regard to prevent and reduce injuries or 

accidents in work places, because it directly or 

indirectly threatens a right to live for mankind.

- Occupational Physiology/Biological

- Ergonomical Hazards 

-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Technical Means/Tools(PHA, SSHA, SHA, 

ETBA, O&SHA, FTA, FMEA, ETA, THER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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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451)

산업안전공학(2)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2)

산업안전공학은 작업장 내에서 인간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그 파급효과를 최

소화하며 스트레스나 상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이들 분야는 최근 인간·기계·기계시

스템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적 접근방

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가장 중

요한 목적은 수강자들에게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는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에 관한 지식, 위험감소

를 위한 경영상의 책임과 역할 및 정부나 단체의 

책임을 학습한다. 교육목표는 수강자들에게 인류

의 생존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장 내에서 상해나 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

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소개한다.

- 기계, 물리, 화학, 전기적 위험 및 사례

- 작업장 보건과 독성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2 concerned with 

preventing accidents and minimizing their 

consequences as well as with reduction stress 

and inquiry to human being at the work place. 

The trends in the recent research are technical 

means for effectively interfacing operations on 

the Man to Machine to Machine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industrial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By this 

course the student will gain knowledge of 

hazards in work place, management's liability and 

role in risk reduc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or organization. The educational goal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technical means 

in 

regard to prevent and reduce injuries or 

accidents in work places, because it directly or 

indirectly threatens a right to live for mankind.

- Mechanical, Physical, Chemical, Electric 

Hazards

- Occupational Health and Toxicology

실무
(451)

소방시설점검및설계감리 Design and Inspe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소화설비공학과 경보설비공학에서 학습한 시설의 

설계, 공사시공, 공사감리, 점검기법에 대해 학습

한다. 이 과목과 관련된 소방산업으로는 소방시설

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 / 점검업이 있다. 이들 

소방관련 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과목이다. 

Introduction to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fire extinguishing and alarm system, supervision 

on constru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and 

inspection technique in these systems.

실무
(451)

소방전기설비실습 Fire Protection Electrical Experiments

소방전기설비의 응용을 위한 실험 방법을 습득한

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색 저항, IC Chip, 

Amp 등)를 구성한다. 본 과정에서는 테스터 사용

법, 전압계 및 전류계의 연결, 누전 회로 및 경보 

시스템의 구성 등을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experimental method for 

application of fire protection electrical 

experiments. There are compose analogue and 

digital circuit(color coding, interchange Chip, Amp 

etc.). In this process, we will study process tester 

usage, voltmeter and conjunction of 

galvanometer, electric leakage circuit and 

composition of alarm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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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451)

화재조사개론 Introduction of Fire Investigation

화재에 대한 감식방법 및 감식기술 습득을 통해 

화재에 대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 및 기법

을 배운다.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개소를 조사하

고, 발화원인을 규명하여,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도록 교육한다.

Introduction to the investigation on fire origin, 

fire cause, ignition source etc.

전문
(262)

방화방폭공학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Engineering

방화공학은 연소이론, 연소한계, 화재성상, 화재성

장, 소화이론, 화재제어 등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또한, 방폭공학은 폭발현상에 관한 기본원리와 피

해예측 그리고 예방 및 방호기술을 습득시켜 폭

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지식을 다룬다.

Introduction to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technologies and theories. Topics include a 

review of flammability limit concentrations 

for flammable gases and dusts; thermochemical 

equilibrium calculations of adiabatic closed-vessel 

deflagration pressures, and detonation pressures 

and velocities; pressure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ime for closed vessels and vented 

enclosures; the current status of explosion 

suppression technology; and vapor cloud 

explosion hazards.

전문
(442)

전기화재공학 Electric Fire Engineering

전기화재 감식을 위한 기본적인 공학 이론을 학

습한다. 전기 화재 공학은 전류와 열에 대한 현상

을 설명하는 분야이다. 전기 화재 감식은 시스템 

내의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원인과 결과를 밝히

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줄의 법칙, 전기 화

재의 원리, 제어 및 안전 시스템, 기기의 구조, 전

기설비의 구성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basic engineering theory for 

judgment of electrical fire. Electricity fire 

engineering is field that explain a phenomenon 

about electric current and heat. Electricity fire 

engineering is process that cause and results 

connecting with elements in a system. In th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t Joule's law, 

principle of electricity fire, control and safety 

system, structure of devices, composition of 

electrical devices, etc.

실무
(343)

제품안전공학 Product Safety Engineering

현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분석

을 위한 제품안전 관련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다

른 제품과의 적절한 호환, 연동 및 운용이 가능한 

지식을 습득한다.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제조

물의 안전설계기법을 이해하고 제품안전사고 실

태 및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PL)과 제품안전기본법을 이해

하고, 안전하고 창의적인 제품개발을 익힌다. 최

근 학생들이 취업 시 필요로 하는 품질관리담당

Introduction to the safety design technology of 

product such as automobiles and home electric 

appliances and product liability.

- Product Liability

- Product Safety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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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자 자격 획득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한다.

실무
(226)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창의적 설계를 통해 익힌 창의적 사고방식과 전

공지식을 통해 습득한 소방공학에 대한 기본 지

식을 바탕으로 소방공학의 이론 및 설계를 이해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력 개발 및 실제 

설계 학습을 통한 화재예방 및 실재 화재진압의 

적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Introduction to the solutions of a "real-world" 

engineering problems to real fire protection and 

fire fighting through the knowledge of fire 

safety engineering based on creative design and 

major knowledge acquired in class. The 

development of creative thinking and a real 

practice of creative design related to fire 

protection are included.

전문
(442)

화재모델및시뮬레이션 Fire Modelling and Simulation

다양한 화재 발생 상황들을 컴퓨터로 모형화

(simulation)하여 가상현실을 구체화하여 실제 상

황의 발생결과를 사전 예측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fire modeling techniques for 

fire safety assessment of buildings by application 

to various computer-based fire models to predict 

the disaster. 

전문
(253)

화재위험성평가 Fire Risk Assessment

화재의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

는 손실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적

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체계적 구현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technical method for analyze 

and evaluate the risk factors of fire in the 

buildings and the industrial work pla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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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과 (Dep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전기전자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창의성과 협동성, 도덕성을 겸비한 

미래 지향적인 인재

전공능력 전기전자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교육목표

전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의 전공분야는 크게 전력계통, 전기기기, 제어공학, 반도체·재료, 

디지털통신, 전력전자,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관련분야 포함)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심화된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전주

대학교 전기전자공학전문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유지하며 교육목표는 아

래와 같음.

  ◾도덕성과 책임감 있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

  ◾공학기술 및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겸비한 학제적 인력 양성

  ◾기초과학 지식과 공학지식을 겸비한 창의적인 공학 인력 양성

  ◾공학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실습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무적응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창의적 공학교육을 통한 설계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교육과정

  ◾공학인증(ABEEK)제도의 운영

     - 4년제 공과대학 졸업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 관한 국제인증 기준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공학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는 교육운영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

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제인증을 받게 된다.  

     -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같은 무선통신에 필요한 무선 회로 설계 교육

     - 마이크로컨트롤러,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기술에 필요한 디지털제어 교육

     - 고 품질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계통 교육

     - 에너지의 변환을 담당하는 전기기기 교육

     - 전력용반도체 스위칭소자 및 디지털/아날로그 제어기를 이용한 모터제어 교육

     - 전력변환장치 및 스위칭 전원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전력전자기술 교육

수여학위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학사(전기전자공학전문): Bachelor of Engineering 

i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프로그램: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에너지 및 전력산업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자동차 및 IT 산업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건설 및 중공업 산업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가전 및 전기전자 관련 산업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기업, 공무원 및 연구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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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기전자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기전자공학

기술 활용능력

정의 전기전자분야의 전공지식을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새로운 제품을 개발 시 기초지식 및 전공지식을 활용할 줄 안다.
◾타 분야와 협업 시 전공지식을 활용할 줄 안다. 

현장실무능력

정의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고,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할 수 있는 능력

준거
◾현장에서 직접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을 갖춘다.

협업 및 

소통능력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팀원과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간의 협의를 위해 
팀원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팀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업무 수행 시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기전자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에너지 및 
전력산업

● ◐ ○

전기자동차 및 
IT 산업

● ◐ ○

건설 및 중공업 
산업

○ ● ◐

가전 및 전기전자 
관련 산업

◐ ◐ ◐

공기업, 공무원 및 
연구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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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 및 

현장전문 지식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무 능력

기술기획 및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현장마인드

실무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직무능력

프로젝트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능력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한

설계능력

적극적인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프로그래밍언어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설계제한 

요소분석, 도구 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기전자공

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

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전력전자응용 ● ◐ 3 5 2

전력공학실험 ◐ ● 3 4 3

신재생에너지 ● ◐ 3 4 3

캡스톤디자인 ◐ ○ ● 4 3 3

실무

기초설계 ◐ ● 4 3 3

전기전자기초실험 ◐ ● 2 5 3

전기전자실험 ◐ ● 2 5 3

전자회로실험 ◐ ● 3 5 2

전자회로응용실험 ◐ ● 3 5 2

마이크로컴퓨터 ● ◐ 3 5 2

현대제어이론 ● ◐ 6 3 1

전기기기제어 ● ◐ 6 3 1

배전공학 ● ◐ 6 2 2

집적회로설계 ● ◐ 4 4 2

전력전자 ● ◐ 3 5 2

초고주파회로설계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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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기전자공

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

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심화

회로이론(1) ● ○ 4 4 2

회로이론(2) ● ○ 4 4 2

전기자기학(1) ● ○ 5 3 2

전기자기학(2) ● ○ 5 3 2

반도체공학 ◐ ● 5 3 2

디지털공학 ● ◐ 3 4 3

전자회로(1) ◐ ● 5 3 2

전자회로(2) ◐ ● 5 3 2

전기기기 ◐ ● 6 3 1

송전공학 ◐ ● 6 2 2

제어공학 ◐ ● 6 3 1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 ◐ ○ 4 4 2

일반물리및실험(2) ◐ ○ 4 4 2

대학수학(1) ◐ ○ 5 3 2

대학수학(2) ◐ ○ 5 3 2

공업수학(1) ◐ ○ 5 3 2

공업수학(2) ◐ ○ 5 3 2

프로그래밍언어(1) ◐ ● 4 4 2

프로그래밍언어(2) ◐ ● 3 5 2

일반화학 ○ ○ 5 3 2

일반생물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기전자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에너지 및 
전력산업

(E)

전문
신재생에너지
전력전자응용

전력공학실험 캡스톤디자인

실무

마이크로컴퓨터
현대제어이론
배전공학
전력전자
전기기기제어
집적회로설계
초고주파회로설계

전기전자기초실험
전기전자실험[필]
전자회로실험
전자회로응용실험

기초설계[필]

심화

전기자기학(1)[필]
전기자기학(2)
회로이론(1)[필]
회로이론(2)
디지털공학

송전공학
제어공학[필]
전자회로(1)[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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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기전자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일반화학[초]
일반생물[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프로그래밍언어(2)[초]

전기자동차 
및 IT 산업

(M)

전문
전력전자응용
신재생에너지

전력공학실험 캡스톤디자인

실무

마이크로컴퓨터
현대제어이론
전기기기제어
집적회로설계
전력전자
초고주파회로설계
배전공학

전기전자기초실험
전기전자실험[필]
전자회로실험
전자회로응용실험

기초설계[필]

심화

전기자기학(1)[필]
전기자기학(2)
회로이론(1)[필]
회로이론(2)
디지털공학

반도체공학
전기기기
전자회로(1)[필]
전자회로(2)
제어공학[필]
송전공학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일반화학[초]
일반생물[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프로그래밍언어(2)[초]

건설 및 
중공업 
산업
(C)

전문
전력전자응용
신재생에너지

전력공학실험 캡스톤디자인

실무

마이크로컴퓨터
현대제어이론
배전공학
전기기기제어
집적회로설계
전력전자
초고주파회로설계

전기전자기초실험
전기전자실험[필]
전자회로실험
전자회로응용실험

기초설계[필]

심화

전기자기학(1)[필]
전기자기학(2)
회로이론(1)[필]
회로이론(2)
디지털공학

전기기기
송전공학
제어공학[필]
전자회로(1)[필]
전자회로(2)
반도체공학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프로그래밍언어(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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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기전자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공업수학(2)[초]
일반화학[초]
일반생물[초]

가전 및 
전기전자 
관련 산업

(H)

전문
전력전자응용
신재생에너지

전력공학실험 캡스톤디자인

실무

마이크로컴퓨터
현대제어이론
전기기기제어
전력전자
배전공학
집적회로설계
초고주파회로설계

전기전자기초실험
전기전자실험[필]
전자회로실험
전자회로응용실험

기초설계[필]

심화

전기자기학(1)[필]
전기자기학(2)
회로이론(1)[필]
회로이론(2)
디지털공학

전자회로(1)[필]
전자회로(2)
전기기기
제어공학[필]
송전공학
반도체공학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일반화학[초]
일반생물[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프로그래밍언어(2)[초]

공기업, 
공무원 및 
연구소
(O)

전문
전력전자응용
신재생에너지

전력공학실험 캡스톤디자인

실무

마이크로컴퓨터
현대제어이론
전기기기제어
배전공학
집적회로설계
전력전자
초고주파회로설계

전기전자기초실험
전기전자실험[필]
전자회로실험
전자회로응용실험

기초설계[필]

심화

전기자기학(1)[필]
전기자기학(2)
회로이론(1)[필]
회로이론(2)
디지털공학

전자회로(1)[필]
전자회로(2)
반도체공학
전기기기
제어공학[필]
송전공학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일반화학[초]
일반생물[초]

프로그래밍언어(1)[초]
프로그래밍언어(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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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프로젝트 구성 및 
현장전문 지식 

전문

캡스톤디자인(G)
전력전자응용(G)
전력공학실험(G)
신재생에너지(G)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직무능력

실무

전기전자기초실험(G)
전기전자실험(G)
기초설계(G)

전자회로실험(G)
마이크로컴퓨터(G)
현대제어이론(G)
배전공학(G)
전기기기제어(G)

전자회로응용실험
(G)
집적회로설계(G)
전력전자(G)
초고주파회로설계(G)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능력

심화

전기자기학(1)/(2)(G)
회로이론(1)/(2)(G)
반도체공학(MCHO)
디지털공학(G)

전자회로(1)/(2)(G)
전기기기(MCHO)
송전공학(G)
제어공학(G)

수학, 기초과학, 
프로그래밍언어 

공학능력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2)*(G)
대학수학(1)/(2)*(G)
프로그래밍언어(1)/(2)*(G)
일반화학*(G)
일반생물*(G)

공업수학(1)/(2)*(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E)에너지 및 전력산업  (M)전기자동차 및 IT산업  (C)건설 및 중공업 산업

     (H)가전 및 전기전자 관련 산업  (O)공기업, 공무원 및 연구소  
 *표시 : MSC과목

비 
교 
과

▪싹수 프로그램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신입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TBL(Team-Based   
Learning)

▪꿈수 프로그램
▪TBL(Team-Based    
Learning)

▪땀수 프로그램
▪3~4학년 대상       
  자격증특강
◾현장실습
◾JJ직무 멘토링
▪PBL(Problem Based   
Learning)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졸업생 선배
  초청 강연
▪3~4학년 대상 
  자격증특강
▪현장실습
◾JJ직무 멘토링
▪PBL(Problem Based   

Learning)

선후배 간 정규교과 학습활동,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활동,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활동, 
재학생 직무능력향상 특강, 전공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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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30 1~2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상

 ◾심화과정: 전공 90학점(기초 30 + 전필 18 + 전선 42) 이상

   (공학인증)                   ※설계점수 12점 이상 포함

전필 18

2~4

전선 42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 이수학점 130  

    ◾공학인증과정 이수자: 공학사(전기전자공학 심화) 학위수여

                         ◾일반과정 이수자: 공학사 학위수여

※ 공학인증과정 이수자는 설계점수를 12학점 (기초설계 3점, 요소설계 6점, 캡스톤디자인 3점) 이상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

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초 6학점 (MS 영역 지정교과목 中 택 2) 이수

◾기본과정(전필 18 + 전선 24)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

수전공시

◾기초 6학점 (MS 영역 지정교과목 中 택 2) 이수

◾기본과정(전필 18 + 전선 24학점)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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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 * ,** 표시는 기초설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임

※ 공학인증과정 이수자는 설계학점을 12학점(기초설계 3학점, 캡스톤디자인 3학점 포함) 이상 이수해야 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5411 대학수학(1) College Mathematics(1) 3 3 심화 5 3 2

기초 15418 일반물리및실험(1)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1) 3 4 심화 4 4 2

기초 15424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3 3 심화 4 4 2

기초 06669 일반생물 General Biology 3 3 심화 5 3 2

2

기초 15412 대학수학(2) College Mathematics(2) 3 3 심화 5 3 2

기초 15419 일반물리및실험(2)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2) 3 4 심화 4 4 2

기초 15425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3 3 심화 3 5 2

기초 05790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3 3 심화 5 3 2

2

1

기초 15408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3 3 심화 5 3 2

전필 08928 전기자기학(1) Electromagnetics(1) 3 3 심화 5 3 2

전필 08064 회로이론(1) Circuit Theory(1) 3 3 심화 4 4 2

전선 10152 전기전자기초실험 Electrical Engineering Basic Lab 3 4 실무 2 5 3

전선 10736 디지털공학 Digital Electronics 3 3 심화 3 4 3

전필 12353 기초설계* Fundamentals of Design 3 3 실무 4 3 3

2

기초 15409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 3 심화 5 3 2

전필 10164 전기전자실험 Electrical Engineering Lab 3 4 실무 2 5 3

전선 09226 전기자기학(2) Electromagnetics(2) 3 3 심화 5 3 2

전선 07262 회로이론(2) Circuit Theory(2) 3 3 심화 4 4 2

전선 07697 반도체공학 Semiconductor Engineering 3 3 심화 5 3 2

3

1

전필 06069 전자회로(1) Electronics Circuits(1) 3 3 심화 5 3 2

전필 08111 제어공학 Automatic Control Systems 3 3 심화 6 3 1

전선 10154 송전공학 Electrical Transmission Engineering 3 3 심화 6 2 2

전선 09782 전기기기 Electrical Machines 3 3 심화 6 3 1

전선 08637 마이크로컴퓨터 Microcomputer 3 3 실무 3 5 2

2

전선 08122 전자회로실험 Electronic Circuit Lab 3 4 실무 3 5 2

전선 07248 전자회로(2) Electronic Circuits(2) 3 3 심화 5 3 2

전선 07699 현대제어이론 Modern Control Theory 3 3 실무 6 3 1

전선 10157 배전공학 Electrical Distribution Engineering 3 3 실무 6 2 2

전선 10155 전기기기제어 Electrical Machines Control 3 3 실무 6 3 1

4

1

전선 10156 전자회로응용실험 Applied Electronic Circuit Lab 3 4 실무 3 5 2

전선 12910 초고주파회로설계 RF Circuit Design 3 3 실무 6 2 2

전선 08929 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3 3 실무 3 5 2

전선 13545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전문 4 3 3

2

전선 15184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3 3 전문 3 4 3

전선 09601 전력전자응용 Power Electronics Application Engineering 3 3 전문 3 5 2

전선 07325 집적회로설계 VLSI Design 3 3 실무 4 4 2

전선 12660 전력공학실험 Power System Engineering Lab 3 3 전문 3 4 3

논문 05139 논문 P - 전문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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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미분적분학을 기초로 한 각종 미분방정식의 해법

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적으로 문제해결 및 모델

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미분방정

식의 해법에서 벡터해석까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students of 

engineering and physics to those areas of 

mathematics which, from a modern point of 

view, seem to be most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practical mechanical  problems.

기초
(532)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에 필요한 라플라스 변환, 벡터, 행렬, 그리

고 푸리에 급수, 적분 그리고 변환에 대해 배움

으로써 공학설계에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을 기른

다.

This course is for engineering students to 

enhance design capability by studying Laplace 

transform, vector and matric analysis, and 

Fourier series, integral, and transform.

기초
(532)

대학수학(1) Calculus(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

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

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열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기초
(532)

대학수학(2) Calculus(2)

본 과목은 수학교육 전공과목 중에서 기초 과목

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전공과목을 쉽게 이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평면 해석기하,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좌표, 벡터 

등이다.

In Calculus(2), we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Plane analysi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 analysis, etc.

기초
(532)

일반생물 General Biology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 생명체의 기본단위

인 세포, 물질대사, 그리고 동. 식물의 구조의 기

능들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한다.

Structure material, cell that is standard unit of 

living things, metabolism, and copper that 

accomplish life. Learn and understands about 

functions of structure of plant.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물리학은 이학 및 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 Physics & Experiment(1) is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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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는 필수학문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응용함을 

목표로 하며, 운동, 뉴턴 법칙, 보존의 법칙, 일과 

에너지, 오실레이션, 파동운동, 음향, 중첩의 원리 

등의 역학과 열역학, 유체역학 등을 배운다.

semester of a two-semester sequence 

primarily for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students. Covers topics in 

mechanics (such as motion, Newton's 

laws, conservation laws, work, energy, 

systems of particles, and rotational 

motion), in mechanical waves (such as 

oscillations, wave motion, sound, and 

superposition), in thermal physics and in fluid 

mechanics.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진동과 파동, 전기와 자기, 교류회로와 전자기파, 

빛의 반사와 굴절, 파동광학, 특수상대론, 원자물

리학, 양자물리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며, 실험

과 관측을 통하여 물리학의 원리를 이해한다. 

Vibration and wave, electricity and magnetism, 

AC circuit and electromagnetic wave,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light, wave optics, special 

relativity, atomic physics, quantum physics are 

studied, and the principles of physics are 

understood through experiments and 

observations.

기초
(532)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화학의 전반을 개관, 기본원리와 이론 및 학설과 

응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 및 분

자구조를 이해시켜 상급 학과목의 기초가 되게 

한다.

Elementary of concepts of general chemistry is 

introduced. Atomic theory, nomenclatures, 

quantitative chemistry, chemical reaction, 

periodic tables are major concerns.

기초
(442)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분야별 프로그래밍 

목적, 절차, 개발과정 등의 개괄적인 이해와 어셈

블리어, BASIC, FORTRAN, C, C++, Visual 

Programming등의 용도별 특징을 살펴보고 

Visual-Basic 및 Visual-C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과 프로그램 개발 도구 사용법의 기초를 가

르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Lectures use a variety 

of existing general-purpose programming 

languages originated from different programming 

paradigm: imperative, functional, logical, a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기초
(352)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공학적 계산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 언어의 문법 학습, 개발

환경 구축 및 활용, 기본 예제의 컴파일과 디버

깅 등을 교육하여 향 후 고급  프로그래밍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른다.

This subject deals C-language which is generally 

used for solving engineering problem, detailed 

subjects are language grammar, developing tool 

environment setup, compiler utilization, 

debugging, etc. with this subject, students gets 

basic skills to jump up to the high level 

programm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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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전기자기학(1) Electromagnetics(1)

정전계 및 정자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전계의 세기, 전속밀도, 전위 등의 기본 성질을 

가우스의 법칙, 발산의 법칙을 통하여 이해한다. 

도체 및 절연체의 성질을 이해하고 유전체, 정전

용량을 도입한다.

특징: 전공기초과목으로 전계와 자계에 대한 

      특성을 공부한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철도기사, 전자기사 자격증관련과목

We learn about electric field and magnetic field. 

Basic properties such as electric field strength, 

electric flux density, and electric potential are 

understood through Gauss's law and divergence 

law. We also cover the properties of conductors 

and insulators, and introduce dielectrics and 

capacitances. 

심화
(442)

회로이론(1) Circuit Theory(1)

전공 기초과목으로 전기전자 부품인 저항, 인덕

터, 커패시터에 대하여 배우며, 이들로 구성된 회

로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옴의 법칙과 

키르히호프의 법칙, 회로해석 방법인 가지전류법, 

망로법, 절점법에 대하여 배우고, 테브난 정리와 

노턴 정리, 중첩의 원리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징: 전공 기초과목으로 일반적인 회로 해석 

      방법을 배운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철도신호기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In circuit theory as a foundation course, resistors 

and capacitors and inductors will be learned and 

the analysis methods of circuits composed of 

these components will be studied..  

We learn about Ohm's law, Kirchhoff's law, 

circuit analysis methods such as branch current 

analysis method, mesh analysis method, node 

analysis method, and the principle of the 

Thevenin theorem, Norton theorem, and 

superposition. theorem.

실무
(253)

전기전자실험 Electrical Engineering Lab

교류회로소자의 이해와 교류회로, 공진회로, 필터 

등 전기전자 전공에서 필수적인 전기전자회로의 

실험을 실시하고, 오실로스코프 등 기자재와 

P-spice, Math-cad 등의 소프트웨어를 자유로이 

다루며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징: 실험실습과목

This set of student labs are designed to 

recreate simple experiments (such as 

understanding of ac circuit device, resonance 

circuit, filter, etc) in the field of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by using simulation 

soft-wares (P-spice, Math-cad), electronic 

devices and measurement system (Digital 

Oscilloscope).

심화
(631)

제어공학 Automatic Control Systems

자동화의 기본 기술인 계측, 제어 및 이에 관련

된 기술을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공학 분야이다. 

제어의 대상이 되는 플랜트를 모델링, 제어시스

템의 응답,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 근궤적기법

Control engineering is an engineering field that 

systematically deals with measurement, control, 

and related technologies, which are the basic 

technologies of automation. Modeling the pl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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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과 안정도에 대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근궤적 기

법을 이용하여 제어기를 설계한다.

특징: 제어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안정도에 대하여       

  공부한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철도신호        

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be controlled, the response of the control 

system, Laplace transformation, transfer function, 

root locus technique and stability are studied. 

Then, a controller is designed using the root 

locus technique.

심화
(532)

전자회로(1) Electronic Circuit(1)

능동소자인 BJT와 FET에 대하여 배우고 이들 트

랜지스터로 구성된 증폭기 회로에 대하여 공부한

다. 공통 에미터, 공통 베이스, 공통 콜렉터 구조

와 공통 소스, 공통 게이트, 공통 드레인 구조에 

대하여 배운다. 다이오드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이용한 정류회로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징: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의 

     해석에 대하여 공부한다. 전자기사, 반도체 

     설계기사, 전파통신 기사, 무선설비 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The concept of amplifiers and their equivalent 

circuits are shown and the basic  4 types of 

amplifiers are studied. Learn about diode and 

rectifier circuit using it. This course deals with 

operational amplifier, differential amplifier, 

differentiator and integrator circuit using it.

실무
(433)

기초설계 Fundamentals of Design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하

고, 혼자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인 조직의 

극대화된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브레인스토밍, 등과 같은 공학적인 도구, 공학도

가 갖추어야 할 팀워크 및 공학윤리에 대해 배운

다. 

특징: 공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한 

     설계를 시작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fundamental concept of 

engineering design, brainstorming for creative 

thinking or idea for design, team building and 

ethics as a tool for engineering design and 

ethics that good engineers should hav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253)

전기전자기초실험 Basic Electrical Engineering Lab

전기전자 전공에서 필수적인 전기전자회로의 기

초실험을 실시한다. 각종 계측장비들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테브난 등가회로, 중첩의 원리 등 회

로이론을 기초한 실험을 하며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다이오드, 등에 대하여 특성을 실험한다. 

이와 함께 회로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실험한다. 

특징: 실험실습과목, 회로이론과 연계하여 교육

This is an experimental course to design and 

analyze circuits including independent and 

dependent voltage and current source, elements 

such as resistors, capacitors, inductors and 

diodes, circuits such as parallel or series 

combinations of elements, voltage dividers, 

current dividers, theories such as Kirchhoff's 

current and voltage laws, Ohm's law, Thevenin 

and Norton equivalent circuits to simpl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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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analysis process, maximum power transfer to 

load, and finally, teach P-spice software as a 

computer tool to verify electrical circuit design.

심화
(343)

디지털공학 Digital Electronics

부울대수, 기본게이트, 조합 논리회로의 간략화 

및 설계 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플립플롭, 레지

스터, 카운터 등 순차 논리회로를 이해하고 멀티

플렉서, 레지스터, A/D, D/A 변환에 대해 배운다. 

회로 시뮬레이션 및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적인 

회로 설계 과정을 체험한다.

특징: 교직과목, 디지털 컴퓨터, 데이터 통신, 

      디지털 기록, 디지털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데에 응용됨.  논리게이트 소자들을 

      이용한 실험실습을 병행한다.

This class explores fundamental concepts of 

digital systems at all levels. We will examine 

simple logic circuits, programmable logic, and 

microcontrollers. We will look at how to design 

decoder, multiplexer, flip flop, counter, register.  

Also we will look at how to  build them, how 

to program them, and how to use them within 

a complete system.

심화
(442)

회로이론(2) Circuit Theory(2)

교류회로의 해석을 위한 페이저에 대하여 공부

하고, 이를 이용한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하여 배

운다. 스위치 동작 후의 과도상태 해석과 이를 

해석하기 위한 라플라스 변환을 공부하고 변압

기 해석을 위한 유도결합회로와 삼상회로의 해

석에 대하여 배운다.

특징: 교류회로 해석 방법을 배운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철도신호기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The phasor for the analysis of ac circuit is 

studied and the circuit analysis method using it 

is studied. Study transient analysis after switch 

operation, and learn about inductive coupling 

circuit for transformer analysis. and three phase 

circuit analysis.

심화
(532)

전기자기학(2) Electromagnetics(2)

무선 통신, 회로, 마이크로파 통신 및 레이더, 안

테나, 센서, 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 모터, 

발전 및 전송 응용 분야의 전자기 현상을 탐구

한다. 자기장, 인덕턴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

자기장, Maxwell 방정식, 전송선, 평면파 등의 내

용을 공부한다.

▪특징: 전공기초과목으로 전계와 자계에 대한 특성을 

공부 한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철도기사, 

전자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This course explores electromagnetic phenomena 

in modern applications, including wireless 

communications, circuits, microwave 

communications and radar, antennas, sensor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otors, and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Fundamentals covered include: magnetism, 

inductance, time-varying electromagnetic fields, 

Maxwell's equation, transmission line, plane 

wave.

실무
(352)

전자회로실험 Electronic Circuit Lab

전자회로 이론을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실

제 회로의 합성 및 제작에 필요한 소양을 키운

다.  또한 이러한 실험을 통해 창의적인 전자회

로 설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특징: 차동증폭기, 연산 증폭기, 능동 여파기, 

The theory of electronic circuits is verified 

through actual experiments, and the knowledge 

required for synthesis and manufacturing of 

actual circuits is developed. Also, through these 

experiments,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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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비안정발진기 및 플립플롭, 단안정발진기 및    

    슈미트트리거, 연산 증폭기, 타이머, 이상 

      발진기, 푸시풀 증폭기, 전압 안정화 회로 

      등에 대해 공부한다. 

concept of creative electronic circuit design.

실무
(352)

마이크로컴퓨터 Microcomputer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구조, 명령어 세트, 레지스

터에 관하여 배우며, 어셈블리어나 C-언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주변장치의 제어에 관

하여 배운다.  제어회로, 데이터연산, 메모리인터

페이스 및 인터럽트로 구성되어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디지털회로의 주요기능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회로 설계 능력을 증진할 수 있

다.

특징: 마이크로컨트롤러 칩을 활용하여 응용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실습을 진행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 칩과 메모리칩, 디스플레이    

   소자, 클럭발생회로, 인터럽트 발생회로 등을      

 이용하여 브레드보드상에서 간단한 응용시스       

템을 제작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활용방법       

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broad understanding of 

microcontroller features and options. These 

topics have been selected to facilitate the 

comprehension of the general functions most 

widely used in real-time controllers and are 

accompanied by lab exercises. After a brief 

overview of the C compiler,  topics include 

hardware and software development techniques, 

interrupts, timers, memory bus interfacing, 

synchronous & asynchronous serial 

communications, A/D conversion, I/O interfacing 

of a keypad & LCD panel,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and fuzzy logic control.

실무
(622)

초고주파회로설계 RF Circuit Design

회로이론과 전자회로, 초고주파 공학을 기본 학

문으로 하여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같은 무선통

신의 필수 부품인 증폭기, 발진기, 믹서 등의 설

계 방법을 교육하며 이와 관련된 수동 부품의 

특성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설계를 한 후 직접 

PCB를 제작하여 회로의 동작을 확인한다.

특징: 회로 설계교과목으로 초고주파 회로를 설계     

   하고 제작하여 회로의 특성을 검증한다.     

      Capstone design,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     

   사 자격증 관련과목

Students will learn how to design amplifiers, 

which are essential parts of wireless 

communication such as mobile communication 

and satellite communication on the basis of 

Circuit Theory and Electronic Circuit. Study 

how to use Smith chart and impedance 

matching method.

심화
(622)

송전공학 Electrical Transmission Engineering

가공선로의 개요, 전선의 종류, 전선의 허용전류, 

가공전선로용애자, 가공전선로용 지지물과 지중

선로의 개요, 케이블의 종류, 시공방식과 지중선

로 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징: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철도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course in the 

field of electric power systems and power 

system apparatus. Materials encountered in the 

subject includes: Fundamentals of 

energy-handling electric circuits and 

electro-mechanical apparatus. Modeling of 

magnetic field devices and description of their 

behavior using appropriate models. Transmission 

line model with lumped paramet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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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distributed parameters. Modeling of 

synchronous, induction and DC machinery.

실무
(631)

현대제어이론 Modern Control Theory

제어이론에서 배운 모델링 기법과 이론을 바탕

으로 주파수 응답과 상태변수에 대하여 공부한

다. 주파수 해석에서는 보드선도, 나이키스트 선

도에 대하여 공부한다. 보드 선도와 나이키스트 

선도에서의 이득여유와 위상여유에 대하여 배운

다. 이를 이용하여 안정도를 판별한다. 

특징: z-변환, 이산시간시스템에 대하여 공부한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철도신호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Based on the modeling techniques and theories 

learned in control theory, we study frequency 

response and state space variables. In the 

frequency analysis of the system, we study the 

Bode diagram and the Nyquist diagram. In the 

lecture, gain margin and phase margin in the 

Bode diagram and the Nyquist diagram are 

learnd. Also, using them the stability of the 

system are determined.

심화
(532)

전자회로(2) Electronic Circuit(2)

차동증폭기와 이를 기본으로 하는 연산증폭기에 

대하여 배우고, 증폭기의 귀환회로에 대하여 공

부한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디지털 회로 해석에 대하

여 공부한다. CMOS인버터의 동작원리에 대하여 

배우며, 이를 이용한 응용회로와 게이트 회로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징: 증폭기를 공부한 후 이를 응용한 회로와 

      디지털 전자회로의 기초를 배운다. 전자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Learn about active elements, BJT and FET, 

and study amplifier circuits composed of these 

transistors. Learn about the common emitter, 

common base, common collector structure for 

BJT amplifiers. and common source, common 

gate, and common drain structure for FET 

amplifiers.

실무
(352)

전자회로응용실험 Applied Electronic Circuit Lab

증폭기 회로의 분석 및 설계, 트랜지스터 증폭기

의 주파수 응답; 차동 증폭기, 연산 증폭기의 내

부 구조, 특성 및 응용회로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역학센서, 온도센서, 광센서, 자기센서, 화학센서 

등 각종 물리량과 화학량을 전기량으로 변환시

키는 센서들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를 응용하는 

계측기술 및 신호처리방법, 저장방법 등을 배운

다. 

▪특징: 여러 가지 short term project를 수행

Laboratory experiments reinforce concepts: 

Analysis and design of amplifier circuits; 

Frequency response of transistor amplifiers; 

Differential amplifiers; Application circuits of 

operational amplifiers In addi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sensors that convert various physical 

and chemical quantities into electricity, such as 

mechanical sensors, temperature sensors, optical 

sensors, magnetic sensors, and chemical sensors, 

students learn measurement techniques, signal 

processing methods, and storage methods that apply 

them.

실무
(622)

배전공학 Electrical Distribution Engineering

전력 시스템의 안정도, 이상 전압, 전력 시스템

의 보호 계전, 배전 계통의 구성, 변전소의 수전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course in the 

field of electric power distribu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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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방식, 부하설비 용량을 추정하여 변전설비 시스

템을 구축하는 방식, 변전 설비용 기기들의 특성 

및 접지 방식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기기들

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계전기를 사용하는 방

식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징: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철도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Material encountered in the subject includes: 

Fundamentals of power distribution electric 

circuits and electromechanical apparatus. Power 

electric circuits, magnetic circuits, protective 

relays, and distribution substation configuration.

심화
(631)

전기기기 Electrical Machines

이 강의에서는 기계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의 

변환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에너지의 변

환 과정에서 회전기의 원리와 변압기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징: 에너지 변환장치에 대하여 배운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철도공사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This course inspects a process of energy 

conversion from mechanical energy to a 

electrical energy and vice versa. During a 

energy conversion process, electric machinery 

and transformer fundamentals will be taught. 

심화
(532)

반도체공학 Semiconductor Engineering

반도체 소자의 특성과 동작 및 한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배운다.  반도체 물성의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깊이 공부하기 위하여 양자역학의 

기초와 고체의 양자이론에 대하여 배운 후, PN 접

합 다이오드,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MOSFET의 구

조와 동작원리에 대하여 배운다.

특징: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정보통신  기

사, 무선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파통신        기사, 

전파전자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Students learn basic knowledg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peration and 

limitations of semiconductor devices. In order to 

study the physical properties of semiconductor 

properties in depth, students learn the basics of 

quantum mechanics and quantum theory of 

solids, and then learn about the structure and 

operation principle of PN junction diodes, 

bipolar transistors, and MOSFETs.

실무
(442)

집적회로설계 VLSI Design

VHDL을 이용한 VLSI 설계방법 등을 배운다.  디

지털집적회로 설계방법을 학습하고 프로젝트 수

행을 통하여 실제 디지털회로 블록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및 FPGA 하드웨어를 통하여 검증한

다.

▪특징: 설계된 디지털 시스템을 미리 FPGA로 구현하

여 직을 점검하는 실습을 병행한다.

Integrated Circuit Design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student to design VLSI using 

VHDL.  Students learn how to design digital 

integrated circuits, design real digital circuit 

blocks through project execution, and verify 

through simulation and FPGA hardware.

실무
(631)

전기기기제어 Electrical Machines Control

이 강좌에서는 직류기와 동기기의 원리에 대하여 

공부한다. 직류기를 모델링하고 직권, 분권과 복

권 결선 방법에 대하여 이해한다. 직류기의 속도

제어, 유도기전력과 발생 토크에 대하여 공부한

다. 그리고, 동기기를 모델링하고 출력과 토크와 

운전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징: 직류기를 모델링하고 해석한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관련 과목 

In this course, we study the principle of DC 

and synchronous machine. we study the 

modeling a DC machine and understanding how 

to connect series, shunt and compound. We 

study on speed control, induced electromotive 

force and generated torque of DC machine. 

Then, we study about the modeling the 

synchronous machine and study the output, 

torque and operation metho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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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synchronous machine.

실무
(352)

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를 바탕으로 한 스위칭 전력변환 장치

의 주회로 동작 및 시스템제어에 대해 학습하고, 

전력전자 응용분야의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해 알

아본다.

특징: 전기기사, 전기공사 자격증관련과목, 

     전력변환장치 등 설계교육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of power 

semiconductor devices, circuits and controllers 

used in systems for electronic power processing.

-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power semiconductor devices. 

- Operation fundamentals and analyze of       

   AC-DC rectifier circuits and DC-DC 

converter circuits for power converter 

applications 

전문
(352)

전력전자응용 Power Electronics Application Engineering

가전기기 및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스위칭 전

원관련 기술인 비절연형 강압, 승압 변환기 및 절

연형 플라이백, 포워드, 풀브리지 DC/DC 변환기 

실험실습 및 DSP 응용기술을 교육한다.

특징: 기업체 주문교육, 캡스턴디자인 과목, 팀활동

In this course, design and experiment of the 

non-isolated power supply (buck, boost converter) 

and the isolated power supply (forward, 

full-bridge converter), and identify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power conversion topologies, and 

DSP applications.

전문
(433)

개인프로젝트(종합설계) Capstone Team Project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이

나,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 혹은 공학적으로 흥

미로운 것을 새로운 생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

하여 작품을 완성해본다.

특징: 기업체 주문교육, 캡스턴디자인 과목, 팀활동

This course gives students a chance to build 

team, to solve a design problem by using all 

the knowledge offered by electrical and 

electronics departments, to communicate their 

results with other students for demonstration 

purpose.

전문
(433)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Capstone Design

전기전자공학에서 제공한 교과목의 실험 및 설

계교과목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설계능력을 배

양한다.

특징: 창의적인 설계능력 배양  

Through all the experiment and design courses 

offered by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s 

department, this course improves a system 

design capability which is promptly applicable in 

the field.

전문
(343)

전력공학실험 Power System Engineering Lab.

전력계통의 구성 요소인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 

전동기의 실물 축소 모형을 이용하여 축소 송전 

계통을 구성하고, 송전, 변전, 계통 보호, 변압기 

보호와 같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장비를 이

용하여 전력계통 모형 실험을 한다. 이를 통하여 

실제 전력계통의 이해도를 높인다.

특징: 전력 계통의 축소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전력 계통의 이해를 높인다.

In this course, power system is assembled with 

small power system apparatus model such as 

synchronous generator, transformer, synchronous 

motor, induction motor, and DC motor, and their 

operation and protection experiments a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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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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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43)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하여 공부함. 태양전지 발

전, 태양열 발전, 풍력발전, 지열발전, 바이오발

전, 연료전지에 관하여 배운다

Study on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because of a depletion of fossil energy and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Learn about a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 solar heat 

power generation, a wind power generation, a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 bio power 

generation, and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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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과 (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미래를 개척할 실무능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ICT 분야의 수퍼스타 

전공능력 정보통신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교육목표

정보통신공학과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통신기술, 네트워크(인터넷), 

전자공학 분야의 시스템 HW 및 SW, ICT 관련 전문기술을 교육하며, 구체적인 교육목표로는 아

래와 같다.

 ◾정보 통신에 필요한 공학수학, 기초과학, 공학이론을 이해하고 도구 및 정보 자료를   활용하

여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정보 통신에 관련된 최신 기술, 제품, 개발도구 동향을 파악하고 활용하여 

   실용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기술자를 양성한다.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을 바탕으로 구성원과 조화되는 엔지니어를 육성하여 

   지역 및 광역 사회에 기여할 실용 직업인을 양성한다.

교육과정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사업 

- 전라북도와 전주대학교, 그리고 협약을 맺은 기업체가 함께 졸업생의 취업률 및 취업의 

질을 높이는 사업

- 대학에서 기업체의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기

업체는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

 ◾전북 테크노파크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 전라북도 전략산업분야를 선도할 ICT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 3, 4학년 대상으로 참여학생 10명 선발. 선발된 학생들은 1~2년 동안 업체가 요구하는 실

무위주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참여업체로 유리한 조건에서 취업 가능

- 참여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 지원 

 ◾ICT 활용 교육 기법을 적용한 참여 교육

 ◾산학협동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수여학위 공학사(정보통신공학전문) / 공학사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CCNA, 
CCNP 

데이터 통신망 구축 및 운용 CCNA, CCNP,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무선통신기사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전자기사, 정보통신기사, 전기기사 , 무선설비기사, 
무선통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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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정보통신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정보통신공학

기술 활용능력

정의
공학적 기초지식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공학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찾고 이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주어진 공학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론적 공학기술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장실무능력

정의
공학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으며 업무절차를 계획
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실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통신공학 전문지식, 연구결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한 조건을 반영한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계
할 수 있다.  

협업 및 

소통능력

정의
팀 구성원으로써 다른 팀원들과 협동하여 주어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능력

준거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의견을 발표와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및 다른 팀원들과 원활히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정보통신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 ● ◐

데이터 통신망 구축 및 

운용
● ◐ ◐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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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구성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마인드

실무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프로젝트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 능력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한 설계능력

적극적인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분석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설계제한

요소분석, 도구 활용 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정보통신공학

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

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캡스톤디자인 ◐ ○ ● 2 4 4

전자응용 ● ◐ ○ 2 4 4

스마트팩토리 ◐ ● ○ 4 4 2

머신러닝 ◐ ● ○ 5 3 2

WPAN응용 ◐ ● ○ 3 5 2

이동통신 ◐ ● ○ 5 3 2

실무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 ● ○ 3 5 2

컴퓨터네트워크 ◐ ● ○ 3 5 2

웹프로그래밍 ○ ◐ ● 3 5 2

모바일프로그래밍 ○ ◐ ● 3 4 3

IoT와센서 ● ◐ ○ 2 4 4

임베디드시스템 ◐ ● ○ 2 4 4

네트워크보안및실습 ◐ ● ○ 2 4 4

CAD실습 ○ ● ◐ 3 5 2

JAVA프로그래밍 ○ ◐ ● 3 5 2

심화

디지털시스템 ◐ ● ○ 5 3 2

정보통신실험 ◐ ○ ● 2 4 4

네트워크실험 ◐ ○ ● 2 4 4

기초전자회로 ● ◐ ○ 5 3 2

데이터통신 ◐ ● ○ 4 4 2

디지털전자회로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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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정보통신공학

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

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안테나공학 ◐ ● ○ 5 3 2

디지털통신 ● ◐ ○ 5 3 2

통신이론 ● ◐ ○ 6 2 2

기초

정보통신개론 ● ◐ ○ 6 2 2

창의적공학설계 ◐ ○ ● 3 4 3

대학수학(1) ● ◐ ○ 5 3 2

대학수학(2) ● ◐ ○ 5 3 2

일반물리 ● ○ ◐ 4 3 3

프로그래밍언어(1) ◐ ● ○ 3 5 2

프로그래밍언어(2) ◐ ● ○ 3 5 2

회로이론및실습 ◐ ● ○ 4 4 2

공업수학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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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정보통신공학기술 
활용능력 현장실무능력 협업 및 소통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S) 

전문
WPAN응용
스마트팩토리
머신러닝 

캡스톤디자인

실무
IoT와센서 컴퓨터네트워크[필]

임베디드시스템
네트워크보안및실습

웹프로그래밍[필]
모바일프로그래밍
JAVA프로그래밍

심화
기초전자회로
디지털통신
통신이론[필]

데이터통신[필]
디지털시스템

정보통신실험
네트워크실험

기초

정보통신개론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초]
공업수학

회로이론및실습[필]
프로그래밍언어(1)[필]
프로그래밍언어(2)[필]

창의적공학설계

데이터 통신망 
구축 및 운용

(D)

전문

전자응용 스마트팩토리
WPAN응용
이동통신

캡스톤디자인

실무

IoT와센서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컴퓨터네트워크[필]
임베디드시스템
네트워크보안및실습

웹프로그래밍[필]

심화

기초전자회로
디지털전자회로
디지털통신
통신이론[필]

데이터통신[필]
안테나공학
디지털시스템

정보통신실험
네트워크실험

기초

정보통신개론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초]
공업수학

회로이론및실습[필]
프로그래밍언어(1)[필]
프로그래밍언어(2)[필]

창의적공학설계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H)

전문

전자응용 스마트팩토리
머신러닝
WPAN응용
이동통신

캡스톤디자인

실무

IoT와센서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컴퓨터네트워크[필]
임베디드시스템
CAD실습

웹프로그래밍[필]
JAVA프로그래밍

심화
기초전자회로
디지털전자회로
통신이론[필]

디지털시스템
데이터통신[필]
안테나공학

정보통신실험
네트워크실험

기초

정보통신개론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초]
공업수학

회로이론및실습[필]
프로그래밍언어(1)[필]
프로그래밍언어(2)[필]

창의적공학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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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실무지식 
전문

WPAN응용(G)
전자응용(DH)
이동통신(DH)
스마트팩토리(G)
캡스톤디자인(G)
머신러닝(SH)

실무능력
팀웍 및 
의사소통

실무

CAD실습(H)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DH)
웹프로그래밍(G)

컴퓨터네트워크,(G)
JAVA프로그래밍(SH)
IoT와센서(G)
모바일프로그래밍(S)

임베디드시스템(G)
네트워크보안및실습(SD)

                   

문제분석 및
공학적 문제해결 

모델제시
심화

디지털시스템(G)
기초전자회로(G)
데이터통신(G)

디지털전자회로(DH)
통신이론(G)
안테나공학(DH)
디지털통신(SD)
정보통신실험(G)
네트워크실험(G)

수학, 기초과학, 
프로그래밍언어 

공학능력
정보통신의 이해

기초

정보통신개론(G)
대학수학(1)(G)
대학수학(2)(G)
일반물리(G)
프로그래밍언어(1)(G)
창의적공학설계(G)

회로이론및실습(G)
프로그래밍언어(2)(G)
공업수학(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S)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D)데이터 통신망 구축 및 운용  (H)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
로그램 

▪신입생 전공기초 학
습모임 

▪전공 프로젝트  비학
점 특강

▪1-2학년 대상의 전공 
그룹스터디 

▪학생 연구실을 
  활용한 그룹스터디
▪신진기술견학을 위한 
연구소 및 전시회 참관

▪3~4학년대상자격증
  특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졸업생 선배 초청 강연

▪학생 연구실을 활용한   
그룹스터디

▪3~4학년대상자격증
  특강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선도기업탐방,  자소서작성 및 취업특강
선진기업 탐방활동 및 실무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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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2
 ◾기본과정: 전공 51학점(기초 6 + 전필 21 + 전선 24) 이상 

 ◾심화과정: 전공 75학점(기초 6 + 전필 21 + 전선 48) 이상 
전필 21 1~3

전선 48 1~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전공내규 참고)

졸업 이수학점 130  

 ◾과정 이수자: 공학사 학위수여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전필 21 + 전선 24 + 논문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초 6 + 전필 21 + 전선 24 + 논문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벤처창업 연계전공

■ 하림산학 융합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①
참여전공

이수학점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과목
신설융합과목

(A)
참여학과 과목

(B)
기타

(A or B)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9학점 6학점 3학점 9학점 57학점

7과목
융합기초 

3과목 

현장실습 

3과목
2과목 1과목 3과목 19과목



557

공과대학 - 정보통신공학과

[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5411 대학수학(1) Calculus(1) 3 3 기초 5 3 2

전필 15999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3 3 기초 3 5 2

전선 10588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 3 기초 3 4 3

2

기초 15412 대학수학(2) Calculus(2) 3 3 기초 5 3 2

기초 07008 일반물리 General Physics 3 3 기초 4 3 3

전선 14699 정보통신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 Communication 3 3 기초 6 2 2

2

1

전필 16207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3 3 기초 3 5 2

전필 16205 회로이론및실습 Circuit Theory and Experiments 3 3 기초 4 4 2

전선 08791 디지털시스템 Digital System 3 3 심화 5 3 2

전선 16206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 3 기초 6 2 2

2

전선 00000 CAD실습 Computer Aided Design and Practice 3 3 실무 3 5 2

전선 12071 기초전자회로 Basic Electronics 3 3 심화 5 3 2

전선 10738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Micro Processor and Practice 3 3 실무 3 5 2

전필 06402 데이터통신 Datal Communication 3 3 심화 4 4 2

전필 09568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실무 3 5 2

3

1

전필 07157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 3 실무 3 5 2

전선 05720 디지털전자회로 Digital Electronics 3 3 심화 5 3 2

전필 14427 통신이론 Communication Theory 3 3 심화 6 2 2

전선 15024 정보통신실험 Information & Communication Experiments 3 3 심화 2 4 4

전선 00000 JAVA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3 실무 3 5 2

2

전선 12114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3 3 실무 3 4 3

전선 08656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 3 3 심화 5 3 2

전선 15466 IoT와센서 IoT and Sensor 3 3 실무 2 4 4

전선 15023 네트워크실험 Network Experiments 3 3 심화 2 4 4

전선 05528 안테나공학 Antenna Engineering 3 3 심화 5 3 2

4

1

전선 15467 전자응용 Electronic Applications 3 3 전문 2 4 4

전선 06390 이동통신 Mobile communications 3 3 전문 5 3 2

전선 00000 WPAN응용 WPAN Applications 3 3 전문 3 5 2

전선 16299 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3 3 전문 4 4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3 3 4

2

전선 12915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전문 2 4 4

전선 15199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3 3 실무 2 4 4

전선 15200 네트워크보안및실습 Network Security and Practice 3 3 실무 2 4 4

전선 16130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3 3 전문 5 3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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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대학수학(1) Calculus(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

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

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열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기초
(532)

대학수학(2) Calculus(2)

본 과목은 수학교육 전공과목 중에서 기초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전공과목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평면 해

석기하,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좌표, 벡터 등이다.

In Calculus(2), we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Plane analysi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 analysis, etc.

기초
(433)

일반물리 General Physics

물리학은 이학 및 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

는 필수 과목이다. 본 교과목은 자연 현상을 이

해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운동, 

뉴턴 법칙, 보존의 법칙, 일과 에너지, 오실레이

션, 파동운동, 음향, 중첩의 원리 등의 역학과 열

역학, 유체역학 등을 배운다.

Physics is a fundamental subject that is the 

foundation of all majors in science and 

engineering. This course aims to teach students 

the ability to understand natural phenomena. The 

course covers the dynamics, thermodynamics, and 

hydrodynamics of motion, Newton's law, 

conservation law, work and energy, oscillation, 

wave motion, sound, and superposition principles. 

Lear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52)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분야별 프로그래밍 

목적, 절차, 개발과정 등의 개괄적인 이해와 앱인

벤터, C언어의 용도별 특징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개발 도구 사용법의 기초와 C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에 대해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Lectures use a variety 

of existing general-purpose programming 

languages originated from different programming 

paradigm: imperative, functional, logical, a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기초
(442)

회로이론및실습 Circuit Theory and Experiments

전기 및 전자 회로의 기본 요소인 저항(R), 인덕

터(L), 커패시터(C)로 구성된 회로를 해석하는데 

A transient analysis and ac calculation using 

phaser will be taught. Laplace transfor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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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필요한 기본 이론을 배우고 여러 가지 입력 신호

에 따른 RLC 회로의 응답 특성에 대하여 배운다.

transformer and three phase circuit will be 

learned.

기초
(352)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공학적 계산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C언어의 문법 학습, 개발환경 

구축 및 활용, 기본 예제의 컴파일과 디버깅 등

을 교육하여 향후 고급 프로그래밍 응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른다.

This subject deals C-language which is generally 

used for solving engineering problem, detailed 

subjects are language grammar, developing tool 

environment setup, compiler utilization, 

debugging, etc. with this subject, students gets 

basic skills to jump up to the high level 

programming application.

실무
(35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웹상에서 응용 가능한 기초 프로그래밍을 배운

다. 기초 웹 프로그램 언어로서 HTML, 웹 툴 등

을 배워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각종 기술을 터득

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concept of 

Internet. Unlike general application programming, 

we practice Internet programming operating on 

Web.

실무
(35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론 및 기술에 대해 

배운다. 망 구성 및 운용 방식, TCP/IP 프로토콜, 

OSI 7계층 등을 비롯하여 각종 정보통신망의 효

율적인 정보 전송기법 및 운용 방식에 대해 학습

한다.

This course is concerned with the mode of 

opera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data network 

that are used to interconnect a distributed 

community of computers and the various 

interface a standards and protocols associated 

with them. Also, describe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s that are 

needed to perform specific distributed application 

functions.

심화
(622)

통신이론 Communication Theory

전기적 신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공학

의 분야에 있어서 기본 이론과 개념의 기초를 갖추

도록 하기 위해 신호와 스펙트럼 분석, AM, FM, PM 

등의 아날로그 변조이론과 아날로그 통신방식을 강

의한다.

This course covers signal and spectrum analysis, 

analog modulation and demodulation theory 

including AM, FM, PM.

심화
(442)

데이터통신 Datal Communication

본 교과목에서는 계층화된 통신구조, 큐잉시스템 

모델링 및 분석을 다룬다. 또한, 에러 컨트롤, 흐

름 및 혼잡 제어, 패킷 스위칭, 및 라우팅 등을 

다룬다. 네트워크 성능 분석 및 설계, 공유매체 

통신 방식 등에 관해 공부한다.

Layered communications architectures. Queueing 

system modeling and analysis. Error control, flow 

and congestion control. Packet switching, circuit 

switching, and routing. Network performance 

analysis and design. Multiple-access 

communications: TDMA, FDMA, polling, random 

access. Local, metropolitan, wide area, integrated 

services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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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43)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기본 설계 및 기본 설계 결과물을 포함한 각종 시

스템 설계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팀 구성, 

객체 설정, 자원 수집, 실험, 데이터 처리, 표현 등

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eam organizing, object 

setup, gathering resources, experimenting, data 

processing, and presentation in order to perform a 

communication system design project including the 

results of basic design and elementary design.

기초

(622)

정보통신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 Communication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원활

하게 전달하는 매체의 중요성과 그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며, 전파통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전파통신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

득한다.

As a basic subject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deals with the 

general concep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refore, it will be basis of the 

related major subject.

심화

(532)

디지털시스템 Digital System

디지털 소자의 논리 형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디지털 논리 회로의 설계 능력 및 디지털 컴퓨

터의 기본 동작 이해를 위한 기초를 학습한다.

This course offers Digital circuit theory including 

AND, OR gates, FF, Counter, ADC , Registers and 

MUX.

실무

(352)

CAD실습 Computer Aided Design and Practice

CAD를 이용한 2D. 3D 도면 작성 기술에 대해 공

부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기하학에 대해 공부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구조물 및 도면작성을 

위한 기술을 학습한다. 다양한 예제도면에 대한 실

습을 수행함으로써 CAD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covers 2D and 3D drawing technique 

using CAD. The students will study basic 

geometric theories and learn techniques for 

creating various structures and drawings. The 

students will also develop CAD skills by 

performing exercises of diverse example drawings.

심화

(532)

기초전자회로 Basic Electronics

본 과목에서는 전자 회로의 기초 실험을 실시하며 

각종 계측 장비들의 사용법을 익힌다. 각종 실험에 

사용되는 전원공급기, 측정 계기 및 부품들을 실제

적으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conduct basic experiments 

on electronic circuits and learn how to use 

various measuring instruments. It makes practical 

use of power supply, measuring instrument and 

parts used in various experiments.

실무

(352)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Micro Processor and Practice

마이크로컴퓨터의 기본구조, 동작원리, 상용 마이크

로프로세서의 종류와 특징 등을 배우며 마이컴 응

용회로 H/W 제작과 C 언어를 사용하여 마이컴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LED 제어, 7 세

그멘트 제어, LCD 제어, 모터 제어, 인터럽트, 타이

머/카운터, 시리얼통신 등을 실험실습하며 공부한다.

This subject deal with microcomputer,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develop AVR applications.

심화

(532)

디지털전자회로 Digital Electronics 

반도체소자 중에 IC를 이용한 회로 구성 및 그 응

용에 대하여 공부하여 실무에 적용하도록 한다. 연

산증폭기, 부귀환, 능동필터, 비선형연산증폭기, 발

In this course, we investigate diverse electronic 

theory on the diode, transistor, etc. In addition, 

we study the circuit design using Tr,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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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진기 등에 대하여 풍부한 예제를 중심으로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한다.

op-amp, capacitor etc.

심화

(244)

정보통신실험 Information & Communication Experiments

통신회로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이 목적이며 고주

파 회로 실험(발진회로, 동조회로, 증폭회로), AM, 

FM 송수신 이론 실습, PLL 등을 실험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make some experiments to 

understand Communication Circuits. for example, an 

oscillator circuit, an amplifier circuit, AM, FM, PLL 

etc.

실무

(352)

JAVA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본 과목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한다. 객체지향 모델 프

로그래밍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JAVA 

클래스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 학습

한다. 

This course studies JAVA programming, an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The 

students will study object-oriented model 

programming and learn programming techniques 

for JAVA class implementation.

심화

(532)

안테나공학 Antenna Engineering

전파통신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부품이 바로 신호

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안테나이다. 이러한 

안테나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사용 주파수대에 

적합한 안테나의 종류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며 급전선 이론, 안테나이론, 지상파전파, 대

류권 전파, 전파 잡음 등을 공부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study fundamental 

antenna system parameters such as gain, 

directivity, efficiency, input impedance, radiation 

pattern. In addition, the class will be focused on 

the theory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antennas, 

reciprocity, equivalence, and induction theorems. 

심화

(532)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

통신이론을 기초로 하여 ASK, PSK, QPSK 등 디지

털 통신 방식에 대하여 배우고, 실제 통신 채널에

서의 최적 필터 구현, 오류 확률과 검출 및 교정, 

각종 등화 방식, 다중화 및 동기 기술 등을 학습한

다.

This course offers Digital communication theory 

including ASK, PSK, QPSK through the basic 

communication theory. And deals with optimum 

filter, Error probability, error detection and 

correction, equalization, multiplexing, 

synchronization, and spread spectrum techniques.

심화

(244)

네트워크실험 Network Experiments

본 교과목은 LAN, WAN 등을 포함한 컴퓨터 네트

워크 구축 및 다양한 인터넷 통신 모드에 대한 실

험/실습을 수행한다.

This subject covers building of different computer 

networks, including LAN and WAN, ATM, and 

diverse network security problems.

실무

(244)

IoT와센서 IoT and Sensor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센서의 특성에 대해 공부하

고 다양한 센서를 사물에 연결하여 사물인터넷 환

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에 대해 실습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study characteristics of 

various sensors, and practice various technologies 

for establishing Internet environment of objects by 

connecting various sensors to objects.

실무

(343)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휴대폰 및 휴대용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응용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모

바일 기기용 OS와 모바일 프로토콜, 그리고 모바

일 기기 개발 환경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Practice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s for mobile 

phones and handheld wireless devices. Educate 

users how to use mobile device OS, mobile 

protocol, and mobile devic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conduct a project to develop 

simpl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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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전문

(244)

전자응용 Electronic Applications

본 교과목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MOSFET, 

OPAmp 등과 같은 전자 부품 및 전자회로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시스템의 제작 및 실습에 대해 학습한

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application 

systems using electronic components such as diodes, 

transistors, MOSFETS, OP Amp, and electronic circuits.

전문

(532)

이동통신 Mobile communications

무선통신, 이동통신의 기초, 셀룰러 이동통신, 페이

딩 대처기술, 다원접속방식을 이용한 이동통신 등

에 관해 공부한다.

Mobile Communications covers all area of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wireless local 

communication, Wireless telephone, cellular 

system, paging system, TRS, and satellite 

communications.

전문

(352)

WPAN응용 WPAN Applications

본 교과목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WPAN에 

대해서 공부한다. WPAN의 특징, 핵심기술, 응용분

야에 대해 소개하고 WPAN을 이용한 다양한 실습

을 수행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WPAN, a short-rang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course 

introduces the features, key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of WPAN, and the students will 

perform various design tasks using WPAN.

전문

(442)

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본 과목에서는 스마트팩토리를 설계, 구축 및 관리

하는데 이용되는 각종 기술 및 도구에 대해 소개

한다. 학생들은 운용 계획에서 생산 운영 프로세스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벨의 플랜트 관리 아키텍

처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technologies and tools 

used to design, build, and manage smart factories. 

Students learn about different levels of plant 

management architecture, from operational planning 

to production operations.

실무

(244)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조와 개발 등을 학습한다. 그

리고 시스템 초기화 프로그래밍, 디바이스 드라이

버 개념 및 입출력 장치에 대한 제어 프로그래밍

을 학습하여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This subject deals with Embedded system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Also the subject 

covers the system initialization programming, device 

driver, I/O device control.

전문

(244)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기초설계와 요소설계 내용을 포함한 통신 시스템

을 설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팀 구성, 목표설정, 자료수집, 실험 및 데이터 

정리, 결과 발표 등의 과정을 다룬다.

This course deals team organizing, object setup, 

gathering resources, experimenting, data 

processing, and presentation in order to perform a 

communication system design project including the 

results of basic design and elementary design.

실무

(244)

네트워크보안및실습 Network Security and Practice

본 과목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필수요소, 기술적

인 메카니즘, 보안 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보

안 관련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이에 대한 실습을 병행

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study on diverse subjects 

including technical mechanisms of internet, 

security policies, and other communication 

components, etc. 

전문

(532)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본 교과목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머신러

닝에 대해 공부한다. 다양한 기계학습기법과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이를 Python 등의 프로

In this course, we study machine learning which is the 

ba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and AI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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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and implements them using programming languages 

such as Python.

기초 

(622)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본 교과목에서는 공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업수학

을 공부함하고 이를 통하여 비롯한 각종 시스템 설

계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능력을 배양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basic engineering 

mathematics and develop basic mathematical skills 

for various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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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춘 스마트 인재

전공능력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문제해결 실무 수행 능력

교육목표

◾컴퓨터공학의 기초 및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

◾정보 기술 분야의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능력 배양

◾팀워크를 위한 구성원이 지녀야 할 의사소통 능력 배양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직업적, 도덕적 책임 의식 배양

교육과정

◾공학교육인증(ABEEK)제도 및 교과과정 운영

   - 4년제 공과대학 졸업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 관한 국제인증 기준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2011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 획득)

   - 캡스톤디자인을 비롯한 설계 교육을 통한 실무설계능력 극대화 교육

◾사회 수요에 기반한 심화 트랙 운영

   - 웹/모바일 기반 트랙을 운영하여 최근 IT 동향에 부응하는 전문가 양성 

   - 정보보안 트랙을 운영하여 시스템 및 응용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양성

◾실무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 산업체와의 산학협력토대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강화

   - 실무능력양성을 위한 학술동아리 중심의 비학점교육 운영

   - 벤처창업연계전공 참여 

   - 하림산학융합전공 참여

수여학위

◾전문 프로그램: 공학사(컴퓨터공학전문) (Bachelor of Engineering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일반 프로그램: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처리기사, OCJP

모바일 앱 개발자 정보처리기사

웹 개발자 정보처리기사

네트워크 관리자 정보처리기사, CCNA

보안 관리자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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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실무 수행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설계 능력

정의 정보 기술 분야의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능력 배양

준거
◾컴퓨터공학 문제에 대한 분석, 설계 도구 사용 능력을 갖춘다.
◾실무에서 주어진 목표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능력이 있다.

의사소통 능력

정의 팀워크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

준거
◾팀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한다.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문제해결 실무 

수행 능력

정의 컴퓨터공학의 기초 및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배양

준거
◾수학, 기초과학 및 컴퓨터공학의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논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실무 수행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자 ● ◐ ◐

모바일 앱 개발자 ● ○ ◐

웹 개발자 ◐ ○ ●

네트워크 관리자 ● ○ ◐

보안 관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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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컴퓨터 공학적 문제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문서화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3

시스템 구성 요소를 개발

및 통합하고 평가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 5

자신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적 자기계발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 10

실무
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6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 7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을 이해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 9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3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한 설

계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 5

공학적 해결 방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 8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 지식 및 

정보기술 응용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1

데이터분석, 설계제한 요소분

석, 도구 활용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 2, 4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공학인증 관련 학습성과 : 10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실무 

수행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모바일응용 ● ◐ ◐ 2 5 3

캡스톤디자인 ● ○ ● 3 5 2

IT융합기술 ● ◐ ◐ 1 6 3

컴퓨터공학특강 ○ ◐ ○ 3 3 4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 ○ ◐ 4 3 3

네트워크보안 ● ○ ● 3 6 1

실무

임베디드시스템 ● ● ○ 6 3 1

모바일프로그래밍 ◐ ○ ● 5 3 2

컴퓨터네트워크 ◐ ● ○ 4 4 2

해킹및보안 ◐ ◐ ○ 5 3 2

알고리즘 ● ● ○ 3 4 3

웹응용 ◐ ○ ● 3 6 1

인공지능 ● ● ○ 3 6 1

소프트웨어공학 ◐ ◐ ○ 4 3 3

심화

자료구조실습 ◐ ○ ● 6 3 1

운영체제 ● ○ ◐ 3 6 1

데이터통신 ◐ ○ ◐ 3 4 3

컴퓨터구조 ● ○ ◐ 3 6 1

서버관리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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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실무 

수행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웹프로그래밍 ◐ ○ ◐ 3 5 2

프로그래밍언어론 ◐ ○ ◐ 3 4 3

데이터베이스 ● ○ ◐ 4 3 3

사물인터넷 ◐ ○ ◐ 3 4 3

빅데이터 ○ ◐ ● 4 3 3

기계학습 ○ ◐ ● 3 3 4

기초

컴퓨터개론 ○ ◐ ○ 2 3 5

소프트웨어기초설계 ● ○ ◐ 2 4 4

자료구조 ◐ ○ ● 6 3 1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 ● 3 5 2

논리회로 ◐ ○ ● 5 3 2

대학수학(1) ◐ ○ ◐ 5 3 2

대학수학(2) ◐ ○ ◐ 5 3 2

일반물리및실험(1) ◐ ◐ ◐ 4 4 2

일반물리및실험(2) ◐ ◐ ◐ 4 4 2

C프로그래밍 ● ○ ● 2 4 4

이산수학 ○ ○ ◐ 4 4 3

확률통계 ○ ○ ◐ 5 3 2

자바프로그래밍 ● ○ ● 3 5 2

수치해석 ◐ ○ ◐ 5 3 2

선형대수 ○ ○ ● 6 2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실무 수행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자
(D)

전문
캡스톤디자인[필]
IT융합기술

컴퓨터공학특강

실무

알고리즘
해킹및보안

컴퓨터네트워크[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임베디드시스템

심화

컴퓨터구조[필]
데이터베이스[필]
프로그래밍언어론
운영체제

자료구조실습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계학습

기초

소프트웨어기초설계[필]
C프로그래밍[초]
자바프로그래밍[초]
수치해석[초]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료구조[필]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이산수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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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실무 수행 능력

확률통계[초]
선형대수[초]

모바일 앱
개발자
(M)

전문
캡스톤디자인[필]
모바일응용
IT융합기술

컴퓨터공학특강

실무
컴퓨터네트워크[필]
소프트웨어공학
임베디드시스템

모바일프로그래밍

심화

컴퓨터구조[필]
데이터베이스[필]
프로그래밍언어론
운영체제

자료구조실습
서버관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계학습

기초

소프트웨어기초설계[필]
C프로그래밍[초]
자바프로그래밍[초]
수치해석[초]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료구조[필]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이산수학[초]
확률통계[초]
선형대수[초]

웹
개발자
(W)

전문
캡스톤디자인[필]
IT융합기술

컴퓨터공학특강 네트워크보안

실무
알고리즘 컴퓨터네트워크[필]

소프트웨어공학
임베디드시스템

웹응용

심화

컴퓨터구조[필]
데이터베이스[필]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언어론

자료구조실습
서버관리
웹프로그래밍
빅데이터

기초

소프트웨어기초설계[필]
C프로그래밍[초]
자바프로그래밍[초]
수치해석[초]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료구조[필]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이산수학[초]
확률통계[초]
선형대수[초]

네트워크
관리자
(N)

전문
캡스톤디자인[필]
IT융합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컴퓨터공학특강 네트워크보안

실무
해킹및보안 컴퓨터네트워크[필]

소프트웨어공학
임베디드시스템

심화

컴퓨터구조[필]
데이터베이스[필]
운영체제

데이터통신
빅데이터
서버관리
기계학습

기초 소프트웨어기초설계[필] 컴퓨터개론 자료구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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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실무 수행 능력

C프로그래밍[초]
자바프로그래밍[초]
수치해석[초]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이산수학[초]
확률통계[초]
논리회로
선형대수[초]

보안
관리자
(S)

전문
캡스톤디자인[필]
IT융합기술

컴퓨터공학특강 네트워크보안

실무

해킹및보안
알고리즘

컴퓨터네트워크[필]
소프트웨어공학
임베디드시스템
인공지능

심화

컴퓨터구조[필]
데이터베이스[필]
운영체제

서버관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계학습

기초

소프트웨어기초설계[필]
C프로그래밍[초]
자바프로그래밍[초]
수치해석[초]

컴퓨터개론 자료구조[필]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이산수학[초]
확률통계[초]
선형대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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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능력

전문

모바일응용(M) 캡스톤디자인(G)
IT융합기술(G)
컴퓨터공학특강(G)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N)
네트워크보안(WNS)

종합적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실무

임베디드시스템(G)
모바일프로그래밍(M)
컴퓨터네트워크(G)
해킹및보안(DNS)
알고리즘(DWS)
웹응용(W)

인공지능(DS)
소프트웨어공학(G)

정보 기술 활용 능력 심화

자료구조실습(DMW)
운영체제(G)

컴퓨터구조(G)
서버관리(MWNS)
웹프로그래밍(W)
프로그래밍언어론(DMW)
데이터베이스(G)
데이터통신(N)

사물인터넷(DMS)
빅데이터(G)
기계학습(DMNS)

컴퓨터공학 기초 및 
이론

기초

컴퓨터개론(NS)
소프트웨어기초설계(G)
대학수학(1)(G)
대학수학(2)(G)
일반물리및실험(1)(G)
일반물리및실험(2)(G)
C프로그래밍(G)
이산수학(G)

자료구조(G)
객체지향프로그래밍
(DMW)
논리회로(N)
선형대수(G)
확률통계(G)
자바프로그래밍(G)
수치해석(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D)소프트웨어개발자  (M)모바일앱개발자  (W)웹개발자  (N)네트워크관리자  (S)보안관리자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싹수 프로그램

▪취업동아리
▪꿈수 프로그램

▪진로․취업상담
▪취업동아리
▪땀수 프로그램

▪진로․취업상담
▪취업동아리
▪현장실습

멘토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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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30 1~2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상

 ◾심화과정: 전공 90학점(기초 30 + 전필 18 + 전선 42) 이상

   (공학인증)                   ※설계점수 12점 이상 포함

전필 18

1~4

전선 42

졸업자격(논문) P 4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이수 후 졸업논문 제출

 ◾졸업시험 응시

졸업 이수학점 130  

 ◾공학인증과정 이수자: 공학사(컴퓨터공학 심화) 학위수여

※ 일반과정의 최소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다전공(주전공 외에 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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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2058 컴퓨터개론 An Introduction to Computer 3 3 기초 2 3 5

기초 13856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 3 기초 2 4 4

기초 15411 대학수학(1) Calculus(1) 3 3 기초 5 3 2

기초 15418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3 4 기초 4 4 2

2

전필 12450 소프트웨어기초설계 Basic Design of Software 3 3 기초 2 4 4

기초 09529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 3 기초 4 4 3

기초 15412 대학수학(2) Calculus(2) 3 3 기초 5 3 2

기초 15419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3 4 기초 4 4 2

2

1

전필 16006 자료구조 Data Structure 3 3 기초 6 3 1

기초 11737 확률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기초 5 3 2

기초 14186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3 기초 3 5 2

기초 12357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 3 기초 5 3 2

기초 15415 선형대수 Linear Algebra 3 3 기초 6 2 2

2

전선 16007 자료구조실습 Programming and Practice 3 3 심화 6 3 1

전선 06675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 3 심화 3 6 1

전선 14298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3 3 기초 3 5 2

전선 07142　논리회로 Logic Circuit 3 3 기초 5 3 2

3

1

전필 06676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 3 심화 3 6 1

전선 16005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3 3 실무 6 3 1

전선 14187 서버관리 Server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5953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3 3 실무 5 3 2

전선 16004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심화 3 5 2

전선 07646 프로그래밍언어론 Theory of Programming Languages 3 3 심화 3 4 3

전선 12448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3 3 심화 3 4 3

2

전필 05559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 3 실무 4 4 2

전필 0878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 3 심화 4 3 3

전선 15949 해킹및보안 Hacking and Security 3 3 실무 5 3 2

전선 10278 모바일응용 Mobile Applications 3 3 전문 2 5 3

전선 05738 알고리즘 Computer Algorithms 3 3 실무 3 4 3

전선 12657 웹응용 Web Applications 3 3 실무 3 6 1

4

1

전필 13010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전문 3 5 2

전선 05128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 3 실무 3 6 1

전선 05541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 3 실무 4 3 3

전선 16208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3 3 심화 3 4 3

전선 16001 IT융합기술 IT Convergence Technology 3 3 전문 1 6 3

전선 15952 빅데이터 Big Data 3 3 심화 4 3 3

2

전선 07647 컴퓨터공학특강 Topics in Computer Engineering 3 3 전문 3 3 4

전선 12908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Microprocessor Applications 3 3 전문 4 3 3

전선 14700 네트워크보안 Network Security 3 3 전문 3 6 1

전선 15954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3 3 심화 3 3 4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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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44)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컴퓨터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다룬다. 이를 위하여 C언어의 기본 문법을 

소개하고 배열, 포인터, 입출력함수, 기초 데이터구

조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 방법을 다룬다.

The course offers basic syntax grammars of C 

programming language. The programs in this 

laboratory will also introduce pointer and array, 

struct, I/O functions, and basic data structures.

기초
(532)

대학수학(1) Calculus(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

열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기초
(532)

대학수학(2) Calculus(2)

본 과목은 수학교육 전공과목 중에서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전공과목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평면 해

석기하,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좌표, 벡터 등이다.

In Calculus(2), we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Plane analysi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 analysis, etc.

기초
(622)

선형대수 Linear Algebra

본 과목은 미분방정식, 일반대수학, 미분기하학, 응

용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기초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앞으로 배울 수학교육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 내용을 학습

한다. 학습내용은 1차 연립방정식과 행렬, 행렬식, 

백터 공간 등이다.

In this class, we study linear algebra theory. 

Especially notions of vector space, subspace, 

linearly dependent, linearly independent, 

dimension, span, linear map are major subjects.

기초
(532)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방정식의 근사근과 보간다항식을 실습을 통하여 

구현한다. 보간법, 뉴턴법, 시컨트공식, 고정절점법, 

수치 적분법, 수치 미분법 등을 이용하여, 테일러 

다항식, 수리의 수치적 표현, 근의 해석 등의 풀이

과정을 학습한다. 

Numerical analysis researches an intuitive and working 
understanding of some numerical method of the basic 
problems and gives some appreciation of the concept of 
error and of the need to analyze and predict it. We 
should develop some exper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numerical method using by computer We can 
research:
Taylor polynomials, computer representation of numbers, 
error, root finding (The bisection method, Newton's 
method, secant methode, fixed point iteration, 
interpolation, numerical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기초
(443)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본 교과목은 컴퓨터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수학 이론을 숙지시켜, 컴퓨터

Discrete mathematics courses were endorsed by 
many groups for several different audiences 
including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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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자료구조 Data Structure

공학의 중요과목들을 학습하는 데 기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과목으로, 집합, 관계, 함수 및 대수 체

계, 알고리즘 분석 등을 다룬다.

majors. Discrete mathematics includes topics such 
as algorithms, combinatorics, sets, functions, and 
mathematical induction. We can research in this 
courses: logic and proofs, graph theory, boolean 
algebras, and combinatorial circuits.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물리학은 이학 및 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

는 필수학문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응용함을 목

표로 하며, 운동, 뉴턴 법칙, 보존의 법칙, 일과 에

너지, 오실레이션, 파동운동, 음향, 중첩의 원리 등

의 역학과 열역학, 유체역학 등을 배운다.

Physics & Experiment(1) is the first semester of a 

two-semester sequence primarily for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students. Covers topics in 

mechanics (such as motion, Newton's laws, 

conservation laws, work, energy, systems of 

particles, and rotational motion), in mechanical 

waves (such as oscillations, wave motion, sound, 

and superposition), in thermal physics and in fluid 

mechanics.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진동과 파동, 전기와 자기, 교류회로와 전자기파, 

빛의 반사와 굴절, 파동광학, 특수상대론, 원자물리

학, 양자물리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며, 실험과 

관측을 통하여 물리학의 원리를 이해한다. 

Vibration and wave, electricity and magnetism, AC 

circuit and electromagnetic wave,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light, wave optics, special relativity, 

atomic physics, quantum physics are studied, and 

the principles of physics are understood through 

experiments and observations.

기초
(352)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 프로그래밍 기

법에 대해서 다룬다. 이를 위하여 JAVA 언어의 기

본적인 구조, 객체를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에 대하

여 공부하고, JAVA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AWT, 

Applet, Socket, JDBC 등 핵심적인 사용법에 대하

여 다룬다. 

The course offers basic knowledge of JAVA 

language and practical JAVA programming 

Experiences to th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s 

of C language. The programs in this laboratory 

will be basic applications of JAVA classes, Applets, 

AWT applications, and networks applications, etc.

기초
(532)

확률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확률실험에서 발생되는 표본공간과 사상들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확률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학의 데이터처리, 확률

의 성질, 랜덤변수의 이론과 모델링, 카운팅 프로

세스, 통계적 추정과 신뢰수준결정, 신뢰도, 랜덤신

호 및 시스템프로세스에 관한 공학적 접근 등을 

다룬다.

We study the basic concept of the probability 

based on the sample space and the mapping in 

probability experiments. Based on that concept, 

we learn the data processing, probability 

characteristics, random variables theory and 

modeling, counting process, statistical inference 

and confidence, reliability, random signal and the 

engineering approach for syste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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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631)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데이터 객체 표

현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들인 배열, 스택, 큐, 연결리

스트, 트리, 그래프 등을 다루고, 이러한 데이터 구

조들의 응용방법과 최근의 고급 데이터 구조들을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data 

structures necessary for solving computer-oriented 

real problem and principles and techniques for 

specifying algorithms. The interesting topics will 

include the following; arrays, stacks, queues, 

linked lists, trees, graphs, sorting, hashing, and 

AVL trees. The recommended prerequisite course 

for this study might include Discrete Structure and 

C-language.

심화
(361)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조합 논리회로의 분석과 설계, 동기 순차회로의 분

석과 설계 및 레지스터 전달논리의 개념을 다루며, 

메모리 모델의 소개, 명령어 집합, 프로그래밍 적

재 및 어셈블러 제어장치, 입출력 시스템, 병렬처

리 등을 다룬다. 

This class explains the design and the analysis of 

combinational logic circuit, of synchronous circuit, 

of types of registers, and of the concept of 

transfer logic. It also covers the model of 

memory, of instruction set, of program load, of 

assembler, of design of control unit, of input 

output system, of addressing mode, of virtual 

memory, and parallel processing system.

심화
(433)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DBMS, Data Model,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연

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고급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복, 

병행제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overall contents of 

database including the concept of database, DBMS, 

Data Model, the structure of relational database, 

operation, query languages, the normalization and 

the design of database. Furthermore, we study 

some advanced steps including the query language 

processing, recovery, concurrency control, 

objected-oriented database.

기초
(244)

소프트웨어기초설계 Basic Design of Software

소프트웨어공학 등 컴퓨터공학의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없이 단지 컴퓨터공학에 대한 공학적 소양만

을 가지고 팀 단위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발표 등을 진행한다.

※기초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is course provides an experience of team-based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without the basic 

knowledge in computer engineering like software 

engineering. This course includes software 

analysis, design, implementation, test, and 

presentation through seminar and discussion.

전문
(352)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컴퓨터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혹은 공학인으로서 제작할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

의성과 실무능력, 복합학제적인 팀워크 능력, 리더

Based on expert programming knowledge, we 

could make a new stylish program which is 

applicable our regional industry or valuable skills 

for a computer programmer which is worth for a 

product. We will learn a design, produ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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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작품을 개발한다. 

※종합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evaluation technique. This class could receive 

training to develop creative talents, executive 

ability, team works in mixed skill, and a project 

leader.

실무
(44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데이터 통신의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데이터링크 기능, 망 기능, LAN, 

TCP/IP, 보안, 응용 프로토콜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능에 관련된 중요한 프로토콜 구조와 원리에 대

하여 다룬다.

In this course we study basic principles of data 

communications and details about the structure 

and principles of computer network functions such 

as data link, network, LAN, TCP/IP, network 

security, application protocols based on the basic 

concept of data communicatio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361)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컴퓨터 시스템의 필수적인 교과로서, 운영체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계되고, 구축되는지에 대해 설

명한다. 현대 운영체제의 핵심인 프로세스 관리, 

저장장치 관리, 입출력 시스템, 분산 시스템, 보호 

및 보안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개발된 운

영체제들의 사례연구를 살펴본다.

Operating system is an essential part of a 

computer system. It provides an interface to the 

users and also manages system resources. There 

are three major goals of this course. One is to 

provide a firm foundation in the principles and 

concepts that underlie operating systems. The 

second is to study and discuss major issues of 

operating systems such as process management, 

storage management, file and I/O management, and 

security management. Finally, we study some 

design issues for the distributed operating systems 

and operating systems of parallel processing 

systems.

기초
(235)

컴퓨터개론 An Introduction to Computer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 프로그래

밍 언어와 작성방법, 운영체제, 정보통신 등 컴퓨

터의 제분야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배

운다. 컴퓨터 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

해하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기 위한 기본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to present the layers of a computer 

system, the concept of abstraction and its 

relationship to computing, the history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and the changing role of 

the computer user. We could be taught to 

distinguish between systems programmers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and distinguishment 

between computing as a tool and computing as a 

discipline.

기초 논리회로 Logic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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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532)

MSI, LSI를 이용한 레지스터 논리부와 카운터와 메

모리 설계 레지스터 전송논리를 이용한 프로세서

의 설계를 다루며, ROM, PLA에서의 설계와 컴퓨

터에서 사용되는 IC의 종류 및 특성, 조합회로, 순

차회로의 종류를 다룬다.

This class explains how to the design the registers 

using MSI and LSI, as well as the design of the 

counter, the memory, encoder, decoder, the 

processor, ROM, RAM, and PLA. It also covers the 

type of flip-flops, combinational circuit, and sequential 

circuit.

기초
(35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 프로그래밍 응

용에 대해서 다룬다. 이를 위하여 객체지향 모델링

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JAVA 언어를 

이용하여 클래스를 구현한다. 팀 프로젝트를 수행

함으로써 객체지향기법을 이용한 실제적인 자바 

응용프로그래밍을 경험해 본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e course offers application skills of JAVA 

programming. For this purpose we study the 

object-oriented modeling and exercise the 

implementation with JAVA based on the model. 

By executing a team project, we experience the 

practical JAVA programming with object-oriented 

method.

심화
(35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웹 서비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웹 

문서의 작성 기술들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HTML, Javascript와 같은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과 PHP(또는 ASP)와 같은 서버쪽

에서의 기본적인 웹 프로그래밍 기술들에 대해 공

부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concept of web 

service and study methods for writing basic web 

documents. Also we study client-side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HTML, Java 

Script and server-side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PHP or ASP. 

실무
(361)

웹응용 Web Applications

웹 프로그래밍의 기본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응용

기술을 습득하고, 특히 웹서버에서의 동적 웹문서 

작성기술들, 즉 PHP 또는 JSP 프로그래밍과 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웹 응용 프로젝트의 설

계 및 구현 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a set of enabling technologies 

from the viewpoint of Web application development. 

Topics include client-side technologies(HTML5, CSS, 

JavaScript, Ajax) as well as server-side 

technologies(PHP or JSP, Web Databases etc.).

심화
(442)

서버관리 Server Management

MS-Windows 서버와 유닉스/리눅스 서버 관리능력

을 배양한다. 특히 파일시스템의 보안을 소개하고 

서버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The courses offers both MS-Windows server and 

Unix/Linux server. Especially security aspect of 

NTFS and Ext3 will be covered. Management 

capability for the server will be enhanced.

심화
(631)

자료구조실습 Data Structure Practice

프로그래밍의 기본과정을 리뷰하고, 반복알고리즘

과 순환알고리즘, 기초적인 정렬과 탐색알고리즘 

등 다양한 패턴의 프로그래밍 예제들의 실습을 통

해 프로그래밍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In this course, we review programming 

fundamentals and improve programming skills 

through practice of programming examples with 

various patterns such as iterative algorithms, 

recursive algorithms, basic sorting and search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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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343)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일반 데이터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통신장비에 대

하여 알아보고, 이들의 동작 원리를 공부한다. 특

히 디지털 통신의 원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

며, 컴퓨터망의 기초가 되는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망 계층의 동작원리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In this lecture, we study the communication 

devices used in general data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operating principles of 

communication networks. Specially, we concentrate 

on the principles of digital communication and 

deal with the physical layer, data link layer and 

network layer in the OSI 7 layer architecture.

실무
(343)

알고리즘 Computer Algorithms

알고리즘의 기술방법과 개발방법론, 그리고 알고리

즘의 분석 및 평가방법 등을 다루고, 특히 탐색, 

정렬, 수치해석, 네트워크 등 전신분야의 주요 문

제들에 대한 문제해결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이

를 직접 구현하고 응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algorithms for solving problems in computer 

applications and basic principles and techniques for 

analyzing algorithms. The topics will include 

analyzing criteria, searching, sorting, graphs, 

polynomials, string matching, and hard problems 

etc.

실무
(433)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학적 접근법과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등을 

학습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 대한 이해

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관리를 위

한 방법론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overall process of 

software development such as requirement 

acquisition/definition, specification, design, 

implementation, verification/validation, conformance 

testing and maintenance, and handles a number of 

technical issues employed in each step. 

Additionally, the lectures on SPICE and CMM, 

which reflect the importance of software process 

today, are given. Other trendy issues such as 

usability engineering, S/W reuse and CASE are also 

offered.

실무
(631)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조와 개발환경, 임베디드 리

눅스를 학습한다. 그리고 시스템 초기화 프로그래

밍,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념을 확립하고, 입출력 

장치에 대한 제어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여 설계능

력을 배양한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Embedded system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will be presented. Embedded system design ability 

will be acquired through the system initialization 

programming, device driver, I/O device control 

will be covered.

심화
(343)

프로그래밍언어론 Theory of Programming Languages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이 되는 

중요 개념들과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진 속성 및 

구조를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형, 데

이터 제어 및 순서 제어, 객체의 개념,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환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

한 서로 다른 언어들, 즉 명령형 언어, 논리형 언

This course introduces the underlying fundamental 

concepts in various programming languages. The 

topics are organized around the central area of 

data objects and types, abstraction mechanisms, 

sequence control and data control, storage 

management, syntax and operation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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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어, 함수형 언어, 객체지향형 언어의 특성과 응용 

분야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from the user, implementor, or designer's view. 

Also, the major programming languages such as 

imperative language, logical language, functional 

language, and object oriented languages are 

explored.

전문
(253)

모바일응용 Mobile Applications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앱이 대세인 추

세에 따라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능력을 

배양한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e aim of the course is to give the students 

good knowledge of smartphone application 

development. Especially hybrid applications will be 

developed using software tool. 

실무
(361)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명제 및 술어논리와 비단조 

논리, Lisp 언어, 지식의 표현방법, 각종 탐색기법, 

버전 공간과 결정트리, 귀납과 연역 학습이론, 불

완전한 정보에서의 계획수립, 불확실성, 영상이해, 

자연언어 처리의 이론 배경을 습득한다.

※요소설계과목(공학인증프로그램)

This course focuses on foundation of theory and 

introduction of advanced topics, Detailed subjects 

for theory are problem representation in state 

space, search strategy including breadth first 

search, depth first search and heuristic search and 

knowledge representation methods such as using 

predicate logic, resolution and using rules. Advanced 

topics planning system (STRIPS), neural network and 

fuzzy techniques such as perceptron and hopfield 

network with learning methods, computer vision 

techniques such as image representation, edge 

detection, line and curve detection are also 

introduced.

실무
(532)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이 과목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모바일 프로

그램을 설계, 구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방법과 

개발도구 등을 공부한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cover the design and 

development aspects of mobile applications. There 

is a significant emphasis on developing Mobile 

Applications and Hybrid Apps, by using 

open-source, cross-platform techniques such as 

HTML5, CSS3, Javascript, and PhoneGap. 

Platform-specific SDKs for Native Apps 

development (Android or iOS) are NOT covered in 

this course.

심화
(343)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 과목에서 우리는 센서와 인터넷을 갖는 다양한 

사물들로 구성되는 사물인터넷의 구조와 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우리는 또한 사물인터넷을 위한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실습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structure and the 

applications of IoT which consists of various things 

with sensors and Internet. We also practice with 

the open source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 

for IoT. 

실무
(532)

해킹 및 보안 Hacking and Security

바이러스와 해킹의 유형을 분류하여 침해사고를 

소개한다. 그리고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

Types of virus and hacking and its trend will be 

introduced. Computer emergency respons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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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동, 포렌식을 소개한다. and forensics will be studied.

전문
(361)

네트워크보안 Network Security

네트워크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3대 툴을 소개

한다. 그리하여 방화벽/웹 방화벽, 침입탐지/예방시

스템, VPN을 다룬다. 3대 툴의 설치, 설정, 운용방

법을 익힌다. 또한 IPv6를 소개하고 IPv6에서의 보

안을 소개한다. 

3 major tools used in network area will be 

introduced. Firewall/Web firewall, intrusion 

detection/prevention system and virtual private 

network will be used in practice. The install, 

configuration and operation of these tools will be 

investigated. IPv6 will be also introduced with 

security aspects.

전문
(163)

IT융합기술 IT Convergence Technology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융합기술이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융합기술의 개념과 발전 

동향, 그 활용 예들을 고찰하고, 다양한 분야의 컴

퓨터융합 기술의 응용에 대해 토론한다.

Recently, computer convergence technology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We studies the 

concepts, development trends and application 

examples of such computer convergence 

technologies and discussed in the applications of 

computer convergence technology in various 

fields.

전문
(334)

컴퓨터공학특강 Topics in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 분야는 급속하게 변화되어 항상 새로운 내

용과 연구 분야가 창출되고 있다. 기계학습, 모바

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처리, 사

물인터넷 등 컴퓨터공학 분야 전반에 걸쳐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컴퓨터 기술들의 선별하여 탐

구한다.

The computer research areas are rapidly 

changing, and new research areas are always 

being created. This course explores computer 

technologies that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uch as machine learning, mobile computing, cloud 

computing, big data processing, and IoT. 

전문
(433)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Microprocessor Applications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은 최신 컴퓨터에 대한 이

론, 기술, 구조,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고르게 

다룬다. 또한 병렬성, 확장성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가를 강조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 병렬

화 이론, 진보된 컴퓨터 기술, 병렬과 확장 가능한 

구조, 병렬 프로그래밍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The course of microprocessor application presents 

a balanced treatment between the theory, 

technology, architecture, and software of the 

state-of-the-art computer systems. In further, it 

introduces the principles for parallel processing, 

the advanced computer technology, the parallel 

and extensible structure, and the software for 

designing and programming parallel processing. 

심화
(433)

빅데이터 Big Data

빅데이터와 이의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량의 정형 또는 비

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acquisitions of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big data and its 

applications. This course introduces the technology 

of big data to the students.

심화
(334)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 과목은 경험치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컴퓨터시 Machine Learning is the study of how to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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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분

야로, 이 과정에서는 머신러닝의 많은 개념 및 기

법들과 관련 알고리즘들을 학습함. 특히 분류, 선

형회귀 분야 뿐 아니라 최신 분야인 부스팅, 서포

트 벡터머신 딥러닝 및 베이시안 네트워크 등을 

학습한다. 

computer systems that learn from experience. 

This course gives an overview of many concepts, 

techniques, and algorithms in machine learning, 

beginning with topics such as classification and 

linear regression and ending up with more recent 

topics such as boosting, support vector machines, 

hidden Markov models, deep learning and basian 

networks. The course will give the student the 

basic ideas and intuition behind modern machine 

learning methods as well as a bit more formal 

understanding of how, why, and when the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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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환경공학과 (Dept. of Civil Environmental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실무인재

▪ICT 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책임인재

전공능력 의사소통능력 · 공학문제해결능력 · S/W도구활용능력 · 연구설계능력

교육목표
산학연계를 통해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ICT 활용교육을 통한 전문인, 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윤리교육을 통한 책임 있는 기술인의 양성

교육과정

◾공학교육인증(ABEEK)제도의 운영

   - 4년제 공과대학 졸업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 관한 국제인증 기준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편

     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공학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국제

     기준에 맞는 교육운영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제인증을 받

     는다.

◾공학교육인증(ABEEK) 교과과정 운영 

   - 졸업생 취업회사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교과과정의 주기적 개편 

   - 종합설계교육을 통한 실무적 설계능력 극대화 교육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 등을 통한 유기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시험과 토목관련 기사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특별반 운영

   - 분야별 교수님들의 강의와 실무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하여 건설 관련 자격증 준비

◾실무교육

   - 토목건설 현장답사 및 현장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 감각을 배양하고 

     건설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현장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

수여학위
◾전문 프로그램: 공학사(토목환경공학전문) (Bachelor of Engineering in Civil and Engineering)

◾일반 프로그램: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시공 토목기사, 환경기사

설계 토목기사, 환경기사

연구 토목기사, 환경기사, 측량지형정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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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의사소통능력 공학문제해결능력 S/W 도구활용능력 연구설계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의사소통능력

정의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학문제해결
능력

정의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제한조건을 활용하여 공식화 및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공학기초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S/W 

도구활용능력

정의 최신 정보, 연구결과 및 소프트웨어 등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최신 정보, 연구결과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연구설계능력

정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연구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설계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항상 새로운 정보와 최신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의사소통능력 공학문제해결능력 S/W 도구활용능력 연구설계능력

시공분야 ● ● ○ ◐

설계분야 ◐ ● ● ○

연구분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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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실무 설계문제를 표준화된 

보고서방식으로 문서화

실무프로젝트 수행 및 

결과분석/평가

자신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적 자기계발

실무
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을 

이해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한

설계

공학적 해결 방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 지식 

및 정보기술 응용

문제분석, 설계제한

요소분석, 도구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사소통능력
공학문제해결

능력

스마트시티 
S/W 

도구활용능력
연구설계능력

지
식
(K)

기
술
(S)

태
도
(A)

전문

PS콘크리트구조설계 ◐ ● 4 3 3

교통공학 ● ◐ 3 4 3

전산구조설계 ◐ ◐ ◐ ● 3 6 1

전산수공설계 ◐ ◐ ◐ ● 3 6 1

폐수처리공학 ◐ ● 2 6 2

교량설계 ◐ ● ◐ ● 2 6 2

전산지반설계 ◐ ◐ ● ● 2 6 2

캡스톤디자인 ◐ ● ◐ ○ 2 6 2

환경설계 ◐ ◐ ● 3 5 2

실무

기초공학 ● ◐ 3 6 1

부정정구조역학 ● ◐ 3 4 3

수문학 ● ◐ 4 5 1

콘크리트재료실험 ◐ ● 3 4 3

강구조공학 ◐ ● 3 6 1

상하수도공학 ◐ ● 3 6 1

수자원공학 ◐ ● 4 5 1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 ◐ ● 4 3 3

토목시공학 ● ◐ 2 6 2

심화

환경공학및실험 ● ◐ 4 4 2

기초수리학(1) ● ◐ 4 4 2

응용역학(1) ● ◐ 4 4 2

측량학기초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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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사소통능력
공학문제해결

능력

스마트시티 
S/W 

도구활용능력
연구설계능력

지
식
(K)

기
술
(S)

태
도
(A)

토질역학(1)및실험 ● ◐ 4 4 2

정정구조역학 ◐ ● 4 3 3

기초수리학(2)및실험 ◐ ◐ ● 4 4 2

응용역학(2)및실험 ◐ ◐ ● 4 4 2

토질역학(2)및실험 ◐ ◐ ● 4 4 2

기초

토목환경공학설계입문 ● ◐ ◐ ○ 3 3 4

대학수학(1) ● ◐ ○ 5 3 2

대학수학(2) ● ◐ ○ 5 3 2

공업수학(1) ● ◐ ○ 5 3 2

공업수학(2) ● ◐ ○ 5 3 2

확률통계 ● ◐ ○ 5 3 2

일반물리및실험(1) ◐ ● ○ 4 4 2

일반물리및실험(2) ◐ ● ○ 4 4 2

일반화학 ◐ ● ○ 5 3 2

컴퓨터프로그래밍(1) ◐ ◐ ● 4 4 2

컴퓨터프로그래밍(2) ◐ ◐ ● 3 5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의사소통능력 공학문제해결능력 스마트시티 S/W 

도구활용능력 연구설계능력

시공

(C)

전문
교통공학
폐수처리공학
캡스톤디자인

교량설계

실무

기초공학
부정정구조역학
토목시공학
수문학

콘크리트재료실험
강구조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자원공학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
험

심화

환경공학및실험[필]
기초수리학(1)[필]
토질역학(1)및실험[필]
응용역학(1)[필]
측량학기초[필]

정정구조역학[필]
기초수리학(2)및실험
토질역학(2)및실험
응용역학(2)및실험

기초

토목환경공학설계입문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확률통계[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일반화학[초]
컴퓨터프로그래밍(1)
[초]
컴퓨터프로그래밍(2)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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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의사소통능력 공학문제해결능력 스마트시티 S/W 

도구활용능력 연구설계능력

설계

(D)

전문

교통공학
폐수처리공학
캡스톤디자인

ps콘크리트구조설계
전산지반설계
전산구조설계
전산수공설계

실무

기초공학
부정정구조역학
토목시공학
수문학

콘크리트재료실험
강구조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자원공학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
험

심화

환경공학및실험[필]
기초수리학(1)[필]
토질역학(1)및실험[필]
응용역학(1)[필]
측량학기초[필]

정정구조역학[필]
기초수리학(2)및실험
토질역학(2)및실험
응용역학(2)및실험

기초

토목환경공학설계입문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확률통계[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일반화학[초]
컴퓨터프로그래밍(1)
[초]
컴퓨터프로그래밍(2)
[초]

연구

(A)

전문

교통공학
폐수처리공학
캡스톤디자인

ps콘크리트구조설계
환경설계
교량설계
전산지반설계
전산구조설계
전산수공설계

실무

기초공학
부정정구조역학
수문학

콘크리트재료실험
강구조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자원공학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
험

심화

환경공학및실험[필]
기초수리학(1)[필]
토질역학(1)및실험[필]
응용역학(1)[필]
측량학기초[필]

정정구조역학[필]
기초수리학(2)및실험
토질역학(2)및실험
응용역학(2)및실험

기초

토목환경공학설계입문 대학수학(1)[초]
대학수학(2)[초]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확률통계[초]

일반물리및실험(1)[초]
일반물리및실험(2)[초]
일반화학[초]
컴퓨터프로그래밍(1)
[초]
컴퓨터프로그래밍(2)
[초]



587

공과대학 - 토목환경공학과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연구 및 설계

사례분석
전문

PS콘크리트구조설계(DA)
교통공학(G)
전산구조설계(DA)
전산수공설계(DA)
폐수처리공학(G)
교량설계(CA)
전산지반설계(DA)
환경설계(A)
캡스톤디자인(G)

s/w도구
활용능력

관련산업이해
실무

기초공학(G)
부정정구조역학(G)
수문학(G)
콘크리트재료실험(G)
강구조공학(G)
상하수도공학(G)
수자원공학(G)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G)
토목시공학(CD)

공학문제해결
능력

심화

환경공학및실험(G)
정정구조역학(G)
기초수리학(1)(G)
기초수리학(2)및실험(G)
응용역학(1)(G)
응용역학(2)및실험(G)
측량학기초(G)
토질역학(1)및실험(G)
토질역학(2)및실험(G)

의사소통 
공학기초역량

기초

토목환경공학설계입문(G)
대학수학(1)(G)
대학수학(2)(G)
일반물리및실험(1)(G)
일반물리및실험(2)(G)
일반화학(G)
컴퓨터프로그래밍(1)(G)

공업수학(1)(G)
공업수학(2)(G)
확률통계(G)

컴퓨터프로그래밍(2)(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C)시공 (D)설계 (A)연구

비 
교 
과

▪싹수 프로그램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

▪꿈수 프로그램 ▪땀수 프로그램
▪현장실습
▪진로·취업상담

▪현장실습
▪진로·취업상담

대학혁신지원사업 Togethe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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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30 1~3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상

 ◾심화과정: 전공 90학점(기초 30 + 전필 18 + 전선 42) 이상

   (공학인증)                   ※설계점수 12점 이상 포함

전필 18

2~4
전선 42

졸업자격(논문) P 4
 ▪캡스톤디자인 이수 후 졸업시험 응시로 대체인정

 ▪졸업시험 미응시 시 졸업논문 작성

졸업 이수학점 130  

 ▪공학인증과정 이수자: 공학사(토목환경공학 심화) 학위수여

                  ▪일반과정 이수자: 공학사 학위수여

※ 공학인증과정 이수자는 설계학점을 설계점수를 12점(기초설계 3점, 요소설계 6점, 종합설계 3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일반과정의 최소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제2전공(연계전공포함)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6 + 전필 18 + 전선 24)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6 + 전필 18 + 전선 24)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벤처창업 연계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①
참여전공

이수학점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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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융합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 탄소 융합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 스마트시티 융합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9학점 27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9학점 12학점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BIM실무(전선), IoT및센서(전필), 공간정보시스템실무(전필), 스마트시티개론(전필)

■ 드론융합 융합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15학점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드론비행이론및실습, 공간정보수집및처리, 드론코딩의이해, 항공기상및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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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5411 대학수학(1) Calculus(1) 3 3 기초 5 3 2

기초 15418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3 4 기초 4 4 2

기초 05790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3 3 기초 5 3 2

2

기초 15412 대학수학(2) Calculus(2) 3 3 기초 5 3 2

기초 15419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3 4 기초 4 4 2

기초 15421 컴퓨터프로그래밍(1) Computer Programming(1) 3 3 기초 4 4 2

전선 12356　토목환경공학설계입문
Basic Design For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s

3 3 기초 3 3 4

2

1

기초 15408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3 3 기초 5 3 2

전필 12447 환경공학및실험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Lab 3 3 심화 4 4 2

전필 07114 기초수리학(1) Elementary Hydraulics(1) 3 3 심화 4 4 2

전필 07116 응용역학(1) Applied Mechanics(1) 3 3 심화 4 4 2

전필 06280 측량학기초 Foundational Surveying 3 3 심화 4 4 2

전필 07115 토질역학(1)및실험 Soil Mechanics(1) & Lab 3 3 심화 4 4 2

2

기초 15409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 3 기초 5 3 2

기초 11737 확률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기초 5 3 2

전필 07448 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s 3 3 심화 4 3 3

전선 07429 기초수리학(2)및실험 Elementary Hydraulics(2) and Lab 3 3 심화 4 4 2

전선 07442 응용역학(2)및실험 Applied Mechanics(2)  & Lab 3 3 심화 4 4 2

전선 08016 토질역학(2)및실험 Soil Mechanics(2) & Lab 3 3 심화 4 4 2

3

1

기초 15422 컴퓨터프로그래밍(2) Computer Programming(2) 3 3 기초 3 5 2

전선 06327 기초공학 Foundation Engineering 3 3 실무 3 6 1

전선 08170 부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s 3 3 실무 3 4 3

전선 06101 수문학 Hydrology 3 3 실무 4 5 1

전선 12446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Materials and Lab 3 4 실무 3 4 3

2

전선 05873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3 3 실무 3 6 1

전선 07275 상하수도공학 Water Supply and Wastewater Engineering 3 3 실무 3 6 1

전선 07268 수자원공학 Water Resources Engineering 3 3 실무 4 5 1

전선 12714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Design and Lab 3 4 실무 4 3 3

전선 06890 토목시공학 Construction Engineering 3 3 실무 2 6 2

4

1

전선 13029 PS콘크리트구조설계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 3 3 전문 4 3 3

전선 05566 교통공학 Traffic Engineering 3 3 전문 3 4 3

전선 08866 전산구조설계 Computing Structural Design 3 3 전문 3 6 1

전선 08868 전산수공설계 Computational Hydrosystem Design 3 3 전문 3 6 1

전선 07120 폐수처리공학 Wastewater engineering 3 3 전문 2 6 2

2

전선 13031 교량설계 Design of Bridge 3 3 전문 2 6 2

전선 13030 전산지반설계 Computational Geotechnical Design 3 3 전문 2 6 2

전선 13540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전문 2 6 2

전선 07712 환경설계 Environmental-Facility Design 3 3 전문 3 5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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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대학수학(1) Calculus(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

열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기초
(532)

대학수학(2) Calculus(2)

본 과목은 수학교육 전공과목 중에서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전공과목을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평면 해

석기하,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좌표, 벡터 등이다.

In Calculus(2), we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Plane analysis, parametric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 analysis, etc.

기초
(532)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미분적분학을 기초로 한 각종 미분방정식의 해법

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적으로 문제해결 및 모델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미분방정식의 

해법에서 벡터해석까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students of 

engineering and physics to those areas of 

mathematics which, from a modern point of view, 

seem to be most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practical mechanical problems.

기초
(532)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에 필요한 라플라스 변환, 벡터, 행렬, 그리

고 푸리에 급수, 적분 그리고 변환에 대해 배움

으로써 공학설계에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을 기른

다. 

This course is for engineering students to 

enhance design capability by studying Laplace 

transform, vector and matric analysis, and 

Fourier series, integral, and transform.

기초
(532)

확률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확률실험에서 발생되는 표본공간과 사상들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확률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학의 데이터처리, 확률

의 성질, 랜덤변수의 이론과 모델링, 카운팅 프로

세스, 통계적 추정과 신뢰수준결정, 신뢰도, 랜덤신

호 및 시스템프로세스에 관한 공학적 접근 등을 

다룬다.

We study the basic concept of the probability 

based on the sample space and the mapping in 

probability experiments. Based on that concept, 

we learn the data processing, probability 

characteristics, random variables theory and 

modeling, counting process, statistical inference 

and confidence, reliability, random signal and the 

engineering approach for system process.

기초
(532)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화학의 전반을 개관, 기본원리와 이론 및 학설과 

응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 및 분자

구조를 이해시켜 상급 학과목의 기초가 되게 한다.

Elementary of concepts of general chemistry is 

introduced. Atomic theory, nomenclatures, 

quantitative chemistry, chemical reaction, periodic 

tables are major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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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물리학은 이학 및 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

는 필수학문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응용함을 목

표로 하며, 운동, 뉴턴 법칙, 보존의 법칙, 일과 에

너지, 오실레이션, 파동운동, 음향, 중첩의 원리 등

의 역학과 열역학, 유체역학 등을 배운다.

Physics & Experiment(1) is the first semester of a 

two-semester sequence primarily for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students. Covers topics in 

mechanics (such as motion, Newton's laws, 

conservation laws, work, energy, systems of 

particles, and rotational motion), in mechanical 

waves (such as oscillations, wave motion, sound, 

and superposition), in thermal physics and in fluid 

mechanics.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진동과 파동, 전기와 자기, 교류회로와 전자기파, 

빛의 반사와 굴절, 파동광학, 특수상대론, 원자물

리학, 양자물리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며, 실험

과 관측을 통하여 물리학의 원리를 이해한다. 

Vibration and wave, electricity and magnetism, 

AC circuit and electromagnetic wave,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light, wave optics, special 

relativity, atomic physics, quantum physics are 

studied, and the principles of physics are 

understood through experiments and 

observations.

기초
(442)

컴퓨터프로그래밍(1) Computer Programming(1)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분야별 프로그래밍 

목적, 절차, 개발 과정 등의 개괄적인 이해와 어셈

블리어, BASIC, FORTRAN, C, C++, 비쥬얼프로그래

밍 등의 용도별 특징을 살펴보고 visual-basic 및 

visual-c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과 프로그램 

개발 도구 사용법의 기초를 가르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ing languages. Lectures use a variety of 

existing general-purpose programming languages 

originated from different programming paradigm: 

imperative, functional, logical, a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기초
(352)

컴퓨터프로그래밍(2) Computer Programming(2)

공학적  계산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 언어의 문법 학습, 개발환

경 구축 및 활용, 기본 예제의 컴파일과 디버깅 등

을 교육하여 향후 고급  프로그래밍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른다.

This subject deals C-language which is generally 

used for solving engineering problem, detailed 

subjects are language programmer, developing tool 

environment setup, compiler utilization, debugging, 

etc.  with this subject, students gets basic skills to 

jump up to the high level programm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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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442)

기초수리학(1) Elementary Hydraulics(1)

본 강의에서는 수자원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유체의 

기본성질을 알아보고, 정지 상태에 있는 물의 역학

적인 문제, 흐르는 물의 운동학 및 동력학의 기본

원리를 살펴본 후 관수로 내 정상류 해석의 기본원

리를 강의한다.

This course include basic fluid mechanics for water 

resources engineering such as  characteristics of 

fluid, hydrostatic mechanics, hydrodynamic 

mechanics and the analysis of steady flow in pipe.

심화
(442)

응용역학(1) Applied Mechanics(1)

공학설계에 필요한 기초 역학지식을 다룬다. 전반

부는 힘의 관계를 다루는 정역학, 후반부는 구조부

재의 성질, 재료의 역학적거동 등을 공부한다.

Basic topics in the statics; including forces, 

moment, section property, member forces in 

structures and shear and moment diagrams in 

beam structures are covered.

심화
(433)

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s

구조물, 구조부재, 평형방정식, 하중, 반력, 부재력

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정구조물인 트러스, 보, 뼈

대구조물, 아치, 케이블의 해석에 관하여 학습한다. 

Understands the concepts of structures, structural 

members, equilibrium equations, loads, reaction 

forces, and member forces and learns about 

analysis of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s such as 

beam, truss, frame structure, arch, and cable 

structures.

심화
(442)

측량학기초 Foundational Surveying

측량의 정의와 분류 및 기준표 등의 이론과 측량의 

기본이 되는 거리측량 및 각측량을 이해하며, 수평 

수직 위치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측량을 다루어 모

든 건설 계획을 위한 지형정보 해석의 기초를 배양

케 한다.

It understands the distance measurement where 

becomes the basic of objection and measurement 

of justice and classification and the base piece 

back of measurement and each measurement, the 

datum point measurement where becomes the 

standard of foundation the terrain information 

interpretation for all construction plan.

심화
(442)

토질역학(1)및실험 Soil Mechanics(1) and Lab

건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반의 공학적 성질에 

대하여 다룬다. 토질역학(1)및실험에서는 주로 흙의 

물리적 성질과 흙의 다짐 및 투수 이론, 유효응력

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the principle of 

soil mechanics and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oils and to determine 

parameters from soil testing.

심화
(442)

환경공학및실험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Lab

토목환경공학의 기초과목으로서 상하수도공학과 폐

수처리 등의 과목을 위한 필수과목이라 할 수 있

다. 환경의 개념 정립과 오염의 발생원인, 인구문

제, 식량문제, 에너지문제와 생태계, 수질화학 등의 

내용을 학습하고 수질화학에 관한 간단한 실험을 

실시한다.

This is a fundamental class for studying water 

supply and wastewater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Lab. deal with concept of 

environment, causes of pollution such as 

population, food, energy, ecosystem and water 

chemistry. Also, the simple experiment will be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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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442)

기초수리학(2)및실험 Elementary Hydraulics(2) and Lab

본 강의에서는 수자원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관수

로 내 정상류의 기본해석원리에 의해 관로 및 관

망을 해석하고, 개수로 내 정상등류의 해석 방법과 

정상부등류 해석의 기본원리 및 계산 방법에 대하

여 강의한다.

This course include basic fluid mechanics for 

water resources engineering such as the analysis 

of pipe network system, steady flow in open 

channel and measurement of water flow 

characteristics.

심화
(442)

응용역학(2)및실험 Applied Mechanics(2) and Lab

재료역학의 응용을 다루고 이를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에 응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Strength of materials, structural design of beams 

including allowable stress design and deflection 

and stress analysis are included.

심화
(442)

토질역학(2)및실험 Soil Mechanics(2) and Lab

건설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반의 공학적 성질에 

대하여 다룬다. 토질역학(2)및실험에서는 주로 흙

의 강도특성과 토압이론, 기초의 지지력, 사면의 

안정성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the principle of 

soil mechanics and to understand the soil 

strength, earth pressure, bearing capacity, and 

soil stability.

실무
(361)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강구조물의 거동 및 특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

아보고 관련 설계기준에 의거한 각종 강구조부재

의 설계기법을 강의한다.

Application of basic principles to design of steel 

structures; design of tension members, columns, 

beams, beam columns, and connections, beams 

and frames.

실무
(361)

기초공학 Foundation Engineering

기초공학에서는 토질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초

지지력 이론 및 옹벽구조물 안정성, 말뚝의 지지

력, 보강토공법 등 주로 기초구조물 설계이론에 대

하여 다룬다.

This course has two primary objectives. First, to 

present basic concept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foundation. Second, to integrate modern 

learning principles in understanding the various 

topics in foundation engineering.

실무
(343)

부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s

탄성 및 에너지 방법에 의한 간단한 보, 트러스, 

골조 구조물의 처짐 계산 방법을 검토하고, 강도법

과 변위법에 의한 부정정 구조물의 구조 해석 과

정을 학습한다.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deflection of a 

simple beam, truss, and frame structure by means 

of elastic and energy method is reviewed, and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 by force method and 

displacement method is studied.

실무
(361)

상하수도공학 Water Supply and Wastewater Engineering

깨끗한 물의 공급과 사용 후의 하수의 정화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토목환경 기술자의 몫이다. 깨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s should supply 

with clean water and remove the pollutan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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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을 위한 이론과 처리 방

법에 대한 설계와 운영에 관해 학습하고 발생한 

하수의 성상과 처리에 관한 전공정을 학습한다.

wastewater. Theori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reatment plant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treatment will be taught. 

실무
(451)

수문학 Hydrology

수자원개발의 기본이 되는 지구상의 물순환 과정

을 형성하는 강수, 증발, 증산, 침투 및 지하수 등

의 성분과정을 해석하는 방법과 유역의 강우-유출

관계 분석을 위한 확정론적 기법을 강의 한다.

This course include deterministic method for 

water resources engineering such as hydrologic 

cycle, precipitation and evapotranspiration, 

infiltration, analysis of runoff and unit 

hydrograph.

실무
(451)

수자원공학 Water Resources Engineering

본 강의에서는 수공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설계강

우량 및 홍수량 등 수문량을 빈도해석에 의해 결정

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설계강우량에 의한 설계홍수

량 계산방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댐 및 부속구조물

과 도로암거, 우수관거 등의 설계 기법을 강의 한다.

This course include design method for hydrologic 

structures such as flood routing, statistical 

method, frequency analysis and drought analysis.

실무
(433)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Design and Lab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개념을 살펴보고, 부재

의 휨거동, 전단 및 비틀림, 철근의 정착 과 이음, 

기둥, 슬래브, 옹벽, 확대기초에 대하여 학습한다. 

Review the design concept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learn about the flexural behaviour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shear and 

torsion, development and splicing of reinforcing 

bars, retaining wall, and spread footing.

실무
(343)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Materials and Lab

콘크리트의 주 구성 재료인 시멘트, 골재의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배합설계과정을 통하여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고, 강도 평가를 수행한다. 콘크리트 

보강재료인 철근의 기본적인 특성을 실험을 통하

여 살펴본다. 아스팔트 재료에 대하여 학습한다. 

Study the properties of cement and aggregate, 

and make a series of concrete specimens through 

the mix design process and conduct a strength 

evaluati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reinforcing 

steel are analyzed through experiments. Learn 

about asphalt materials.

실무
(262)

토목시공학 Construction Engineering

토목시공에 관련된 토공작업, 건설공정계획, 기초

공, 콘크리트공, 터널공, 댐공 등 전반적인 건설시

공분야에 대하여 설명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the principl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to understand 

construction process and plan about foundation 

worker, the concrete worker and the tunnel 

worker, dam worker.

전문
(433)

PS콘크리트구조설계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

PC구조물의 기본 설계 개념을 검토하고, PC 교량 

가설 공법을 살펴본다. 프리스트레싱 강선의 강도

시험을 통하여 응력변형 특성을 검토하고, 프리스

트레스의 손실 산정방법을 배운다. PC 휨부재를 

Review the basic design concepts of PC 

structures and examine the construction method 

of PC Bridge. Examination of stress-strain 

relations through the strength test of prest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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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설계방법을 검토하고 설계과제를 수행한다. steel wires and learn how to calculate the loss of 

PC. Review the flexural design methods of PC 

members and perform design assignment.

전문
(262)

교량설계 Design of Bridge

교량구조의 역학적 거동을 이해하고 및 설계기법

을 강의한다.

Design of bridge structures with practical design 

codes and structural concepts are included. 

전문
(343)

교통공학 Traffic Engineering

교통구성요소의 특성과 교통류의 특성 및 이론을 

익히고 교통조사, 교통통계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 

교통신호체계의 운영방법론을 배우며, 첨단교통체

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교통공학의 실제생활에서

의 활용도를 익힌다. 용량분석을 통한 교통시설물

의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교통신호등의 제어전략

과 신호시간 운영방안을 배운다. 기타교통운영의 

최근 발전방향을 살펴본다. 

This subject is a basic course for the 

transportation engineering. Students shall learn 

transportation properties, vehicles and human 

characteristics, transportation survey and 

estimation, capacity and service level, design 

methods and operation, etc.

전문
(361)

전산구조설계 Computational Structural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기법을 강

의한다. 전반부는 수치해석기법, 메트릭스구조해석

법을 강의하고 후반부는 구조해석 및 설계용 프로

그램을 가지고 직접 구조물을 해석, 설계한다.

Theory and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nt 

method and practical usage of structural analysis 

program are included.

전문
(361)

전산수공설계 Computational Hydrosystem Design

 본 강의에서는 수자원공학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홍수-유출수문곡선 해석 프로그램

인 HEC-1 및 HEC-RAS의 구조와 사용방법을 교육

하여 취업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된 수자원공학의 여러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nclude the structure and usage of 

HEC-1 and HEC-RAS programs which can 

interpret flood-discharge hydrograph and educate 

the application ability of the multi program in the 

water resources engineering.

전문
(262)

전산지반설계 Computational Geotechnical Design

토구조물 및 기초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

하여 다룬다. 특히, 본 강의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여 실습을 통하

여 실무 경험을 터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the 

computational skill of soil mechanics and to apply 

the principles of soil mechanics to analyze and 

design simple geotechnical systems.

전문
(262)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본 과목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수강자를 일정한 인원의 모둠으로 나누

어 토목공학의 전반적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 대상

의 선택, 제약조건 등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구체

Objection of this course is strengthen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the course 

member through team activity for searching the 

problem, restrictions and working it out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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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적인 설계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진행하는 설계과

목이다.

help of tutor.

전문
(262)

폐수처리공학 Wastewater Engineering

수질오염의 심화에 따라 폐수처리의 중요성은 더

욱 증대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수와 폐수

의 발생에서부터 수처리 후 깨끗한 물의 방류에 

이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수처리 계통에 관하여 학

습한다.

The needs for wastewater treatment increase 

according to the strict regulation and increment 

of public concern. This class will study the 

treatment process from the production of 

wastewater from home or factory to discharge of 

treated water. 

전문
(352)

환경설계 Environmental-Facility Design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과 정수를 위한 다양한 

처리 공정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설계를 직접 실시한다. 물리화학적 방법 

뿐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대한 설계 인자 

도출과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Based on the theory for clean and safe water 

supply,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treatment.

기초 
(334)

토목환경공학설계입문
Basic Design For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s

 공학에서 중요한 기초설계에 대한 소양을 개발하

는 과목이다. 본 과목을 통하여 공학의 기초 분야

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the 

fundamental disciplines about basic design for 

various engineering parts. The process and basic 

concept for design are included to the application 

of re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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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Dept. of Carbon and Nano Materials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탄소산업 및 나노소재산업의 창의적 전문가

전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현장실무 응용 능력 ·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교육목표
  탄소재료 및 나노소재에 기반한 나노기술의 기초 개념부터 최신 기술에 이르기 까지 소재기
술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나노소재 산업과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창의적 리더를 육성한다. 

교육과정

◾공학 기초 학문과 나노기술의 기초적 개념을 포함하는 전공기초 과목 

◾탄소 소재 제조, 분석 및 응용 분야의 전문 지식 및 최신 동향 

◾나노 소재 제조, 분석 및 응용 분양의 전문 지식 및 최신 동향 

수여학위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탄소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탄소제품제조기사, 화공산업기사

나노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요업기사

소재생산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공정관리기사, 품질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비파괴검사기사

부품설계 및 부품성

엔지니어
성형가공기사, 전산응용설계기사, CAD 실무능력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정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 사고와 공학적 지식을 통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준거
◾융복합적인 산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해한다.
◾문제 이해, 아이디어 도출, 계획수립 및 실행 능력을 갖춘다.

현장실무 응용 
능력

정의
소재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소양 및 현장 
대응능력

준거
◾소재 관련 전공지식과 전문지식을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소재 전문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공학적 지식 능력을 갖춘다.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정의
다양한 산업환경 속에서 공학적 의사표현 능력 및 서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산업환경에서 전문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하여 인지한다. 
◾현장에서의 책임감 및 회사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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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 능력,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창의성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 마인드

실무 팀워크 기술 및 프로젝트 구성원 간의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정의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별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최근 발
전하는 신기술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
는 능력

준거
◾나노기술(NT),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이해한다.
◾NT, IT, BT 기술위에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형로봇 등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탄소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 ● ◐ ◐

나노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 ● ◐ ◐

소재생산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 ◐ ● ◐

부품설계 및 
부품성형 엔지니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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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팀워크 기술 의사소통

심화 전공지식
전공 실험 능력 및 실험· 

분석 장비 운영
적극적인 정보 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능력
지속적 자기개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
술 활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기초나노과학 ○ ◐ ● 6 3 1

탄소기술동향세미나(1) ● ◐ ○ 5 2 3

탄소기술동향세미나(2) ● ◐ ○ 5 2 3

탄소기술동향세미나(3) ○ ◐ ● 5 2 3

캡스톤디자인 ● ◐ ○ 3 4 3

실무

소재과학과창업 ◐ ○ ● ◐ 4 4 2

탄소섬유개론 ● ◐ 3 4 3

복합재료특론 ○ ● ◐ 5 4 1

소재공학특론 ● ○ ◐ 4 3 3

심화

물리화학및실험(1) ● ◐ 5 3 2

물리화학및실험(2) ● ◐ 5 3 2

나노환경분석화학 ● ◐ 5 3 2

양자물리화학 ● ◐ 6 3 1

소재공학응용 ● ◐ 5 3 2

공업유기화학 ● ◐ 5 3 2

응용나노과학 ● ◐ ○ ◐ 6 3 1

탄소학개론 ● ◐ 6 2 2

전자소재개론 ○ ● ○ ◐ 6 2 2

소재공학개론 ● ◐ ○ 5 3 2

응용재료역학 ● ◐ 5 3 2

고분자공학 ● ◐ ○ 5 3 2

탄소소재화학및실험 ◐ ● 5 3 2

나노탄소학(1) ◐ ● ○ ○ 5 3 2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 ◐ ○ 5 4 1

재료열역학 ● ◐ 5 3 2

나노탄소학(2) ● ◐ ○ ◐ 5 3 2



601

공과대학 -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
술 활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기초

기초소재과학 ◐ ● 6 3 1

일반물리및실험(1) ● ◐ 4 4 2

일반물리및실험(2) ● ◐ 4 4 2

일반화학및실험(1) ● ◐ 5 3 2

일반화학및실험(2) ● ◐ 5 3 2

공업수학(1) ● ◐ 5 3 2

공업수학(2) ● ◐ 5 3 2

공업수학(3) ● ◐ 6 3 1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탄소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C)

전문
캡스톤디자인 탄소기술동향세미나(1)

탄소기술동향세미나(2)
탄소기술동향세미나(3)

실무
탄소섬유개론
소재공학특론

소재과학과창업[필]

심화

나노탄소학(2)
응용나노과학

물리화학및실험(1)[필]
소재공학개론[필]
탄소학개론
나노환경분석화학
전자소재개론
물리화학및실험(2)
소재공학응용
나노탄소학(1)
고분자공학
양자물리화학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탄소소재화학및실험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필]
일반물리및실험(2)
일반화학및실험(1)[필]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일반화학및실험(2)[필]
공업수학(3)

기초소재과학

나노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N)

전문 캡스톤디자인 기초나노과학

실무
탄소섬유개론
소재공학특론

소재과학과창업[필]

심화

나노탄소학(2)
응용나노과학

물리화학및실험(1)[필]
소재공학개론[필]
탄소학개론
나노환경분석화학

탄소소재화학및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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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전자소재개론
물리화학및실험(2)
소재공학응용
나노탄소학(1)
고분자공학
양자물리화학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필]
일반물리및실험(2)
일반화학및실험(1)[필]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일반화학및실험(2)[필]
공업수학(3)

기초소재과학

소재생산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P)

전문
캡스톤디자인 탄소기술동향세미나(1)

탄소기술동향세미나(2)
기초나노과학
탄소기술동향세미나(3)

실무
탄소섬유개론
복합재료특론
소재공학특론

소재과학과창업[필]

심화

응용나노과학 물리화학및실험(1)[필]
소재공학개론[필]
탄소학개론
나노환경분석화학
전자소재개론
물리화학및실험(2)
공업유기화학
소재공학응용
고분자공학
재료열역학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탄소소재화학및실험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필]
일반물리및실험(2)
일반화학및실험(1)[필]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일반화학및실험(2)[필]
공업수학(3)

기초소재과학

부품설계 
및 

부품성형 
엔지니어

(D)

전문
캡스톤디자인 탄소기술동향세미나(1)

탄소기술동향세미나(2)
기초나노과학
탄소기술동향세미나(3)

실무
탄소섬유개론
복합재료특론
소재공학특론

소재과학과창업[필]

심화

응용나노과학 물리화학및실험(1)[필]
소재공학개론[필]
응용재료역학
전자소재개론
물리화학및실험(2)
공업유기화학
소재공학응용

탄소소재화학및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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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고분자공학
재료열역학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필]
일반물리및실험(2)
일반화학및실험(1)[필]
공업수학(1)[초]
공업수학(2)[초]
일반화학및실험(2)[필]
공업수학(3)

기초소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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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프로젝트 구성
신기술융합

산업환경분석
전문

기초나노과학(NPD) 탄소기술동향세미나(1)(CPD)
탄소기술동향세미나(2)(CPD)

캡스톤디자인(U)
탄소기술동향세미나(3)(CPD)

소재생산
부품설계
부품성형

실무

소재과학과창업(U) 
탄소섬유개론(U)  

소재공학특론(U)
복합재료특론(PD)

소재합성
소재분석/가공
장비운용능력

심화

물리화학및실험(1)(U)
물리화학및실험(2)(U)
소재공학개론(U)
나노환경분석화학(CNP)
양자물리화학(CN)
응용나노과학(U)

전자소재개론(U)
공업유기화학(PD)
소재공학응용(U)
탄소학개론(CNP)
고분자공학(U)
탄소소재화학및실험(U)

나노탄소학(1)(CN)
나노탄소학(2)(CN)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CP)
재료열역학(PD)
응용재료역학(D)

기초과학지식
기초공학지식
데이터분석

기초

일반물리및실험(1)(U)
일반물리및실험(2)(U)
일반화학및실험(1)(U)
일반화학및실험(2)(U)
공업수학(1)(U)
공업수학(2)(U)

공업수학(3)(U)
기초소재과학(U)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U)공통교과 (C)탄소소재 제조/가공 (N)나노소재 제조/가공 (P)공정관리/품질관리  (D)부품설계/성형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드론스쿨

▪3D 프린팅 교육
▪드론스쿨

▪Carbon School
▪소재관련 업체대표  
초청 취업 특강

▪해외연구소 견학
▪영국 AMRC 연구소 
복합재 교육

▪Carbon School
▪소재관련 업체대표  
초청 취업 특강

▪해외연구소 견학
▪영국 AMRC 연구소 
복합재 교육

졸업생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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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24) 이상

 ◾심화과정: 전공 60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42) 이상

전필 18

1~4
전선

24

18

졸업자격(논문) P 4  ◾캡스톤디자인 이수 후 졸업논문 작성

졸업 이수학점 130  

※ 최소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제 2의 전공(연계전공 포함)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 탄소 융합전공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탄소물리, 탄소화학, 탄소가공

■ 벤처창업 연계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①
참여전공

이수학점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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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
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
수전공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606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6065 일반물리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s(1) 3 4 기초 4 4 2

전필 12226 일반화학및실험(1)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1) 3 4 기초 5 3 2

기초 15408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3 3 기초 5 3 2

2

전필 16067 일반화학및실험(2)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2) 3 4 기초 5 3 2

전선 16066 일반물리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s(2) 3 4 기초 4 4 2

전선 11711 기초나노과학 Basic Nano science 3 3 전문 6 3 1

기초 15409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 3 기초 5 3 2

2

1

전필 16062 물리화학및실험(1) Physical Chemistry and Experiments(1) 3 4 심화 5 3 2

전선 15468 공업수학(3) Engineering Mathematics(3) 3 3 기초 6 3 1

전선 16061 기초소재과학 Basic material science 3 3 기초 6 3 1

2

전필 11716 소재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 3 심화 5 3 2

전선 12344 나노환경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for Nano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16063 물리화학및실험(2) Physical Chemistry and Experiments(2) 3 4 심화 5 3 2

전선 11714 양자물리화학 Basic Quantum Mechanics for Nano technology 3 3 심화 6 3 1

전선 12046 응용나노과학 Applied Nano science 3 3 심화 6 3 1

3

1

전선 16209 소재공학응용 Materials Science and Applications 3 3 심화 5 3 2

전선 14057 공업유기화학 Industrial Organic Chemistry 3 3 심화 5 3 2

전선 16090 탄소학개론 Introduction to Carbon Science 2 2 심화 6 2 2

전선 14060 탄소기술동향세미나(1) Carbon technology trends seminar(1) 1 1 전문 5 2 3

전선 16069 전자소재개론 Introduction on electronic materials 3 3 심화 6 2 2

2

전필 14360 소재과학과창업 Material Science and venture creation 3 3 실무 4 4 2

전선 16059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3 3 심화 5 3 2

전선 13708 탄소소재화학및실험 Experiments in nanocarbon materials 3 3 심화 5 3 2

전선 14096 탄소기술동향세미나(2) Carbon technology trends seminar(2) 1 1 전문 5 2 3

전선 16091 탄소섬유개론 Carbon fibers 3 3 실무 3 4 3

4

1

전선 14061 탄소기술동향세미나(3) Carbon technology trends seminar(3) 1 1 전문 5 2 3

전선 14019 나노탄소학(1) Nanocarbon(1) 3 3 심화 5 3 2

전선 14023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Carbonaceous 
Materials

3 3 심화 5 4 1

전선 16064 복합재료특론 Special topics on composite materials 3 3 실무 5 4 1

전선 16068 재료열역학 Thermodynamics in Materials 3 3 심화 5 3 2

2

전선 14097 나노탄소학(2) Nanocarbon Materials (2) 3 3 심화 5 3 2

전선 12055 소재공학특론 Special Topics of Material Engineering 3 3 실무 4 3 3

전선 14095 응용재료역학 Applied Mechanics of Materials 3 3 심화 5 3 2

전선 15185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전문 3 4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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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소재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재료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

을 주었다. 현대의 첨단 기술의 구현에 있어서 재

료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 본 과목에서는 재료의 기본적인 구조, 결함 및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기계적 성질에 대해 

학습한다.

Historically, materials have been intimately 

involved in developing human cult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cutting-edge technology, 

understanding of materials science is essential. In 

this lecture, we will cover atomic structure, 

defect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실무
(442)

소재과학과창업 Material Science and venture creation

본 과목에서는 결정구조, 소재의 규명, 소재의 물

리 화학적 성질과 특성을 소개하고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가적 마인드

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Enabling the students to get the knowledge of 

material characterization method and their 

applications. Guiding how to fabricate the final 

products and how to link the activity to build up 

the company.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1)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s(1)

물리학은 이학 및 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

는 필수학문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응용함을 목

표로 하여, 운동, 뉴턴 법칙, 보존의 법칙, 일과 에

너지 등을 배운다.

Physics and ExperimentsⅠis the first semester of 

a two-semester sequence primarily for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students. Covers topics in 

mechanics (such as motion, Newton's laws, 

conservation aws, work, energy, systems of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1)

미분적분학을 기초로 한 각종 미분방정식의 해법

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적으로 문제해결 및 모델링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미분방정식의 

해법에서 벡터해석까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students of 

engineering and physics to those areas of 

mathematics which, from a modern point of view, 

seem to be most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practical mechanical problems.

기초
(532)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공학에 필요한 라플라스 변환, 벡터, 행렬, 그리

고 푸리에 급수, 적분 그리고 변환에 대해 배움

으로써 공학설계에 필요한 수학적인 능력을 기른

다. 

This course is for engineering students to 

enhance design capability by studying Laplace 

transform, vector and matric analysis, and 

Fourier series, integral, and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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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particles, and rotational motion).

기초
(532)

일반화학및실험(1)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1)

화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소들의 결합에 의한 화학

적인 과정의 법칙성 등의 소방과 관련하여 기초적

인 화학지식을 배운다.

Chemistry is a physical science related to studies 

of various atoms, molecules, crystals and other 

aggregates of matter whether in isolation or 

combination, which incorporates the concepts of 

energy and entropy in relation to the spontaneity 

of chemical processes.

기초
(532 )

일반화학및실험(2)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2)

이 과목에서는 원자의 구조, 배위화합물의 결합, 

고체화학 그리고 방사화학에 기본을 소개한다. 그

리고 이들 내용과 관련된 실험들을 수행한다.

In this subject, the freshmen will be introduced to 

the fundamentals with the atomic structure, the 

bond of coordination compound, solid state 

chemistry and the radio-chemistry. And they will 

conduct the experiments in relation with these 

contents.

심화
(532)

물리화학및실험(1) Physical Chemistry and Experiments(1)

입자의 역학, 일과 에너지, 운동량 보존법칙, 회전 

운동, 강체의 평형, 진동, 파동, 중력, 열, 기체운동

론, 엔트로피와 열역학의 제2법칙 등을 논의하며, 

길이의 측정, 힘의 평형, 자유낙하 운동, 단진자, 

구심력, 관성능률측정, 줄의 법칙, 선팽창 계수를 

측정하는 등 기본적인 원리에 관련된 실험을 수행

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Dynamics of particle, work and energy, law of 

energy conservation, rotational movement, 

measure of length, balance of power, free falling, 

single pendulum, centrifugal force, measure of 

inertial efficiency, law of Joule, measure of linear 

expansion are studied and experimented to 

understand fundamentals of physic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42)

일반물리및실험(2)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s(2)

일반물리및실험(2)에서는 오실레이션, 파동운동, 음

향, 중첩의 원리 등의 역학과 열역학, 유체역학 등

을 배운다.

In Physics and Experiment 2 covers topics in 

mechanical waves (such as oscillations, wave 

motion, sound, and superposition), in thermal 

physics and in fluid mechanics.

전문
(631)

기초나노과학 Basic Nano science

나노소재의 소개와 구조 관찰을 할 수 있는 현미경 

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 탄소나노튜브, 나노입자와 같은 나노소재에 

   대한 이해

 - 나노구조 관찰을 위한 현미경 강의(SPM, 

   전자현미경,X-선현미경)

Understanding nano materials such carb on nano 

tubes and nano particles

 - Basic principle of microscopic technologies using

   e-beam, X-ray, and proximal pr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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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31)

공업수학(3) Engineering Mathematics(3)

미적분학, 행렬, 미분방정식, 복소수, 함수론 등 공

학교육을 위한 기초적 수학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lass will cover basics on mathematics such 

as differentiation, integration, matrix, differential 

equations, etc for engineering education.

기초
(631)

기초소재과학 Basic material science

본 과목에서는 나노기술이 접목이 되어 만들어진 

나노소재에 대한 합성방법, 소재의 특성 및 응용분

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n this subject we will introduce various type of 

nano-materials, synthetic technology,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eir applications, etc. 

심화
(532)

나노환경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for Nano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분광학적 분석기기, 전기화학적분석기기, 크로마토

그래피 및 표면분석 기기의 구성장치, 분석 방법의 

원리 및 응용분야에 대해서 공부한다.

n-depth study of theories & practices for 

constituent equipments, detec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the spectroscopic, electrochemical, 

and surface analytical instruments and 

chromatography.

심화
(532)

물리화학및실험(2) Physical Chemistry and Experiments(2)

물리화학및실험2에서는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과 변

화를 이해하기 위해 화공열역학, 반응공학, 상평형, 

화학평형, 반응속도론 등을 학습하고 실험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sic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terials, students study 

thermodynamics,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phase diagram, chemical equilibrium, chemical 

kinetics.

심화
(631)

양자물리화학 Basic Quantum Mechanics for Nano technology

재료과학의 제반 분야의 학습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자역학적 개념을 배운다.

Basic principles on Quantum Mechanics for nano 

technology.

심화 
(631)

응용나노과학 Applied Nano science

본 과목에서는 나노기술이 접목이 되어 응용되는 

나노소자, 나노공정, 나노에너지, 나노바이오 등의 

응용분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n this subject we will introduce various type of 

nano devices, nano process, nano energy 

applications, and nanobiotechnology etc. 

심화 
(532)

소재공학응용 Materials Science and Applications

재료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가지고 있

는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재료의 기본 성질인, 기계적, 전기적, 

열화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에 대해 학습한

다.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of materials, we 

need deep knowledge of materials basic properties. 

In this lecture, students will study mechanical, 

electrical, deteriorative, thermal, magnetic and 

optical properties of materials.

심화 
(532)

공업유기화학 Industrial Organic Chemistry

기본적인 유기 화합물의 구조와 반응을 학습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는 유기화학 지식을 습득하고 

화학공업 관련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분

석 및 평가한다.

Students learn principles of basic structure of 

organic compounds and organic reactions, and 

understand applications of industrial organic 

synthetic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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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622)

탄소학개론 Introduction to Carbon Science

본 강의는 탄소소재의 원리 및 응용방법에 대한 이

해를 높이기 위해 탄소소재의 전구체, 탄소소재의 

합성방법, 탄소소재의 산업적 응용에 대한 폭넓은 

개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study carbon 

synthesis and industrial applications for 

understanding fundamental principles and features 

of carbon materials.

전문
(523)

탄소기술동향세미나(1) Carbon technology trends seminar(1)

탄소관련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수업을 진

행함으로써, 탄소산업 전반에 걸친 현황과 전망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탄소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 함.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instruct students 

the status and prospect of the carbon industry by 

inviting professional speakers.

심화
(622)

전자소재개론 Introduction to electronic materials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기ㆍ전자분야와 관련된 전자

재료 및 소자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diodes, 

bipolar junction transistors, MOSFETs and 

semiconductor properties.

심화 
(532)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 화합물의 합성, 물성 및 응용분야를 학습하

고 신소재로서의 탄소 고분자 소재의 성질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Students will study syntheses,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polymeric compounds. And recent 

research trends and applications of carbon 

polymeric materials will be treated and studied.

심화 
(532)

탄소소재화학및실험 Experiments in nanocarbon materials

나노탄소소재를 제조하고 다루는 공정 및 측정에 

대해 학습한다.

- sol-gel 방법에 의한 나노입자 합성

- 탄소나노튜브의 분산 및 화학적 개질

- 자기조립박막 제조

- 측정실험(FE-SEM, AFM, 라만 분광학,     TGA, 

ellipsometer)

Identify the processes and measurements that deal 

with Nanocarbonate. 

-Nano particle synthesis by sol-gel method

-Carbon nanotube (CNT) dispersion and       

chemical property

-Synthesis of self assembled monolayers

전문
(523)

탄소기술동향세미나(2) Carbon technology trends seminar(2)

 탄소관련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탄소산업 전반에 걸친 현황과 전망

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탄소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instruct students 

the status and prospect of the carbon industry by 

inviting professional speakers.

실무
(343)

탄소섬유개론 Carbon fibers

탄소 섬유는 대부분이 구조재료용 복합재료 강화재

로 사용되며, 특히 고성능 탄소섬유는 에폭시 수지 

모재 복합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교과목에

서는 각종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응용분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This class aims at the understanding of 

high-performance carbon fibers, especially of 

reinforced fibers.



611

공과대학 -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523)

탄소기술동향세미나(3) Carbon technology trends seminar(3)

탄소관련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수업을 진

행함으로써, 탄소산업 전반에 걸친 현황과 전망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탄소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 함.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instruct students 

the status and prospect of the carbon industry by 

inviting professional speakers.

심화
(532)

나노탄소학(1) Nanocarbon(1)

탄소원자는 다양한 결합 방법으로 화합물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원소이다. 특히 1985년 발견된 

fullerene을 시발점으로 나노소재라는 분야가 만들

어지고 나노기술을 태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본 과목에서는 나노기술이 접목이 되어 만들어진 

탄소나노소재에 대한 합성방법, 소재의 특성 및 응

용분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Carbon atoms play an important role in 

synthesizing materials since it has versatile bonding 

capabilities. Especially nano technology was 

initiated by the discovery of fullerene in 1985 

which considers of 60 carbon atoms. In this subject 

we will introduce various type of nanocarbon 

materials, synthetic technology,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eir applications, etc. 

심화
(541)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Carbonaceous Materials

탄소소재 합성 및 응용과목은 탄소소재 (탄소섬유, 

인조흑연, 카본블랙, 활성탄, 나노탄소)의 일반적 합

성방법 및 합성된 소재의 평가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각각의 소재의 응용분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This lecture will focus the preparation methods 

and application areas of carbon-based materials 

(Carbon fibers, artificial graphites, carbon blacks, 

activated carbons, and nano structured carbons). 

This lecture can give students useful information 

about physicochemical evaluating methods for 

carbonaceous materials.

실무
(541)

복합재료특론 Special topics on composite materials

복합재료의 기술 현황과 복합재료의 구성재료, 재

료특성, 제조기술과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lass aims at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including properties of 

constituents and typical composite materials. 

Students will study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composites technology.

심화
(532)

재료열역학 Thermodynamics in materials

열역학에서의 기본 개념 정의 및 연구대상 온도의 

해석학적 의의와 열역학 제1,2법칙의 공식화와 상

호관계의 수학적 의의와 법칙을 응용하여 열과 물

체간의 관계, 그들 사이의 변환문제 등을 다루고 

열기관 및 냉동기의 기본 사이클에 대해 습득한다.

Applic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laws of 

thermodynamics to closed and open systems and to 

cyclic heat engines. This includes the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calculating the properties of 

multiphase and single phase pure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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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32)

나노탄소학(2) Nanocarbon(2)

나노탄소의 응용기술의 기본을 이해하고 공학적 접

근 방법을 학습한다.

Understand the fundamental nano-carbon 

technology and method for science and 

engineering.

실무
(433)

소재공학특론 Special Topics of Material Engineering

최근 과학적 주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토의함. In this subject, the seniors will select the latest 

scientific topics and discuss them.

심화
(532)

응용재료역학 Applied Mechanics of Materials

여러 가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학 

구조물 및 각종 기계를 해석 및 설계하는 방법을 

숙지시키며 공학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응

력 해석법을 함양시킨다.

Mechanics of materials is a branch of applied 

mechanics that deals with the analysis and the 

technique of design for engineering structure and 

machine of various kinds of solid bodies subjected 

to various types of loading. It can be developed a 

basic technique of applied analysis for a design of 

engineering structure.

전문
(343)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제한적이었던 전공 과정을 벗어나고자 하며 학생들

이 좀 더 유용성 있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능동

적인 학습태도를 기본으로 갖춰 전공교과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유기 합성 및 여러 화학 반응의 

실험을 직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며 

전박적인 이해력을 키우는 교과과정이다.

Students base their active learning on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im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ir active learning attitude. It is a 

curriculum that provides mor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organic compounds 

by conducting experiments on organic compounds 

and conducting experiments on various chemical 

reactions. Based on hands-on experience, I hope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field 

will improve, and that it will improv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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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탄소 소재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문지식을 지닌 핵심 전문 인재

전공능력
탄소관련 전문가로서의 지식응용, 분석실험, 문제정의, 도구활용, 팀웍기술, 의사소통, 

영향이해, 공학윤리 능력

교육목표

탄소산업의 기본 지식부터 탄소 소재 제조, 분석, 가공 및 응용 분야의 최신 동향에 이르기

까지 탄소 기술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탄소산업

의 발전을 견인할 융합기술인력을 육성한다.

교육과정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탄소 관련 기초교육,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운영

◾전북의 탄소산업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탄소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실무 및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탄소와 기술경영의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해 현장경험을 기반

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하며 실무자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써 업계의 최근 동향 및 정보 등을 공유하고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차별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수여학위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탄소소재 제조, 분석 및 응용기업의 연구 및 생산 실무

화학분석기사, 화학 관련 기사 자격증, 

탄소소재 및 나노소재 엔지니어 등

나노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소재생산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부품설계 및 부품성형 엔지니어

[2] 전공능력

탄소융합공학과 (Dept. of Carbon Convergence Engineering)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정의
다양한 산업 환경 속에서 공학적 의사표현 능력 및 서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전문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하여 인지한다. 
◾현장에서의 책임감 및 회사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현장실무 응용 
능력

정의
소재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소양 및 현장 대
응능력

준거
◾소재 관련 전공지식과 전문지식을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소재 전문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공학적 지식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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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정의 탄소 전문가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실무능력

준거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한 현장 경험 및 지식을 이해한다.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객관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정의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별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최근 발
전하는 신기술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

준거
◾나노기술(NT),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이해한다.
◾NT, IT, BT 기술위에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형로봇 등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탄소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 ● ◐ ◐

나노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 ● ◐ ◐

소재생산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 ◐ ● ◐

부품설계 및 
부품성형 엔지니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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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능력,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창의성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 마인드

실무 팀웍기술 및 문제해결 능력
프로젝트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의사소통

심화
전공지식, 탄소소재 제조 및 

제품 구상

전공 실험 능력 및 실험, 

분석 장비 운용, 시제품 제작

적극적인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도구활용 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현장
실무 
응용 
능력

창의적 

현장

실무 

융합
신기술 
활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탄소학개론 ● ◐ 6 2 2

탄소열유동공학 ● ◐ 5 3 2

기술경영개론(원격) ● ◐ 4 4 2

탄소융합특강
(1),(2),(3),(4)

● ○ ◐ 5 2 3

탄소성형 ◐ ● ◐ 3 5 2

자동차경량화 ● 3 5 2

탄소소재분석 ● ◐ 5 3 2

탄소공정개선 ◐ ● 5 3 2

탄소응용건설기술 ◐ ● 4 3 3

실무

현장학점(1),(2),(3),(4) ◐ ● 4 3 2

기술사업화(원격) ● 4 3 3

생산계획 및 통제 ● 4 4 2

생산운영관리(원격) ● 3 4 3

품질경영(원격) ● 4 4 2

지식재산경영(원격) ◐ ● 5 3 2

심화

팀프로젝트
(1),(2),(3),(4)

◐ ● 3 5 2

캡스턴디자인(1),(2)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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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현장
실무 
응용 
능력

창의적 

현장

실무 

융합
신기술 
활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기초

기초탄소화학 ◐ ● 5 3 2

기초탄소물리 ◐ ● 5 3 2

탄소재료학 ◐ ● 4 4 2

공업수학 ● 3 5 2

탄소나노소재 ◐ ● 4 3 3

복합재료설계 ◐ ● 4 4 2

창의적사고와발명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현장
실무 응용 능력

창의적 현장
실무

융합
신기술 활용 능력

탄소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C)

전문

기술경영개론(원격)
탄소융합특강(1),(2)
탄소융합특강(3),(4)

탄소학개론
탄소공정개선

자동차경량화 탄소응용건설기술

실무

현장학점(1),(2)
현장학점(3),(4)
생산운영관리(원격)
품질경영(원격)

기술사업화(원격)
생산계획및통제

심화
팀프로젝트(1),(2)
팀프로젝트(3),(4)
캡스턴디자인(1),(2)

기초

기초탄소화학[초]
기초탄소물리[초]
공업수학[초]

창의적사고와발명[초] 탄소재료학[초]
탄소나노소재[초]
복합재료설계[초]

소재생산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P)

전문
기술경영개론(원격) 탄소열유동공학

탄소소재분석
탄소공정개선

탄소성형
자동차경량화

탄소응용건설기술

실무

현장학점(1),(2)
현장학점(3),(4)
생산운영관리(원격)
품질경영(원격)

지식재산경영(원격)

심화
팀프로젝트(1),(2)
팀프로젝트(3),(4)
캡스턴디자인(1),(2)

기초
기초탄소화학[초]
기초탄소물리[초]
공업수학[초]

창의적사고와발명[초] 탄소재료학[초]
탄소나노소재[초]
복합재료설계[초]



617

공과대학 -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전문

탄소학개론(CD)
탄소열유동공학(P)
기술경영개론(원격)(G)
탄소융합특강(1),(2)(C)

탄소융합특강(3),(4)(C)
탄소성형(PC)
자동차경량화(G)
탄소소재분석(P)
탄소공정개선(G)
탄소응용건설기술(G)

실무

현장학점(1)(G)
현장학점(2)(G)
기술사업화(원격)(CD)

현장학점(3),(4)(G)
생산계획및통제(CD)
생산운영관리(원격)(G)
품질경영(원격)(CD)
지식재산경영(원격)(P)

심화

팀프로젝트(1),(2)(G) 팀프로젝트(3),(4)(G)
캡스턴디자인(1),(2)(G)

기초

기초탄소화학[초](G)
기초탄소물리[초](G)
탄소재료학[초](G)
공업수학[초](G)

탄소나노소재[초](G)
복합재료설계[초](G)
창의적사고와발명[초](G)

직무수준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G)공통 (C)탄소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P)소재생산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D)부품설계 및 부품성형 엔지니어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현장
실무 응용 능력

창의적 현장
실무

융합
신기술 활용 능력

부품설계 
및 

부품성형 
엔지니어

(D)

전문
기술경영개론(원격) 탄소학개론

탄소공정개선
탄소성형
자동차경량화

탄소응용건설기술

실무
현장학점(1),(2)
현장학점(3),(4)
생산운영관리(원격)

기술사업화(원격)
생산계획및통제

심화
팀프로젝트(1),(2)
팀프로젝트(3),(4)
캡스턴디자인(1),(2)

기초
기초탄소화학[초]
기초탄소물리[초]
공업수학[초]

창의적사고와발명[초] 탄소재료학[초]
탄소나노소재[초]
복합재료설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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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21 3~4  ◾기본과정 21학점 이수

전공
선택

39 3~4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

 ◾현장학점, 캡스톤디자인, 개인(팀)프로젝트 포함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 논문 또는 졸업프로젝트

졸업 이수학점 60  

기타 졸업요건
 ◾중소기업 계약학과로 운영되므로 채플과 성경 학점 봉사활동      

점수 면제

 

※ 현장학점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교과목 관련 현장 업무수행을 학점으로 대체 인정하는 과목으로 매 학기 

   3학점씩 총 4학기 인정하여 총 12학점까지 이수 가능함

※ 교양 선택 대신 전공과목으로 졸업 이수학점 취득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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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3

1 전선

15231 기초탄소화학 Basic Carbon Chemistry 3 3 기초 5 3 2

15230 기초탄소물리 Basic Carbon Physical 3 3 기초 5 3 2

14129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 3 기초 3 5 2

14125 탄소학개론 Introduction to Cabon Science 3 3 전문 4 3 3

14128 기술경영개론(원격) Introduction to Management of Technology 3 3 전문 4 4 2

14124 현장학점(1) Site Credits(1) 3 - 실무 4 4 2

14126 탄소융합특강(1) Carbon fusion Lecture(1) 3 3 전문 5 2 3

2 전선

14327 탄소열유동공학 carbon heat flow engineering 3 3 전문 4 3 3

14329 탄소성형 Carbon molding 3 3 전문 3 5 2

14330 기술사업화(원격) technical commercialization 3 3 실무 4 3 3

14328 탄소재료학 Carbon material science 3 3 기초 4 4 2

14332 현장학점(2) Site Credits(2) 3 - 실무 3 4 3

14331 탄소융합특강(2) Carbon fusion Lecture(2) 3 3 전문 5 2 3

4

1 전선

14364 자동차경량화 Lightweight vehicles 3 3 전문 3 5 2

14365 탄소나노소재 Carbon Nano-Materials 3 3 기초 4 3 3

14326 복합재료설계 Composite material design 3 3 기초 4 4 2

14981 창의적 사고와 발명 Creative Thinking and Innovation 3 3 기초 5 3 2

1436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 - 심화 3 5 2

16099 탄소소재분석 Carbon material analysis 3 3 전문 5 3 2

14369 현장학점(3) Site Credits(3) 3 - 실무 2 5 3

14370 탄소융합특강(3) Carbon fusion Lecture(3) 3 3 전문 5 2 3

15144 생산운영관리(원격) Production operations management 3 3 실무 3 4 3

2 전선

14366 탄소공정개선 Carbon Production Process Improvement 3 3 전문 5 3 2

14368 품질경영(원격) Quality Management 3 3 실무 4 4 2

14583 탄소응용건설기술 Carbon Engineering Application Technology 3 3 전문 4 3 3

14562 지식재산경영(원격)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3 3 실무 5 3 2

15145 생산계획 및 통제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3 3 실무 4 4 2

14563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 - 심화 3 5 2

14566 현장학점(4) Site Credits(4) 3 - 실무 4 4 2

14564 탄소융합특강(4) Carbon fusion Lecture(4) 3 3 전문 5 2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심화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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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32)

기초탄소화학 Basic Carbon Chemistry

이공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전공기초과목으로

서 원자 및 분자의 구조와 그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화합물의 반응에 관계된 화학적 성질을 

다룬다.

As the basic subjects that students must complete, 

chemical properties involved in the reaction of 

compounds combined by their structures of atoms 

and molecules will be covered.

기초

(532)

기초탄소물리 Basic Carbon Physical

물리적 개념을 공부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나 

과학적 사고를 키운다.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전공

과목에 대한 필수적 기초지식을 제공해 준다.

By studying physical concepts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natural phenomena, scientific 

thought. It gives the essential basic knowledge 

about majors to students studying science and 

engineering.

기초

(352)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미적분학, 행렬, 미분방정식, 복소수, 함수론 등 공

학교육을 위한 기초적 수학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lass will cover basics on mathematics such 

as differentiation, integration, matrix, differential 

equations, etc for engineering education.

전문

(433)

탄소학개론 Introduction to carbon literature

탄소원자의 기본구조와 성질, 탄소동소체의 종류와 

특성을 살핀 후, 전통적인 탄소재료를 먼저 공부하

고, 근래 각광받고 있는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탄소/탄소복합재료, 그래핀, 다공성탄소물질 등 신

탄소 재료에 대해 소개한다.

First, observe the basic structure, properties of 

carbon atoms and carbon allotrope types, attributes. 

Second, study traditional carbon materials, and then 

introduce new carbon materials such as carbon 

fibers, carbon nano tube, carbon / carbon 

composite material, graphene, porous carbon 

materials which are spotlight in recent years.

전문

(343)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operations management

생산(운영)시스템을 계획, 통제, 관리하는 기법을 

습득시킴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여러 형태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 운영, 개

선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한다. 국내외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 연구와 실습을 함께 수행해나감으로써 

생산(운영)시스템의 문제를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Production planning (operating) system, control and 

management techniques to acquire products or 

services by creating various forms of efficient design, 

operation, the system. To improve the ability to 

grow. Performed with successful appl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practice 

(operating) production by raising strategic and 

practical ability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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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523)

탄소융합특강 Special lecture to carbon convergence

탄소소재가 응용되고 있는 기계, 자동차, 전기, 전

자, 건축, 토목 등의 다양한 탄소응용분야에 정보

를 소개한다.

Information such as the carbon material 

application in machinery, automobile, electrical and 

electronics,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applications will be introduced.

전문

(442)

복합재료설계 composite materials Design

복합재료, 철강 및 비철금속 재료를 비롯하여 복합

재료의 설계를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재료의 변형, 피로손상 및 파괴과

정을 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사용조건이나 형상 또

는 내부구조로부터 재료의 강도를 계산, 분석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함양한다.

Acquire basic knowledge of composite materials, steel 

and non-ferrous materials as well as design composite 

materials. In addition, interpret the deformation of the 

material, fatigue damage and destruction process 

dynamically, and cultivate the design ability to calculate 

the strength of the material from internal structure, 

use conditions and shapes and to analyze design.

전문

(442)

탄소재료학 Carbon material

에너지, 환경, 자동차 산업, 우주ㆍ항공, 토목ㆍ건

축, 전기ㆍ전자, 생체, 군수 등에 적용된 다양한 응

용사례를 소개하여 탄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개

념 확립과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Aimed at establishing a systematic concept of the 

carbon material and building application capacity 

in the industrial field, by introducing many 

examples applied on energy, environmental, 

automotive industry, aerospaceㆍair, civil 

construction, electricalㆍelectronics, biological, 

military.

심화

(352)

탄소성형 Carbon molding

CFRP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성형가공 기술

과 열경화성, 열가소성 수지의 응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Acquire the knowledge of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molding processing technique 

and the application of thermosetting, thermoplastic 

resin.

심화

(433)

탄소열유동공학 Carbon thermal-flow engineering

탄소 구조물(CC 복합재 브레이크, 항공기, 인공위

성 노즐 및 표면소재)의 열 유동에 의한 냉각 메카

니즘에 대해 소개한다.

Introduce cooling mechanism by heat flow of 

carbon structure(CC composite brakes, aircraft, 

satellites nozzle and surface).

전문

(442)

기술경영개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of Technology

이 과목은 기술경영의 입문 과목으로 기술경영의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응용사례를 다룬다. 

주요내용은 기술경영 과정의 이해, 기술경영의 주

요 이슈, R&D 전략, R&D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

가, 창조성관리, 연구조직, 지적재산관리, R&D프로

젝트 계획수립 등이다.

This subject handles various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 about MOT. Main contents are Test of 

technical innovation process, R&D strategy, patent 

administration, R&D project plan establishment, 

Market analysis, Technology Assessment, 

Technology Contract, Technolog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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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352)

자동차경량화 Lightweight vehicles

탄소소재를 응용한 자동차 부품 경량화에 대해 설

명하고 자동차 샤시, 휠, 전장 등의 경량화 방법 

및 가공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Explain about the car parts lighter applied on carbon 

materials, then introduce the way to lighter car 

chassis, wheels, battlefield and the method of 

processing.

심화

(532)

탄소소재분석 Carbon material analysis

탄소재료의 설계 및 가공과 관련되는 수치해법 및 

활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탄소소재의 전

반적인 기본지식과 그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Gain knowledge of numerical solutions and 

utilization related to the design and processing of 

carbon materials, and learn about the overall 

basic knowledge of carbon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심화

(433)

기술업화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본 과목은 기술사업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화모형과 성공요인, 최신기술사업화 유형 

등을 학습한다. 더불어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적응

능력을 배양한다.

We study many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using 

joint R&D, spinoff, technology holding company, 

join ventures, and M&A. We also study on patent 

pool, and oversea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olicy, and financing strategie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전문

(532)

창의적사고와발명 Creative Thinking and Innovation

본 강좌에서는 기존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며, 도출된 아이디어를 어

떻게 특허나 발명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새로운 비

즈니스모델로 개발할 것인가를 배운다.

n this course, learn to escape from the 

framework of existing thinking will learn how to 

do creative thinking, and how the derived ideas to 

develop new business models to develop a 

patented invention or idea. 

전문

(532)

지식재산경영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개념과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여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의 배양

Understanding the goal and the outline system of 

IP management on a corporate side. Licensing 

activities ranging from defensive to offensive 

aspects including precautional measures. How to 

generate a quality invention. How to make power 

patents such as standard patents and strategic 

patents.

심화

(433)

탄소나노소재 Carbon Nano-Materials

탄소나노튜브의 종류, 물리적, 화학적, 전자적, 그

리고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나노전자공학

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Understand the kind of carbon nano tube, 

physical, chemical, electr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nd then introduce the method of using 

them for nano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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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32)

탄소공정개선 Carbon Production Process Improvement

탄소제품생산의 특징을 분석하고 탄소생산성에 대

한 개념을 정의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스

템, 생산계획 및 관리시스템, 생산자동화 장치를 

위한 시스템을 강의한다. 기존에 소개된 FMS, CIM, 

IMS, LMS 등 다양한 생산시스템을 소개하고, 비교

적 최근에 소개된 디지털제조시스템과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시스템을 강의한다. 또한 생산 관리를 위

한 일정과 공정관리를 소개하고 생산자동화를 위

한 공장분석, 로봇개발, 무인화공장 등에 대한 기

초적 개념을 제공한다.

Carbon production characteristics is introduced and 

carbon product productivity is defined. 

Manufacturing systems, scheduling and planning 

systems, and production systems are taught for 

better productivity. Current manufacturing 

systems, such as Flexible, Computer-integrated, 

Intelligent, and Lean Manufacturing Systems 

are introduced and then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re discussed. New Digital 

Manufacturing System or simulation-based 

manufacturing concept is taught. Basics in 

scheduling and planning, factory automation, and 

robot development are provided.

심화

(442)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품질경영은 제품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유지하고, 또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통계적 이론을 이용하여 관

리도 작성과 샘플링 검사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

례를 연구하고, ISO, 6시그마, 소비자 지향적 품질

경영 추세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the application of statistics 

and probability theory to the design and analysis 

of procedures for the quality control of products, 

organizations, and service systems. Topics include 

control charts, sampling plans, process capability 

analysis, measurement capability, Taguchi, ISO, 6 

sigma, and the trend of customer-oriented quality 

management.

심화

(352)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전공교과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탄소제조기술 

및 제품의 구상, 설계와 모델링에서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여 현장적응력

을 키우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를 위한 교과과정이

다. 기업과 연계한 생산제품의 애로사항 또는 개선

점 등을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a Capstone-design of Carbon 

product manufacturing technology. Plan, design, 

and manufacture a product through a sequential 

process of concept-engineering-design to develop 

a mechanical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acquire overall practical 

business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전문

(442)

생산계획및통제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수강생들이 생산(운영) 시스템을 계획하고 관리하

는 기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안을 제

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Students will have the ability to plan and manage 

the production (operation) system to apply the 

techniques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suggest 

solutions.



문화융합대학 교육과정

  ¦ 게임콘텐츠학과

  ¦ 경기지도학과

  ¦ 공연방송연기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 생활체육학과

  ¦ 스마트미디어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영화방송학과

  ¦ 예술심리치료학과

  ¦ 음악학과

¦ 인공지능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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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대학 (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 융복합 전문인

교육목표

문화융합대학은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기획력, 기술력, 예술적 

상상력을 지닌 창의 인재를 양성하며, 예술, 체육, IT의 융합교육 구현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미

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특성화

◾산학협력기관(단체)과의 협업으로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현업 실무자 특강, 산학협력업체 및 

연관 업체(단체) 견학, 멘토링, 공동프로젝트 등의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사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을 위한 특성화과정, 계열별 전공별 학생 눈높이에 맞

는 개별 사제동행교육 실시, 다양한 현업 연계형 팀프로젝트 등의 교육과정 운영

◾지역문화산업과 연계한 글로컬 문화 가치재를 개발 콘텐츠화 하고, 전공 간 융복합 커리큘럼

을 교환, 확장하여 다양한 진로를 확보하는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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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콘텐츠학과 ( Dept. of Game Contents )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국내외 게임 산업이 요구하는 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전공능력 현장실무 능력 · 소통 능력 · 문제해결 능력

교육목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제작을 위하여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래밍, 시나리오 등 
게임 구성요소들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간단한 캐주얼게임부터 액션
게임, RPG게임, 시뮬레이션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PC 기반 외 iOS 및 Android 등의 스
마트디바이스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국내 유명 게임업체와 연계한 체계적인 산학연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학 중 게임업체에
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차별화된 
교육 진행

◾거의 모든 플랫폼의 게임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고루 갖춘 유니티(Unity 
3D) 엔진을 기반으로 한 게임개발

◾게임기획,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전문가 양성 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게임국가기술자격
(www.kgq.or.kr) 취득 및 창의적인 실무능력 배양

수여학위 게임콘텐츠학사 (Bachelor of Game Conten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프로그래밍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한국콘텐츠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래머(KAIT)

그래픽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산업통상자원부), 게임그래픽전문가(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 게임기획전문가(한국콘텐츠진흥원), 브랜드관리사(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현장실무 능력

정의 업무(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력

준거
◾게임 제작에 필요한 기술력 보유
◾게임 기획/프로그래밍/그래픽 디자인 능력 보유

소통 능력

정의 업무(프로젝트) 방향의 합의 및 적용 능력

준거
◾게임 제작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필요
◾설정한 방향의 이해 및 적용

문제해결 능력

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및 창의력

준거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 필요
◾게임 제작에서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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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현장실무 능력 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전공능력

진로분야
현장실무 능력 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프로그래밍 ◐ ○ ●

그래픽 ● ◐ ○

기획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게임 산업 및 이를 활용한 
응용 분야에 대한 지식

게임 외부환경 분석, 게임 
개발 전략 수립

기획 마인드, 윤리 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게임 산업계의 용어 및 
첨단 기술에 관련 지식

게임 품질관리, 게임 
제작실무, 분야별 실무

문제해결능력, 팀 관리 능력

심화
컴퓨터 그래픽스, 게임 

엔진 관련 지식
게임콘텐츠 제작관련 전문 

기술
적극적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게임 관련 지식,

게임산업계 현황 및 동향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관련 기초지식
팀작업을 위한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실무 
능력

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게임UX디자인 ● ◐ 3 5 2

게임품질관리 ◐ ● 5 3 2

졸업작품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 ● ○ 3 3 4

게임마케팅 ○ ● 4 4 2



629

문화융합대학 - 게임콘텐츠학과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실무 
능력

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게임창업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 ● 4 4 2

게임그래픽제작실무(2)
(캡스톤디자인)

● ◐ 3 4 3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2) ● ◐ 3 5 2

게임기획실무(2)
(캡스톤디자인)

● ● ◐ 4 4 2

실무

2D게임그래픽(2) ◐ ● 2 5 3

3D게임그래픽(2) ◐ ● 3 4 3

게임사운드디자인 ● ○ 3 3 4

게임그래픽제작실무(1)
(캡스톤디자인)

● ○ 4 4 2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1) ● ◐ 3 5 2

게임기획실무(1)(캡스톤디자인) ○ ● ○ 5 2 3

심화

게임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 ● ◐ 5 2 3

캐릭터디자인 ● ◐ 3 3 4

2D게임그래픽(1) ◐ ● 3 5 2

3D게임그래픽(1) ◐ ● 3 5 2

아이디어발상 ● ◐ 4 3 3

창의적소재개발 ● ◐ 5 3 2

윈도우즈프로그래밍 ● 4 4 2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1) ● ○ 4 3 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2) ● ○ 5 2 3

기초

게임기초프로젝트 ○ ● ◐ 3 3 4

디지털페인팅 ● ○ 3 5 2

스토리텔링 ● ◐ 4 4 2

프로그래밍로직 ● ○ 4 3 3

게임알고리즘 ◐ ● 5 2 3

2D게임프로그래밍 ◐ ● 5 2 3

C++프로그래밍 ◐ ○ ● 5 2 3

C프로그래밍 ◐ ○ ● 4 3 3

문화산업의이해 ◐ ● ◐ 3 5 2

프로그래밍의이해 ◐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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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실무능력 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프로그래밍

(P)

전문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2)
게임기획실무(2)(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게임마케팅

게임품질관리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실무
게임사운드디자인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1)

게임기획실무(1)(캡스톤디자인)

심화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
(1),(2)
캐릭터디자인

게임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필] 윈도우즈프로그래밍

기초

스토리텔링
프로그래밍로직
디지털페인팅

게임기초프로젝트[필]
2D게임프로그래밍
문화산업의이해[초]
프로그래밍의이해[초]

게임알고리즘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

그래픽(G)

전문

게임그래픽제작실무(2)
(캡스톤디자인)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2)
게임UX디자인
게임기획실무(2)(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프로젝트(캡스톤디자
인)
게임마케팅

게임품질관리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실무

게임사운드디자인
게임그래픽제작실무(1)
(캡스톤디자인)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1)

2D게임그래픽(2)
3D게임그래픽(2)
게임기획실무(1)(캡스톤디자인)

심화

캐릭터디자인 게임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필]
2D게임그래픽(1)
3D게임그래픽(1)
아이디어발상
창의적소재개발

기초

스토리텔링
프로그래밍로직
디지털페인팅

게임기초프로젝트[필]
2D게임프로그래밍
문화산업의이해[초]
프로그래밍의이해[초]

게임알고리즘

기획(D)

전문

게임그래픽제작실무(2)(캡스톤
디자인)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2)
게임UX디자인
게임기획실무(2)(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프로젝트(캡스톤디자
인)
게임마케팅

게임품질관리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톤디자
인)

실무

게임사운드디자인
게임그래픽제작실무(1)(캡스톤
디자인)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1)

2D게임그래픽(2)
3D게임그래픽(2)
게임기획실무(1)(캡스톤디자인)

심화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
(1),(2)
캐릭터디자인

게임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필]
2D게임그래픽(1)
3D게임그래픽(1)
아이디어발상
창의적소재개발

윈도우즈프로그래밍

기초

스토리텔링
프로그래밍로직
디지털페인팅

게임기초프로젝트[필]
2D게임프로그래밍
문화산업의이해[초]
프로그래밍의이해[초]

게임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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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응용 지식
분석, 개발 전략 수립

기획 마인드, 윤리 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전문

게임그래픽제작실무(2)(캡
스톤디자인)(DG)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
무(2)(C)
게임기획실무(2)(캡스톤
디자인)(C)

게임UX디자인(DG)
게임품질관리(C)
졸업작품프로젝트(캡스
톤디자인)(C)
게임마케팅(C)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
톤디자인)(C)

게임 산업계의 용어
첨단 기술에 관련 지식

게임 품질관리, 게임제작실무
문제해결능력, 팀 관리능력

실무
2D게임그래픽(2)(DG)
3D게임그래픽(2)(DG)

게임그래픽제작실무(1)(캡
스톤디자인)(DG)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
무(1)(C)
게임기획실무(1)(캡스톤
디자인)(C)
게임사운드디자인(C)

게임 엔진 관련 지식
게임콘텐츠 제작관련 

전문 기술
적극적 정보수집

심화

캐릭터디자인(C)
2D게임그래픽(1)(DG)
3D게임그래픽(1)(DG)
아이디어발상(DG)
창의적소재개발(DG)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
래밍(1),(2)(DP)
윈도우즈프로그래밍
(DP)
게임프로젝트(캡스톤디
자인)(C)

게임 관련 지식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관련 기초지식
협업적인 태도, 책임감

기초

게임기초프로젝트(C)
디지털페인팅(C)
스토리텔링(C)
프로그래밍로직(C)
문화산업의이해(C)
프로그래밍의이해(C)

게임알고리즘(C)
2D게임프로그래밍(C)
C++프로그래밍(P)
C프로그래밍(P)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C)공통교과  (P)프로그래밍  (G)그래픽  (D)기획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글로벌게임챌린지 
견학

▪Unity 프로그램 특강
▪글로벌게임챌린지 
견학

▪그래픽실무능력향상동
아리

▪글로벌게임챌린지 견학
▪그래픽실무능력향상동
아리

▪글로벌게임챌린지 참가
▪그래픽실무능력향상동
아리

게임산업 전문인 초청 특강, G-star 국제게임전시회 견학,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견학, 
C#게임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3D로우폴리곤모델링 그래픽포트폴리오제작, 글읽기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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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5 + 전선 31)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 6 + 전필 5 + 전선 55) 이상

전필 5 1~4

전선
31 2~4

24 2~4

졸업자격(논문) P 4 - 개인(작품), 팀 졸업작품(게임) 제작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5 + 전선 31)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5 + 전선 31)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전필, 전선) 21학점 이수

■ 융합전공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②)

비고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 전필  3학점
- 전선 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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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사회적경제인턴쉽, 리빙랩프로젝트, 사회적경제와경영, 
ICT스마트정보시스템,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농생명식품산업경영

■ 연계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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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3266 프로그래밍로직 Programming Logic 3 3 기초 4 3 3

전선 14751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3 3 기초 4 4 2

기초 16046 문화산업의이해 Introduction of Culture Industry 3 3 기초 3 5 2

2

전필 13248 게임기초프로젝트 Introduction to Game Making Project 3 3 기초 3 3 4

전선 14265 디지털페인팅 Digital Painting 3 3 기초 3 5 2

기초 16023 프로그래밍의이해 Introduction of Programming 3 3 기초 3 5 2

2

1

전선 13262 아이디어발상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3 3 심화 4 3 3

전선 13270 3D게임그래픽(1) 3D Game Graphic(1) 3 3 심화 3 5 2

전선 14756 캐릭터디자인 Characters Design 3 3 심화 3 3 4

전선 13261 2D게임그래픽(1) 2D Game Graphic(1) 3 3 심화 3 5 2

전선 13552 게임알고리즘 Game Algorithms 3 3 기초 5 2 3

전선 13551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 3 기초 4 3 3

2

전선 12624 2D게임프로그래밍 2D Game Programming 3 3 기초 5 2 3

전선 13251 2D게임그래픽(2) 2D Game Graphic(2) 3 3 실무 2 5 3

전선 13252 3D게임그래픽(2) 3D Game Graphic(2) 3 3 실무 3 4 3

전선 13263 창의적소재개발 Game Contents Design 3 3 심화 5 3 2

전선 12417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 3 기초 5 2 3

3

1

전선 12420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3 3 심화 4 4 2

전선 13268 게임사운드디자인 Game Sound Design 3 3 실무 3 3 4

전선 14319 게임그래픽제작실무(1)
(캡스톤디자인)

Game Graphics Project(1)
(Capstone Design) 3 3 실무 4 4 2

전선 14264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1) 3D Character Animation Work(1) 3 3 실무 3 5 2

전선 14320 게임기획실무(1)
(캡스톤디자인)

Game Design Project(1)
(Capstone Design) 3 3 실무 5 2 3

전선 1426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1) Smart Device Programming(1) 3 3 심화 4 3 3

2

전필 15657 게임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Game Project(Capstone Design) 2 2 심화 5 2 3

전선 14337 게임그래픽제작실무(2)
(캡스톤디자인)

Game Graphic Project(2)
(Capstone Design) 3 3 전문 3 4 3

전선 14266 게임기획실무(2)
(캡스톤디자인)

Game Design Project(2) 
(Capstone Design) 3 3 전문 4 4 2

전선 14267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2) Smart Device Programming(2) 3 3 심화 5 2 3

전선 14268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2) 3D Character Animation Work(2) 3 3 전문 3 5 2 

4

1

전선 14539 게임창업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Game Start-Up Projects(Capstone 
Design) 2 2 전문 4 4 2

전선 13258 게임UX디자인 Game UX Design 3 3 전문 3 5 2

전선 14757 게임품질관리 Game Quality Assurance 3 3 전문 5 3 2

2

전선 14107 졸업작품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Thesis Project(Capstone Design) 2 2 전문 3 3 4

전선 13259 게임마케팅 Game Marketing 3 3 전문 4 4 2

논문 05139 논문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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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352)

문화산업의이해 Introduction of Culture Industry

문화산업의 개념과 문화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스마트미디어, 캐릭터, 문화관광, 공연예술 

등)에 관한 내용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강의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ulture industry, and also offers various fields of 

cultural contents including animations, cartoons, 

characters, films, games, music, performance, 

smart media, videos, etc.

기초
(352)

프로그래밍의이해 Introduction of Programming

프로그래밍 언어의 응용 원리와 예제 프로그래밍 

기법을 실습중심으로 학습하며, 다양한 데이터구

조의 표현과 포인터, 배열, 구조체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구현 등을 다룬다.

This is an application course for computer 

programming including practical C programming 

experiences to the students. The programs in 

this laboratory will some applications of pointer 

and array, struct, I/O functions, and basic data 

structur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334)

게임기초프로젝트 Introduction to Game Making Project

게임 구성의 원칙과 다양한 구성 툴을 학습하고 

간단하고 기초적인 게임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Students are expected to study basic principles 

of game production and produce a simple game 

with various tools.

심화
(523)

게임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Game Project(Capstone Design)

기획부터 완성까지 하나의 게임프로젝트를 진행

한다.

It is going to carry out one game project from 

planning to completio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33)

프로그래밍로직 Programming Logic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론과 실기를 배우는 과목이다. 

C 언어의 숫자형, 문자형, 연산자, 제어용 문장, 배

열, 포인터, 구조체, 파일 응용 등 관련된 문법을 익

히고 응용 방법을 공부한다. 

Students study and practice the computer language 

grammar such as the data structures of the 

numerical forms and characters, strings, operator, 

controls, array, the structure, pointer, and the file 

processing, etc. mostly relevant to game 

development.



635

문화융합대학 - 게임콘텐츠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42)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모든 콘텐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배

워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과 함께 삶을 돌아보고 재

구성하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러를 양성한다. 

Storytelling is the basics of all contents. Through 

learning storytelling, students develop knowledge in 

humanities and broaden creativity: they retrospect 

and reconstitute life.

기초
(352)

디지털페인팅 Digital Painting

유토와 스컬피를 이용한 인물 모델링과 인체의 해부

학적 접근방식으로 입체 조형감각을 키우고 이를 응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students will acquire the basic skills to modeling 

human body using uto and sculpy, an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develop and apply the 3 dimensional modeling 

effect by anatomical analysis of human body.

심화
(433)

아이디어발상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을 학습하고 여러 장르의 

게임 기획에 적용한다.

Study about creative thinking and techniques for 

developing ideas, and apply them to various kind of 

game planning. 

심화
(352)

3D게임그래픽(1) 3D Game Graphic(1)

3D 캐릭터 및 배경 제작을 위해 다양한 제작기술을 

연마하고 프로젝트에 응용한다.

Various production techniques are honed and 

applied to projects for 3D character and 

background production.

심화
(334)

캐릭터디자인 Characters Design

가상현실 제작에 필요한 중급과정의 3D 모델 및 캐

릭터 제작 실습을 한다.

Practice 3D model and character production in 

intermediate courses necessary for virtual reality 

production.

심화
(352)

2D게임그래픽(1) 2D Game Graphic(1)

2D 게임 그래픽의 기본이 되는 타일 맵, 패턴 맵, 

레이어 맵의 제작 과정과 맵 에디터를 이용하여 2D 

게임의 배경을 제작방법을 배운다.

Learn how to make the background of 2D games 

using the creation process and map editor of tile 

maps, pattern maps, and layer maps that are the 

basis for 2D game graphics.

기초
(523)

게임알고리즘 Game Algorithms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기술 방법, 개발 방법론, 그리

고 알고리즘의 분석 및 평가 방법 등을 다룬. 특히 

탐색, 정렬, 수치해석, 네트워크 등 게임 분야의 주

요 문제들에 대한 해결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이

를 직접 구현, 응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It deals with technical methods of general 

algorithms, development methodologies, and methods 

of analysis and evaluation of algorithms. In 

particular, it deals with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the solution algorithms for major 

problems in the gaming field, such as navigation, 

alignment, numerical analysis, and network, and 

directly implementing and applying them.

기초
(433)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C 프로그래밍 

기법을 다룬다. C언어의 기본 문법, C의 데이터 구

조, 입출력 함수, 배열, 포인터를 학습한다. 또 이를 

응용하여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The course offers basic knowledges of C language. 

Students studies basic grammars, data structures, I/O 

functions and concepts of array and pointer. These 

topics will be applied to a simple gam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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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23)

2D게임프로그래밍 2D Game Programming

2차원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Direct Draw, Direct Input, Direct Sound 등 DirectX

의 기본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고, 이를 이용해서 만

들어진 게임을 분석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technology to produce two 

dimensional game programming.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DirectX libraries of Direct Draw, Direct 

Input, Direct Sound, and analyze the game 

produced by using the DirectX libraries.

실무
(253)

2D게임그래픽(2) 2D Game Graphic(2)

심도 있는 게임 배경디자인 테크닉을 학습한다. Advanced background design for games will be 

covered.

실무
(343)

3D게임그래픽(2) 3D Game Graphic(2)

3D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한 bone Setup, rigging, 

weighting 등의 애니메이션 기술 및 고급 게임 배경 

제작기술을 학습한다.

Study 3D character animation skills including bone 

setup, rigging, weighting and advanced techniques 

for background design will be covered.

심화
(532)

창의적소재개발 Game Contents Design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 시나리오, 이벤트, 퀘스트, 동영상, 아

이템 등 재미있는 게임 소재에 대한 분석, 적용 방

법 등을 학습하고, 팀별로 주제를 정하여 작성, 발표

하므로 게임 소재의 활용법과 중요성을 익힌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contents design of 

game. Students study and practice such as 

characters, scenario, events, quests, moving pictures, 

items, etc. By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various 

topics relevant to game contents design, students will 

acquire the basic skills to advance to the level of 

creative contents designer of game.

기초
(523)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객체, 속성, 메소드 등의 객체지향 개념과  C++의 

기본적인 문법과 개념을 습득한다. 또한 C++ 언어의 

템플릿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자료구조, 알고리즘 

등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양

을 쌓는다.

Obtain object-oriented concepts such as objects, 

attributes, methods, etc. and basic grammar and 

concepts of C++. In addition, it builds up the 

necessary specifications for developing 

object-oriented software systems, such as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along with knowledge of 

templates for C++ languages.

심화
(442)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윈도우즈 프로그램의 장점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

본으로 데이터베이스, 게임, 영상 처리 등 다양한 분

야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작성 능

력을 기른다.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advantages and 

characteristics of windows programs, the program 

writing ability to apply and apply in various fields, 

such as database, game, and video processing is 

developed.

실무
(334)

게임사운드디자인 Game Sound Design

디지털 콘텐츠의 핵심 분야인 영상에 관련된 기본이

론과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실습을 하여 영상처리의 

다양한 알고리즘 구현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술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Digital image processing is the core area of digital 

contents. By studying the basic theory and 

algorithm of digital Image Processing, students will 

expand their understanding and cultivate of the 

technology of game and multimedia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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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442)

게임그래픽제작실무(1)(캡스톤디자인) Game Graphics Project(1)(Capstone Design)

게임 제작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현 3D 온라인게임

의 제작 Pipeline을 이해하며 Z-brush를 이용한 노말 

제작 과정 등 3D 그래픽 실무제작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고 실습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roduction pipeline of 3D on-line game based on 

the their knowledge of producing 3D game, and 

they study and practice the diverse contents of 3D 

graphic application production such as the normal 

production process using Z-brush.

실무
(352)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1) 3D Character Animation Work(1)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실무는 3D 캐릭터에 움직이

는 동작을 만들어 캐릭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입니다. 게임 그래픽 전문가 과정은 게임상에서 보

이는 그래픽을 구축하고, 3d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를 

실무에 맞게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높은 게임 그래

픽 비주얼을 위해 포토샵과 페인터 드로잉 수업을 

연동하며,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포트폴리

오 제작 후 실무에 접했을 때 업무 처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Students learn how to build low polygon 3D 

characters with texture map, skeleton, and lighting 

effects, which are used for game industries. This 

course is for advanced users who need more skills 

of Photoshop and Painter as texture map editor. 

The students can work in game companies after 

completion.

실무
(523)

게임기획실무(1)(캡스톤디자인) Game Design Project(1)(Capstone Design)

사이버 공간과 게이머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 몰

입, 목표성취 등 여러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관하여 공부하며 이를 게임에 응용

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psychology and implement them in diverse ways 

involving the a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cyber 

space and the game player, immersion, goal 

achievement. They will develop these basic skills 

and apply them to games.

심화
(43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1) Smart Device Programming(1)

스마트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

습한다. 스마트디바이스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보고 다

양한 플랫폼에서 작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

Learn how to create applications on smart device 

platform. Understand operating principles for smart 

devices and create applications.

전문
(343)

게임그래픽제작실무(2)(캡스톤디자인) Game Graphic Project(2)(Capstone Design)

Maya, Max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CF, 영화 등에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합성과 비주얼

이펙트 제작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Using Maya, Max, and other related softwares, the 

students will learn and practice the methods of the 

digital synthesis and the visual effect utilized in the 

diverse areas such as game, CF, movies.

전문
(442)

게임기획실무(2)(캡스톤디자인) Game Design Project(2)(Capstone Design)

사이버 공간과 게이머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 몰

입, 목표성취 등 여러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관하여 공부하며 이를 게임에 응용

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psychology and implement them in diverse ways 

involving the a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cyber 

space and the game player, immersion, goal 

achievement. They will develop these basic skills 

and apply them to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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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2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2) Smart Device Programming(2)

스마트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스마트디바이스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보

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

성한다.

Learn how to create applications on smart device 

platform. Understand operating principles for smart 

devices and create applications.

전문
(352)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2) 3D Character Animation Work(2)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실무는 3D 캐릭터에 움직이

는 동작을 만들어 캐릭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입니다. 게임 그래픽 전문가 과정은 게임상에서 보

이는 그래픽을 구축하고, 3d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를 

실무에 맞게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높은 게임 그래

픽 비주얼을 위해 포토샵과 페인터 드로잉 수업을 

연동하며,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포트폴리

오 제작 후 실무에 접했을 때 업무 처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Students learn how to build low polygon 3D 

characters with texture map, skeleton, and lighting 

effects, which are used for game industries. This 

course is for advanced users who need more skills 

of Photoshop and Painter as texture map editor. 

The students can work in game companies after 

completion.

전문
(442)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Game Start-up Projects(Capstone Design)

게임 개발 실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통해 창업을 

미리 체험해본다.

This class provides an experience of startups 

through the game development and the actual 

service.

전문
(352)

게임UX디자인 Game UX Design

게임에 활용되는 UX(User Experience) 디자인의 동

향을 파악하고 학습한다.

Research and study trend of UX(User Experience) 

design in game industry.

전문

(532)

게임품질관리 Game Quality Assurance

개발 중인 게임이 기획서를 바탕으로 적절히 만들어

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게임의 재미 요소 검증과 

각종 밸런스를 조사, 분석하여 수정함으로써 게임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인다.

Students will analyze developing games are 

correctly developed based on their original plans. 

They will also investigate fun factor of their 

games, plus analyzing and fix various types of 

balance in developing game to ensure the quality 

of their games.

전문

(334)

졸업작품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Thesis Project(Capstone Design)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졸업 작품을 제작한다. Work on thesis project under thesis 

director(professor).

전문

(442)

게임마케팅 Game Marketing

마케팅 일반론 및 게임 마케팅의 특수성을 학습한

다. 

Study common theories of marketing and 

understand uniqueness of game marketing.



639

문화융합대학 - 경기지도학과

경기지도학과 (Dept. of Sports Coach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축구/태권도 전공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인재

전공능력 전문적지식 · 현장실무능력 · 글로벌인재

교육목표

◾ 인성과 이론, 실력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

◾ 멘토링 및 비학점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욕구 고취

◾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인턴십)에 참여를 통한 현장실무중심 글로벌 인재양성

◾ 졸업 실기 인증제를 통한 자격증 2개 이상의 취득 의무화

◾ 전국대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현장감을 습득,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우수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 경기지도학과 전공자(태권도, 축구)로서 갖추어야 할 각 전공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전공 특성화 교육으로서 전 학년의 진로탐색 수업운영과 실기전문화 교육을 스타트랙 프로그

램, 비학점 교육운영, 전공분야별 팀 운영, 지역사회 봉사 및 현장실습지도 운영 등을 통해 학

생들의 자발적 학습 유도

◾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수여학위 체육학사 (Bachelor of physical educ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체육 및

스포츠지도사

태권도사범자격증(3급), 체육공인자격증(KFA/D급, AFC/C, B, A급),

체육국가공인자격증(생활ž전문스포츠지도사), 스포츠심리상담사(3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KFA피트니스

스포츠관련 

협회 및 기관

체육공인자격증(KFA/D급, AFC/C, B, A급), 스포츠경영관리사,

체육국가공인자격증(생활ž전문스포츠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디지털영상편집, MOS, ITQ, KFA피트니스 등

기타

스포츠종사

체육공인자격증(KFA/D급, AFC/C, B, A급), 체육국가공인자격증(생활ž전문ž유소

년ž노인ž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한축구협회 심판(5, 4, 3, 2, 1급),

스포츠경영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MOS, 포토샵, 영상편집자격증(ACA, ITQ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레저스포츠자격증(줄넘기, 수상스키, 보트면허,

트레이너), 카타, 카셉, KFA피트니스, 태권도 4단, 사범자격증 3급,

태권도심판자격증(겨루기, 품새, 시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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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문적지식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인재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문적지식

정의
축구, 태권도 및 스포츠 전공분야에 관하여 교육이나 경험, 연구를 통하여 얻은 체계화
된 인식의 총체로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능력

준거
◾축구, 태권도 및 스포츠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다.
◾축구, 태권도전공의 이론 및 실기를 통하여 취업현장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다.

현장실무능력

정의
축구, 태권도 및 스포츠 전공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 업무와 현장에서 필요한 전
문적인 지식을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갖추는 능력 

준거
◾현장에서 필요한 운영, 지도, 전문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갖춘다.
◾지도자의 윤리의식, 업무능력 함양, 실전지도능력을 실무에 적용한다.

글로벌인재

정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축구, 태권도 전공분야를 통한 해외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능력, 
특정상황의 판단능력, 실제적 지식 및 호기심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능력

준거
◾현지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와 전공능력을 융합하여 글로벌 인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다.
◾글로벌 현장에서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문적지식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인재

체육 및

스포츠지도사(P)
● ● ◐

스포츠관련 

협회 및 기관(A)
● ◐ ◐

기타

스포츠종사(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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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 – 축구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전공별(태권도, 축구) 인턴십,

전공별(태권도, 축구) 
교과과정 전문화

전공별(태권도, 축구) 현장실습 
현장실무 업무능력 함양

스포츠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윤리의식

실무
전공별(태권도, 축구) 지도법,

전공별(태권도, 축구) 
현장실무 지식

전공별(태권도, 축구) 실전실기, 
전공별(태권도, 축구) 

실전지도능력

팀 협동심과 책임감
지도자의 기본자세

심화
체육학의 인문사회적 지식, 
체육학의 자연과학적 지식 

전공별(태권도, 축구) 응용실기, 
전공별(태권도, 축구) 지도능력

전공별(태권도, 축구) 정보수집, 
적극성

기초

경기지도(태권도, 축구)
관련 지식,

경기지도(태권도, 축구)의 
흐름과 동향

전공별(태권도, 축구) 기초실기, 
전공별(태권도, 축구) 팀 경기 

경기지도(태권도, 축구) 전문가의 
기본마인드 매뉴얼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문적지식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인재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스포츠경기분석(1) ◐ ◐ ● 4 4 2

스포츠경기분석(2) ◐ ◐ ● 4 4 2

축구전술과분석 ● ◐ ◐ 4 4 2

축구A급과정(2) ◐ ● ◐ 2 6 2

축구체력육성법(2) ● ◐ 4 4 2

축구현장실습(1) ◐ ● ○ 2 6 2

축구현장실습(2) ◐ ● ○ 2 6 2

스포츠산업론 ◐ ◐ 6 2 2

스포츠행정학 ● ◐ ○ 6 2 2

스포츠조직관리 ● ◐ ○ 6 2 2

해양훈련 ◐ 2 6 2

스키 ◐ 2 6 2

실무

축구코칭론 ● ◐ ◐ 4 4 2

축구경기규칙(2) ◐ ◐ ○ 4 4 2

축구B급과정(2) ◐ ◐ ◐ 2 6 2

축구A급과정(1) ● ● ◐ 2 6 2

축구체력육성법(1) ◐ ● 4 4 2

스포츠와매스미디어 ● ◐ ● 6 2 2

웨이트트레이닝 ◐ 2 6 2

심화 스포츠경영학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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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문적지식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인재
지식
(K)

기술
(S)

태도
(A)

축구경기규칙(1) ◐ ◐ ○ 4 4 2

전공영어(1) ○ ◐ ● 5 3 2

유소년축구실기(2) ◐ ◐ 2 6 2

축구B급과정(1) ◐ ◐ ◐ 2 6 2

스포츠영양학 ● ◐ 6 2 2

스포츠마케팅 ● ◐ ● 6 2 2

운동역학 ● ○ ○ 6 2 2

기초

스포츠개론 ● ○ 6 2 2

생활과스포츠 ● ◐ ◐ 6 2 2

축구C급과정(1) ◐ ◐ ○ 2 6 2

축구C급과정(2) ◐ ◐ ○ 2 6 2

스포츠리더십 ● ○ 6 2 2

유소년축구실기(1) ◐ ◐ 2 6 2

스포츠분석 ◐ ◐ 2 6 2

스포츠윤리 ● ◐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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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편성 – 태권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문적지식
현장실무

능력
글로벌인재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운동상해 ● ◐ 4 4 2

태권도전공실기(2)응용 ◐ ● ◐ 4 5 1

태권도전문실기(2)응용 ◐ ● ◐ 4 5 1

태권도전문실기(3)실전 ◐ ● ◐ 3 5 2

태권도전공실기(3)실전 ◐ ● ◐ 3 5 2

태권도전공실기(4)-종합 ◐ ● ◐ 3 5 2

전공세미나 ● ◐ 3 5 2

도장경영론 ● ● ◐ 5 2 3

태권도전문실기(4)현장실습 ◐ ● ◐ 3 5 2

태권도경기규칙론 ● ◐ ◐ 3 4 3

트레이닝론 ● ◐ 3 5 2

실무

체육측정평가 ● ◐ 6 3 1

건강·체력평가 ● ◐

골프(2) ◐ 2 5 3

스포츠외교론 ◐ ○ ● 6 3 1

겨루기론 ● ● 4 5 1

유단자품새 ● ● ◐ 2 5 3

전공영어(2) ○ ◐ ● 5 3 2

심화

수상스키(계절) ◐ 2 6 2

태권도시범공연 ◐ ● ◐ 2 5 3

스포츠심리학 ● ◐ 5 2 3

운동생리학 ● ◐ 5 2 3

태권체조호신술 ◐ ● ◐ 2 6 2

스포츠사회학 ● ◐ ◐ 5 3 2

스포츠교육학 ● ◐ 5 2 3

기초

스포츠개론 ● ○ 6 2 2

생활과스포츠 ● ◐ ◐ 6 2 2

한국체육사 ● ○ 5 2 3

태권도전공실기(1)기초 ◐ ● ◐ 2 5 3

스포츠분석 ● ◐ 6 3 1

태권도사 ● ○ ◐ 5 2 3

태권도전문실기(1)기초 ◐ ● ◐ 2 5 3

골프(1) ◐ 2 5 3

유급자품새 ● ● ◐ 2 5 3

스포츠윤리 ● ◐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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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 진로분야 교과목 - 축구

진로분야 직무수준 전문적지식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인재

체육 및 스포츠

지도사

(P)

전문

스포츠행정학
스포츠산업론
축구전술과분석
축구체력육성법(2)
스포츠조직관리

축구A급과정(2)
축구현장실습(1)(2)
해양훈련
스키

스포츠경기분석(1)(2)

실무

축구코칭론[필]
축구A급과정(1)

축구B급과정(2)
축구경기규칙(2)
축구체력육성법(1)
웨이트트레이닝

스포츠와매스미디어[필]

심화

축구B급과정(1)
운동역학
스포츠영양학

유소년축구실기(2)
축구경기규칙(1)

스포츠경영학[필]
스포츠마케팅[필]
전공영어(1)

기초

생활과스포츠[초]
스포츠윤리[초]
스포츠개론
스포츠리더십

축구C급과정(1)(2)
유소년축구실기(1)
스포츠분석

스표츠

관련 협회 및 
기관

(A)

전문

스포츠행정학
스포츠산업론
축구전술과분석
축구체력육성법(2)
스포츠조직관리

축구A급과정(2)
축구현장실습(1)(2)
해양훈련
스키

스포츠경기분석(1)(2)

실무

축구코칭론[필]
축구A급과정(1)

축구B급과정(2)
축구경기규칙(2)
축구체력육성법(1)
웨이트트레이닝

스포츠와매스미디어[필]

심화

축구B급과정(1)
운동역학
스포츠영양학

유소년축구실기(2)
축구경기규칙(1)

스포츠경영학[필]
스포츠마케팅[필]
전공영어(1)

기초

생활과스포츠[초]
스포츠윤리[초]
스포츠개론
스포츠리더십

축구C급과정(1)(2)
유소년축구실기(1)
스포츠분석

기타 스포츠 
종사

(O)

전문

스포츠행정학
스포츠산업론
축구전술과분석
축구체력육성법(2)
스포츠조직관리

축구A급과정(2)
축구현장실습(1)(2)
해양훈련
스키

스포츠경기분석(1)(2)

실무

축구코칭론[필]
축구A급과정(1)

축구B급과정(2)
축구경기규칙(2)
축구체력육성법(1)
웨이트트레이닝

스포츠와매스미디어[필]

심화
축구B급과정(1)
운동역학
스포츠영양학

유소년축구실기(2)
축구경기규칙(1)

스포츠경영학[필]
스포츠마케팅[필]
전공영어(1)

기초

생활과스포츠[초]
스포츠윤리[초]
스포츠개론
스포츠리더십

축구C급과정(1)(2)
유소년축구실기(1)
스포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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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분야 교과목 – 태권도

진로분야 직무수준 전문적지식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인재

체육 및

스포츠지도사

(P)

전문

운동상해
전공세미나
도장경영론
태권도경기규칙론
트레이닝론

태권도전공실기(2)응용
태권도전문실기(2)응용
태권도전공실기(3)실전
태권도전문실기(3)실전
태권도전공실기(4)종합
태권도전문실기(4)현장실습

실무

체육측정평가[필]
건강‧체력평가

유단자품새[필]
겨루기론

스포츠외교론
전공영어(2)

심화

스포츠사회학[필]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수상스키(계절)
태권도시범공연
태권체조호신술

기초

한국체육사[필]
생활과스포츠[초]
스포츠윤리[초]
스포츠개론
스포츠분석
태권도사

태권도전공실기(1)기초
태권도전문실기(1)기초
유급자품새

스포츠관련 

협회 및 기관

(A)

전문

운동상해
전공세미나
트레이닝론

태권도전공실기(2)응용
태권도전문실기(2)응용
태권도전공실기(3)실전
태권도전문실기(3)실전
태권도전공실기(4)종합
태권도전문실기(4)현장실습

실무
체육측정평가[필]
건강‧체력평가

유단자품새[필]
골프(2)

스포츠외교론
전공영어(2)

심화
스포츠사회학[필]
스포츠교육학

수상스키(계절)
태권도시범공연
태권체조호신술

기초

한국체육사[필]
생활과스포츠[초]
스포츠윤리[초]
스포츠개론
스포츠분석

태권도전공실기(1)기초
태권도전문실기(1)기초
골프(1)
유급자품새

기타

스포츠 종사

(O)

전문

운동상해
전공세미나
태권도경기규칙론
도장경영론
트레이닝론

태권도전공실기(2)응용
태권도전문실기(2)응용
태권도전공실기(3)실전
태권도전문실기(3)실전
태권도전공실기(4)종합
태권도전문실기(4)현장실습

실무
체육측정평가[필]
건강‧체력평가

유단자품새[필]
골프(2)
겨루기론

스포츠외교론
전공영어(2)

심화

스포츠사회학[필]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수상스키(계절)
태권도시범공연
태권체조호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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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 축구

현장실무능력

지도법

평가법

사례연구

전문

해양훈련(G)
스키(G)

스포츠경기분석(1)(G)
축구전술과분석(G)
축구A급과정(2)(G)
축구체력육성법(2)(G)

스포츠경기분석(2)(G)
스포츠산업론(G)
스포츠조직관리(G)
스포츠행정학(G)
축구현장실습(1)(2)(G)

실기현장적용
외국어능력

지도자의 이해
실무

축구코칭론(G)
축구경기규칙(2)(G)
축구B급과정(2)(G)

스포츠와매스미디어(G)
축구A급과정(1)(G)
축구체력육성법(1)(G)
웨이트트레이닝(G)

외국어능력
실기응용능력
체육의 이론

심화

스포츠경영학(G)
축구경기규칙(1)(G)
전공영어(1)(G)
스포츠영약학(G)
축구B급과정(1)(G)
유소년축구실기(2)(G)

운동역학(G)
스포츠마케팅(G)

경기지도(태권도, 
축구)의 이해,

실기 기초능력

기초

생활과스포츠(G)
스포츠윤리(G)
스포츠개론(G)
스포츠리더십(G)
스포츠분석(G)
축구C급과정(1)(2)(G)

유소년축구실기(1)(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 (G)공통교과 (P)체육 및 스포츠지도사 (A)스포츠관련 협회 및 기관 (O)기타스포츠 종사

비 
교 
과

▪진로분야 체험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기초

▪진로분야 선택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심화

▪진로분야 경험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

▪진로분야 현장실습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현장실습

각 진로분야별 동아리 운영(지도자, 심판, 분석, 행정)
학과 비교과프로그램 자체 진행 진로분야 전문화된 교육 

진로분야 직무수준 전문적지식 현장실무능력 글로벌인재

기초

한국체육사[필]
생활과스포츠[초]
스포츠윤리[초]
스포츠개론
스포츠분석
태권도사

태권도전공실기(1)기초
태권도전문실기(1)기초
골프(1)
유급자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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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 태권도

현장실무능력

지도법

평가법

사례연구

전문

태권도전공 ‧전문실기
(2)응용(G)

운동상해(G)
태권도전공‧전문실기(3)
실전(G)

전공세미나(G)
도장경영론(PO)
태권도경기규칙론(PO)
트레이닝론(G)
태권도전공실기(4)종합(G)
태권도전문실기(4)현장
실습(G)

실기현장적용
외국어능력

지도자의 이해
실무

건강‧체력평가(G)
체육측정평가(G)

골프(2)(AO)
유단자품새(G)
스포츠외교론(G)
겨루기론(PO)
전공영어(2)(G)

외국어능력
실기응용능력
체육의 이론

심화 수상스키(계절)(G)

태권도시범공연(G)
스포츠심리학(PO)
운동생리학(PO)
태권체조호신술(G)

스포츠사회학(G)
스포츠교육학(G)

경기지도(태권도, 
축구)의 이해, 

실기 기초능력

기초

한국체육사(G)
스포츠개론(G)
태권도전공 ‧전문실기
(1)기초(G)
생활과스포츠(G)
스포츠분석(G)
태권도사(PO)
골프(1)(AO)
스포츠윤리(G)

유급자품새(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 (G)공통교과 (P)체육 및 스포츠지도사 (A)스포츠관련 협회 및 기관 (O)기타스포츠 종사

 
 

비 
교 
과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직무캠프

▪진로분야 선택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 심화

▪공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취업캠프

▪취업역량강화
▪취업캠프

각 진로분야별 동아리 운영(선수단, 시범단, 문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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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24) 이상

- 심화과정 : 전공 60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42) 이상

전필 12 1~3

전선
24 1~4

18 3~4

졸업자격(논문) P 4

축구 

- 졸업논문을 전공 관련 자격증 2개로 대체 인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협회(국가공인·

사단법인)주관의 체육관련 자격증 1개, 비체육 

관련 자격증 1개)
해당 항목 

모두 충족

해야 함.

태권도

 1. 졸업논문(현장실습일지 대체인정)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협회(국가공

인·사단법인)주관의 체육관련 자격증 2개

 3. 태권도졸업공연을 참여한 자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초 6 + 전필 12 + 전선 24 + 논문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 시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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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축구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4586 스포츠개론 Introduction Sport 3 3 기초 6 2 2

전선 15091 해양훈련 Training Of Maritime 1 2 전문 2 6 2

전선 14891 축구C급과정(1) C Course of Soccer(1) 2 3 기초 2 6 2

기초 14587 생활과스포츠 Life and Sport 3 3 기초 6 2 2

2

전선 14914　 스포츠분석 Sport Analysis 3 3 기초 6 3 1

전선 14009 스포츠리더십 Sport Leadership 3 3 기초 6 2 2

전선 13628 스키 Ski 1 2 전문 2 6 2

전선 14893 축구C급과정(2) C Course of Soccer(2) 3 3 기초 2 6 2

기초 16016 스포츠윤리 Sport Ethics 3 3 기초 5 2 3

2

1

전필 05357 스포츠경영학 Sports Business 3 3 심화 6 2 2

전선 12302 축구경기규칙(1) Laws of the Game(1) 2 2 심화 4 4 2

전선 13939 전공영어(1) Major English(1) 2 2 심화 5 3 2

전선 13630 유소년축구실기(1) Children's Football Practice(1) 2 3 기초 2 6 2

전선 14892 축구B급과정(1) B Course of Soccer(1) 2 3 심화 2 6 2

전선 15090 스포츠영양학 Sport Nutrition 2 2 심화 6 2 2

2

전필 13632 축구코칭론 Soccer Principles of Coaching 3 3 실무 4 4 2

전선 12399 축구경기규칙(2) Laws of the Game(2) 2 2 실무 4 4 2

전선 13631 유소년축구실기(2) Children's Football Practice(2) 3 3 심화 2 6 2

전선 14894 축구B급과정(2) B Course of Soccer(2) 3 3 실무 2 6 2

3

1

전필 14013 스포츠마케팅 Sport Marketing 3 3 심화 6 2 2

전선 13828 운동역학 Kinetics 3 3 심화 6 2 2

전선 15911 스포츠경기분석(1) Analysis in Sport(1) 3 3 전문 4 4 2

전선 15658 축구A급과정(1) A Course of Soccer(1) 3 3 실무 2 6 2

전선 13826 축구체력육성법(1) Soccer Fitness Promotion Act(1) 2 2 실무 4 4 2

2

전필 15287 스포츠와매스미디어 Spart and the Mass Media 3 3 실무 6 2 2

전선 12996 축구전술과분석 Strategy and Analysis in Soccer 3 3 전문 4 4 2

전선 14589 웨이트트레이닝 Weight Training 1 2 실무 2 6 2

전선 15659 축구A급과정(2) A Course of Soccer(2) 3 3 전문 2 6 2

전선 13825 축구체력육성법(2) Soccer Fitness Promotion Act(2) 2 2 전문 4 4 2

4

1

전선 15912 스포츠경기분석(2) Analysis in Sport(2) 3 3 전문 4 4 2

전선 13324 축구현장실습(1) Soccer Field Internship(1) 2 3 전문 2 6 2

전선 15854 스포츠조직관리 Administration of Sport Organization 3 3 전문 6 2 2

2

전선 13706 스포츠산업론 Industry of Soccer 3 3 전문 6 2 2

전선 14590 축구현장실습(2) Soccer Field Internship(2) 2 3 전문 2 6 2

전선 15869 스포츠행정학 Sports Administration 3 3 전문 6 2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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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4585 한국체육사 History of Korea P.E 3 3 기초 5 2 3

전선 14586 스포츠개론 Introduction Sport 3 3 기초 6 2 2

전선 11154 태권도전공실기(1)기초 Taekwondo Major Practice(1)Basic 3 4 기초 2 5 3

전선 13000 수상스키(계절) Water ski 1 2 심화 2 6 2

기초 14587 생활과스포츠 Life and Sport 3 3 기초 6 2 2

2

전선 14914 스포츠분석 Sport Analysis 3 3 기초 6 3 1

전선 15041 태권도사 History of Taekwondo 3 3 기초 5 2 3

전선 13005 태권도전문실기(1)기초 Taekwondo Professional Practice
(1)Basic 3 4 기초 2 5 3

전선 07213 골프(1) Golf(1) 1 2 기초 2 5 3

기초 16016 스포츠윤리 Sport Ethics 3 3 기초 5 2 3

2

1

전필 11158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Evaluation in P.E 3 3 실무 6 3 1

전선 13938 유급자품새 Basic Poomsae 2 3 기초 2 5 3

전선 16212 태권도시범공연 Taekwondo Demonstration performance 2 2 심화 2 5 3

전선 11156 태권도전공실기(2)응용 Taekwondo Major Practice
(2)Application 3 4 전문 4 5 1

2

전선 14003 스포츠심리학 Sport Psychology 2 2 심화 5 2 3

전선 14005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2 2 심화 5 2 3

전선 14896 태권체조호신술 Self-Defense Taekwon Gymnastics 2 3 심화 2 6 2

전선 13006 태권도전문실기(2)응용 Taekwondo Professional
Practice(2)Application 3 4 전문 4 5 1

전선 15188 건강‧체력평가 Health and Fitness Evaluation 1 2 실무 3 5 2

3

1

전필 15913 스포츠사회학 Sport Soci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06199 골프(2) Golf(2) 1 2 실무 2 5 3

전선 13007 태권도전공실기(3)실전 Taekwondo Major Practice
(3)Actual practice 3 4 전문 3 5 2

전선 14516 운동상해 Exercise Injury 1 2 전문 4 4 2

2

전필 15946 유단자품새 Black belt Poomsae 3 3 실무 2 5 3

전선 15945 스포츠교육학 Sport Pedagogy 2 2 심화 5 2 3

전선 16211 스포츠외교론 Sports Diplomacy 2 2 실무 6 3 1

전선 16210 겨루기론 Competition Theory 1 2 실무 4 5 1

전선 13352 태권도전문실기(3)실전 Taekwondo Professional Practice
(3)Actual Practice 3 4 전문 3 5 2

전선 14349 전공영어(2) Major English(2) 2 2 실무 5 3 2

4

1

전선 12662 태권도전공실기(4)종합 Taekwondo Major Practice
(4)Synthesis 3 4 전문 3 5 2

전선 13945 전공세미나 Major Semina 2 2 전문 3 5 2

전선 13944 도장경영론 Management Theory of Taekwondo
Center 2 2 전문 5 2 3

2

전선 13355 태권도전문실기(4)현장실습 Taekwondo Professional Practice
(4)Field Practice 3 4 전문 3 5 2

전선 16131 태권도경기규칙론 Taekwondo Competition Rules Theory 1 2 전문 3 4 3

전선 11133 트레이닝론 Training Theory 2 3 전문 3 5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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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 축구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생활과스포츠 Life and Sport

현대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 체육을 습득하고 

즐기며 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학습

한다.

To acquire and enjoy the living physical education 

required in modern life and to learn the basic 

concepts and knowledge of physical education.

기초
(523)

스포츠윤리 Sport Ethic

스포츠선수의 윤리성, 스포츠계의윤리의식, 공정성 

및 건전성 등 스포츠윤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

식을 습득한다.

Acquire basic concepts and knowledge of sports 

ethics, such as the ethics of sports athletes, 

ethics of sports circles, fairness and soundnes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622)

스포츠경영학 Sport Management

인간성 향상과 풍요한 커뮤니티 공간의 창출에 이

바지하는 스포츠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

휘하기 위한 관련 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관련된 

이론을 탐구한다. 즉 스포츠 사업 조직체(학교, 공

공기관, 사회체육단체, 스포츠 센터 등)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그 경영체가 행하는 활동을 경영 

활동으로 인식하여 스포츠 사업을 계획, 조직, 통

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연구한다.

The potential that sports have economically will 

be studied logically as every aspect of the 

community will be viewed economically. Any 

sports organization(schools, public facilities, sports 

center etc.) will be analyzed as an administration. 

The organizing, analyzing, and managing of a 

athletic organization will be discussed.

실무
(442)

축구코칭론 Soccer Principles of Coaching

축구코칭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현장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코칭을 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To provide guidance so as to theoretically 

approach soccer coaching and to perform 

desirable coaching based on the theory at a site.

심화
(622)

스포츠마케팅 Sport Marketing

스포츠 조직의 내부적 사항, 일반 외부 환경 요인, 

소비자 시장 및 행동 또는 경쟁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 마케팅의 전략적 계획과 기반을 조성한다. 시

장조사의 기법과 시장의 세분화와 표적 시장의 선

정에 대해 연구하고 신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시험, 가격, 홍보나 촉진과 유통에 대한 정책수립 

그리고 서비스관리 등을 연구함으로써 마케팅의 

개념, 마케팅의 역할이나 특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Make an analysis of the sports organization's 

internal matters, general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consumer markets and behaviors or 

competitors, and create a strategic plan and 

foundation for marketing.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arketing, the role or characteristics 

of marketing by studying the techniques of 

market research and the selection of market 

segments and target markets, and by study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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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 태권도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development and testing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prices, policy establishment and service 

management for promotion and distribution, etc.

실무
(622)

스포츠와매스미디어 Sport and the Mass Media

스포츠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매스미디어와

의 관계를 살펴보고 언론, 방송, 미디어에 대하여 

학습을 함으로서 스포츠 매체의 이해를 돕는다.

Spor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at of the mass 

media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helps the 

understanding of the sports media by learning 

about journalism, broadcasting, media reported.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23)

한국체육사 History of Korea P.E.

우리나라의 체육의 역사를 시대별로 소개하고, 각 

시대와 문화에 따른 체육의 발전모습을 설명함으

로써 현재의 체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도

록 함으로서 미래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갖도록 한다.

Introduce the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in our 

country by period, and explain the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according to each time and 

culture so that we can accurately understand and 

diagnose the current physical education so that 

we can have awareness and reflection on the 

physical education of the future.

실무
(631)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Evaluation in P.E.

본 교과목은 체육측정의 기초를 위한 체육측정의 

일반적인 개념 및 변천과정, 체육측정을 위한 조

건 등을 살펴보고 체육측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 등을 학습한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최

신 측정 기자재와 생리, 심리, 기능학을 접목해보

고 타 분야와의 연계 및 응용의 필요성을 알아보

는데 목적이 있다.

This subject examines the general concept and 

trans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measurement 

for the basis of physical education measurement, 

conditions for physical education measurement, 

etc. and learns the areas covered in physical 

education measurement.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Chapter is to combine the latest measuring 

equipment and physiology, psychology, and 

functional sciences with those currently in use 

and to identify the need for linkage and 

application with other areas.

심화
(532)

스포츠사회학 Sport Sociology

본 교과목은 게임현상 및 제도화된 게임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제도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한다. 또한, 사회참여형태로서의 스

포츠를 이해하며, 사회현상으로서의 스포츠에 대

한 개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subject understands sport phenomena and 

concepts of institutionalized sport, and 

understands sport as a social system. It is also 

aimed at understanding sport as a form of social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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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 축구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sport as a social phenomenon.

실무
(253)

유단자품새 Black Belt Poomsae

태권도를 혼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구성된 태권도

의 품새 중에서 유단자 품새에 관한 이론적 배경

과 실기를 중점 지도한다.

It will teach Taekwondo around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skills for Black Belt 

Poomsae, which is configured to train on its ow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22)

스포츠개론 Sport Introduction

인간의 신체운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운동

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이론을 전달한다.

It conveys general knowledge and theory of 

human motion to those who specialize in human 

physical exercise.

전문
(262)

해양훈련 Training Of Maritime

해양훈련을 통해  강이나 바다에서 행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과 안전교육

을 통하여 레저스포츠로서 활용하게 한다.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practicing method, 

& effect of summertime sports to cultivate a 

talented leader through training in various skills 

such as water ski, surfing, rowing, and yachting.

기초
(262)

축구C급과정(1),(2) C Course of Soccer(1),(2)

AFC C라이센스 지도에 필요한 축구 기술과 코칭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한다.

This course aims at teaching and practicing 

practical soccer skills and coaching methods 

required for AFC C license.

기초
(631)

스포츠분석 Sport Analysis

본 교과목은 영상 분석에 대한 이론 지식을 학생

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 적용시켜 분

석해 봄으로써 경기력 분석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설된 과목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sport performance analysis 

by analysing many kind of sports based on 

motion analysis background.

기초
(622)

스포츠리더십 Sport Leadership

스포츠 상황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리더십 유형에 따른 지도법 및 상황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Exert leadership in the sports situation in depth 

teaching method based on the type of leadership 

and cognitive ability to improve the situation to 

find out the purpose of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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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262)

스키 Ski

동계 스포츠의 대표적인 종목인 스키의 기술을 능

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프르그 보겐, 

페러렐, 웨더링 등의 기술들의 지도법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The skills required for a good performance in 

what can be said to be the representing winter 

sport is taught in this course. The goal is to 

have students be able to do the skills such as 

Pflugbogen, Parallel, Wedering.

심화
(442)

축구경기규칙(1) Laws of the Game(1)

축구 심판 판정에 필요한 축구규칙의 전반을 이해

하고 여러 상황에서 심판판정에 필요한 조건을 학

습한다.

It understands the whole of the football rule 

which is necessary to a football judgement call 

and the condition which is necessary to a 

judgement call from multi situation it studies.

심화
(532)

전공영어(1) Major English(1)

국제화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가 되어있는 영

어를 읽고,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함으로써 해외에

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회화실력을 갖추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시사정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Students will have basic conversational skills that 

enable them to live abroad by practicing reading, 

speaking and listening skills that are essential for 

leading the era of globalization so that the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application 

skills and current affairs information.

기초
(262)

유소년축구실기(1) Children's Football Practice(1)

유소년 축구실기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보다 효율적

으로 유소년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함

으로써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Youth soccer in the field through practical youth 

can do to better map by leading the way students 

have confidence in the field could take care of 

him.

심화
(262)

축구B급과정(1) B Course of Soccer(1)

AFC B라이센스 지도에 필요한 축구 기술과 코칭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 한다.

This course aims at teaching and practicing 

practical soccer skills and coaching methods 

required for AFC B license.

심화
(622)

스포츠영양학 Sport Nutrition

스포츠 활동에 각종 식품 속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음식의 조리 및 식

생활, 건강 유지에 적용하도록 한다.

Studies in digestion, absorption, metabolism and 

functions of nutrients, which are essential to 

human life, in connection with one's diet.

실무
(442)

축구경기규칙(2) Laws of the Game(2)

축구 심판 판정에 필요한 축구규칙의 전반을 이해

하고 여러 상황에서 심판판정에 필요한 조건을 학

습한다.

It understands the whole of the football rule 

which is necessary to a football judgement call 

and the condition which is necessary to a 

judgement call from multi situation i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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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262)

유소년축구실기(2) Children's Football Practice(2)

유소년 축구실기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보다 효율적

으로 유소년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함

으로써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Youth soccer in the field through practical youth 

can do to better map by leading the way students 

have confidence in the field could take care of 

him.

실무
(262)

축구B급과정(2) B Course of Soccer(2)

AFC B라이센스 지도에 필요한 축구 기술과 코칭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 한다.

This course aims at teaching and practicing 

practical soccer skills and coaching methods 

required for AFC B license.

심화
(622)

운동역학 Kinetics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역학적 요인의 기본 개념

을 강의와 실험을 통해 이해한다. 특히 그 요인들

과 운동과의 관계를 동작의 효율성 및 안전성 증

진의 관점에서 다룬다. 인체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요인은 크게 인체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 인체의 

물리적 특성과 운동, 인체에 작용하는 힘의 조절

로 구분하고 그 모든 요인을 인체 동작의 역학적 

법칙으로 통합한다.

The fundamental concepts of variables involved 

in human movement will be presented through 

lectures and laboratory sessions. Those variables 

will b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efficiency 

and safety aspects of human movement.

The contents include anatomy and structure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of human body and 

its functions, the control of the forces applied 

during movement, and the body motion produced 

due to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nstrains will be interpreted as part of the law 

of motion.

전문
(442)

스포츠경기분석(1) Analysis in Sports(1)

이 교과목은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포츠 경기 분석 기법과 실제를 이해하고, 재미

있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The subject will understand the sports 

competition analysis techniques and practices 

used in real-world sports venues, and will acquire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to enjoy watching 

sports.

실무
(262)

축구A급과정(1) A Course of Soccer(1)

AFC A라이센스 지도에 필요한 축구 기술과 코칭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한다.

This course aims at learning the advanced soccer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AFC A license and 

practicing them.

실무
(442)

축구체력육성법(1) Soccer Fitness Promotion Act(1)

축구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초

적인 체력육성법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익히고 

축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력육성지도자를 

양성해낼 수 있는 교과목이다.

Able positive fitness leaders to foster learning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football 

through the theory and practice of football in a 

variety of situations that require a variety of 

basic stamina promotion act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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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442)

축구전술과분석 Strategy and Analysis in Soccer

개인, 그룹, 팀 등 전술을 세부적으로 배우고 분석

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

This course aims at setting up the strategy in 

the level of individual, group and team and 

analyze it in detail and let the students practice 

problem solving ability.

실무
(262)

웨이트트레이닝 Weight Training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습득과 실기를 통해 근

력을 증강시키며 생리학적 바탕위에 근육의 구조

이해와 발달과정의 훈련방법을 습득한다.

School register and system objection find and 

practical technique it leads and it reinforces it 

finds a muscular power and the training method 

of structure gain and loss and advancement 

process of the muscle above physiology 

character.

전문
(262)

축구A급과정(2) A Course of Soccer(2)

AFC A라이센스 지도에 필요한 축구 기술과 코칭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한다.

This course aims at learning the advanced soccer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AFC A license and 

practicing them.

전문
(442)

축구체력육성법(2) Soccer Fitness Promotion Act(2)

축구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초

적인 체력육성법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익히고 

축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력육성지도자를 

양성해낼 수 있는 교과목이다.

Able positive fitness leaders to foster learning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football 

through the theory and practice of football in a 

variety of situations that require a variety of 

basic stamina promotion act course.

전문
(442)

스포츠경기분석(2) Analysis in Sport(2)

이 교과목은 현대 사회의 요구와 실정에 맞춰 끊

임없이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부터 세밀한 관점까지 이해하고, 올바를 관람 지

식과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분석적 시각을 배양하

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다룬다.

This subject is held every year to the needs and 

situation of the modern world sports details from 

the general terms to understand and see, the 

right to knowledge and perspective. Technical 

and objective analytical perspective to cultivate a 

week to deal with.

전문
(262)

축구현장실습(1)~(2) Soccer Field Internship(1)~(2)

이 교과목은 학생들이 학기중에 학교에서 익힌 전

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다양한 사회와 현장에서 실

습을 통해 자아의 실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adopt and improve their skills in 

job fields during fall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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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 태권도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622)

스포츠조직관리 Administration of Sport Organization

조직의 개념을 이해하고, 조직의 유형을 분석하여, 

조직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계층과 기능을 배운다. 

또한 조직내의 동기부여와 리더십 그리고 커뮤니

케이션에 관련해 스포츠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며, 

그와 관련한 인간관계 관리를 배움으로써 체육 전

공자의 체육집단의 운영 및 경영에 효율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o understand the notion of organization and 

analyze the type of organization, so learn class 

of organization and the function is necessary to 

manage the organization. Also as the motive in 

organization,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sport group, and 

learn to manage the relationship to be related 

with these. Therefore cultivate the ability 

effectively to cope with major's operation and 

management. 

전문
(622)

스포츠산업론 Sport Industry Theory

스포츠 산업론 교과목은 거대해진 스포츠와 산업

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와 산업이 어떠한 관계가 있

으며 스포츠와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과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Sport industry subjects focus on sports and 

industry subjects, which relate to sports and 

industry, and explore various social phenomena 

and characteristics related to sports and industry.

전문
(622)

스포츠행정학 Sports Administration

스포츠행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포츠 행정 과정 

및 조직을 학습하며, 외국의 행정 실태를 살펴본

다. 또한 체육관련 법령집 및 체육관리 지침을 이

해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체육행정행위 이론

을 학습하여 스포츠 정책 입안에 따르는 리더십 

문제와 조직간 문제를 분석하여 스포츠 행정가의 

자질을 함양한다. 

Understand the concept of sports administration, 

and learn the process and organization of sport 

administration, and look into the realities of 

foreign sports administration. Also understand the 

complete collec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physical education and management guide. And 

learn the process of decision and policy and the 

theory of sport administration, and cultivate the 

sports official measuring to analyze the 

leadership as setting up a plan of sport policy 

and the problem among the organization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스포츠개론 Sport Introduction

인간의 신체운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운

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이론을 전달한다.

It conveys general knowledge and theory of 

human motion to those who specialize in human 

physical exercise.

기초
(253)

태권도전공실기(1)기초, 태권도전문실기(1)기초
Taekwondo Major Practice(1)Basic,

Taekwondo Professional Practice(1)Basic

태권도는 신체의 여러 부위를 사용하여 상대의 

아주 작은 목표를 향하여 찌르기, 치기 그리고 

Taekwondo uses various parts of the body to 

attack your opponent's very small goal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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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차기 기술로 공격하여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그 

반대로 상대의 공격을 막기 기술로 막아내는 것

이다. 이와 같이 태권도는 독립된 여러 가지 기

술의 동작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독립된 기

술의 동작을 태권도의 기본이라 한다.

stabbing, hitting and next-generation techniques 

to topple your opponent or vice versa. As such, 

Taekwondo consists of a collection of 

independent technical movements, which are 

called the basis of Taekwondo.

심화
(262)

수상스키 Water Ski

수상스키 강이나 바다에서 행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과 안전교육을 통하여 

레저스포츠로서 활용하게 한다.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practicing 

method, & effect of summertime sports to 

cultivate a talented leader through training in 

various skills such as water ski, surfing, rowing, 

and yachting.

기초
(631)

스포츠분석 Sport Analysis

본 교과목은 영상 분석에 대한 이론 지식을 학생

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 적용시켜 

분석해 봄으로써 경기력 분석 분야에 대한 총체

적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설된 과목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sport performance analysis 

by analysing many kind of sports based on 

motion analysis background.

기초
(523)

태권도사 History of Taekwondo

현대 태권도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의 무술의 발생과정을 연구하여 태

권도가 우리 고유의 무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대 태권도의 발달과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태권도사를 정립한다.

Research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ancient 

martial art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ource of 

modern Taekwondo, we recognize that Taekwondo is 

our own martial art and consider the development 

process of modern Taekwondo to establish the 

history of our country's traditional Taekwondo 

history.

기초
(253)

골프(1) Golf(1)

골프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골프의 기초기

술을 배운다. 학습 환경의 여건 상 아이언 샷을 

통해 기본적인 그립, 자세, 어드레스, 스윙 방법

을 습득하여 다른 클럽의 사용과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골프의 매너, 경기방

법, 경기규칙을 이해하여 장래 스스로 골프를 즐

기고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

질을 갖추도록 한다.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skills for golf is 

going to be practiced here. Du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iron club will be 

used to teach the needed skills such as address, 

grip, swing, etc. The manners required in the 

sport, rules and regulation, and the way the 

game is played will be taught. The class is to 

enable the student to be able to enjoy golf on 

his or her own in the future.

실무
(253)

유급자품새 Basic Poomsae

유급자 품새란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규정된 형

식(틀, 형)에 맞추어 혼자 수련할 수 있도록 이어 

놓은 동작이다. 따라서 품새는 공격과 방어의 기

본동작을 연결, 수련함으로써 겨루기 기술향상과 

동작응용능력 배양 그리고 기본동작에서는 익힐 

수 없는 특수기술의 연마(숙달)를 할 수 있는 장

The basic Poomsae is a series of movements 

for offense and defense techniques, which can 

be practiced and trained, even without presence 

of an instructor, in accordance with toe fixed 

patterns. Therefore, the Poomsae has the 

merits, by its can hardly be practic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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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점을 지니고 있다. 유급자 품새는 태극 1장부터 

태극8장까지가 있다.

training of each separate basic movement alone. 

Basic Poomsae as Taegeuk Poomses from 

1(il)jang to 8(fal)jang are classified basic 

Poomsae.

심화
(253)

태권도시범공연 Taekwondo Demonstration performance

태권도의 수련 중 태권도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

기에 가장 효과적인 태권도의 시범에 필요한 기

본동작 시범, 품새 시범, 겨루기시범, 격파시범, 

호신술시범, 프로그램 작성법 등의 이론적인 측

면과 전체시범의 실습을 통해 시범능력과 시범지

도능력을 기른다.

A study of demonstration theories and practices 

in relation to Taekwondo. This course is 

designated to prepare needed student's abilities 

for demonstration(basic kicking and form, 

competition, breaking, self-defense, How to write 

program and identify the theories of Taekwondo 

demonstration.

전문
(451)

태권도전공실기(2)응용,

태권도전문실기(2)응용

Taekwondo Major Practice(2)Application,

Taekwondo Professional Practice(2)Application

태권도 기본동작의 다음단계로서 단일선제공격, 

복합 선제공격, 단일역습공격, 복합역습공격유형

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방어기술을 익혀 

실전겨루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s the next step of Taekwondo basic 

movements, various types of attack and 

defensive techniques based on single preemptive 

attack, compound preemptive attack, single 

counterattack attack, and multiple counterattack 

attack type will be learned and utilized for 

practical competition

심화
(523)

스포츠심리학 Sport Psychology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하고 

예언하며, 통제하는 과학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의 원리와 기술을 제공

하려는 학문이다. 연구영역은 성격, 동기, 불안 

등 개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과 집단응집, 리더십, 

사회적 촉진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에 대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스포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려 

경기력의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개발하

는 심리학자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제공한다.

It is a discipline that aims to provide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effective methods for 

achieving the goals of sport as a science that 

analyzes, understands, predicts, and controls 

human behavior in sports scenes. Research areas 

include the existing research on individual factors 

such as personality, motivation, anxiety,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personality, group 

cohesion, leadership, and social promotion, and to 

investigate how these factors affect sports 

behavior provides basic skills as a psychologist 

exploring and developing methods for maximizing 

performance.

심화
(523)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이 교과목에서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에너지학, 

운동 시 대사 작용, 운동 중 내분비계의 기능을 말

하며 신체운동과 신체, 특히 운동과 스포츠 활동 

때의 신체의 작용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This course provides biological control system, 

bioenergetics, metabolism, endocrine system 

function, techniques measurement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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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262)

태권체조호신술 Self-Defense Taekwon Gymnastics

다양한 호신 기술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기본 기

술 및 응용기술들을 익힌다. 다양한 시범 관련 

기술들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시범 구성 방법 등

을 익히고, 태권도의 기본적인 동작을 음악에 접

목시켜 에어로빅 동작으로 구성하는 능력과 실기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will be learned general concept and 

change process in evaluation and measurements 

in physical education. This course designated to 

practice high level of Taekwondo skills and 

movements. This course also try to develop 

theories and students achievement abilities

실무
(352)

건강·체력평가 Health and Physical Fitness Evaluation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및 

체력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별 건강 및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Learn how to measure and assess individual 

health and fitness conditions using a variety of 

health and fitness test methods that are readily 

applicable to clinicians.

실무
(253)

골프(2) Golf(2)

골프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골프의 기초기

술을 배운다. 학습환경의 여건 상 아이언 샷을 

통해 기본적인 그립, 자세, 어드레스, 스윙 방법

을 습득하여 다른 클럽의 사용과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골프의 매너, 경기방

법, 경기규칙을 이해하여 장래 스스로 골프를 즐

기고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

질을 갖추도록 한다.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skills for golf is 

going to be practiced here. Du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iron club will be 

used to teach the needed skills such as address, 

grip, swing, etc. The manners required in the 

sport, rules and regulation, and the way the 

game is played will be taught. The class is to 

enable the student to be able to enjoy golf on 

his or her own in the future.

전문
(352)

태권도전공실기(3)실전,

태권도전문실기(3)실전

Taekwondo Major Practice(3)Actual Practice,

Taekwondo Professional Practice(3)Actual 

Practice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무도로서 인정

받는데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한 태권도 겨루기의 

이론적인 측면 즉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기

술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특히 스텝전법 

등을 다루어 학생들의 겨루기 능력을 배양하여 

우수한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aekwondo is to develop its 

students' ability to compete with each other by 

specifically dealing with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Taekwondo competition, such as physical, 

mental and technical aspects, and especially the 

step tactics, which contributed the most to its 

recognition as the world's best martial art.

전문
(442)

운동상해 Exercise Injury

스포츠 손상을 비롯한 근골격계질환의 의학적 진

단을 이해하고 손상기전을 운동·과학적으로 분

석하여 초기 응급처치 및 손상의 예후, 재활운동

을 계획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Exercise injuries and therapy is the study of 

administering first aid, programing rehabilitation, 

and foreseeing injury prognosis, understanding 

medical diagnosis of musculoskeletal system 

disorder, based on analyzing injury mechanism 

in sports scienc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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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23)

스포츠교육학 Sport Pedagogy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 증

진시키는데 필요한 생활의 지식 습관 태도를 변

화 시켜 건전한 생활인을 육성시키는데 있다.

It is to foster healthy people by changing the 

knowledge, habits, and attitudes necessary to 

enhance human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실무
(631)

스포츠외교론 Sports Diplomacy

세계 각국과의 태권도를 통한 민간 스포츠 외교

에 있어서 국가 간의 스포츠정보교환 및 이해관

계 등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is designated to practice general 

Taekwonko skills and team spirit to be master. 

For the freshman, this course is provided to 

practice basic movements and forms.

실무
(451)

겨루기론 Competition Theory

태권도경기의 규칙을 이해하고 심판의 자질 및 

경기방법 능력을 체득한다.

Understand the rules of the Taekwondo 

competition and acquire the qualities of the 

referee and the ability of the method of 

competition.

실무
(532)

전공영어(2) Major English(2)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필수가 되어있는 

영어를 읽고,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함으로써 해외

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회화실력을 갖추

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시사정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By practicing reading, speaking and listening 

English, which is essential to leading the 

internationalization era, the basic conversational 

skills to live abroad, and the ability to apply 

and the opportunity to expand current affairs 

information are provided.

전문
(352)

태권도전공실기(4)종합,

태권도전문실기(4)현장실습

Taekwondo Major Practice(4)Synthesis,

Taekwondo Professional Practice(4)Field Practice

태권도는 신체의 여러 부위를 사용하여 상대의 

아주 작은 목표를 향하여 찌르기, 치기 그리고 

차기 기술로 공격하여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그 

반대로 상대의 공격을 막기 기술로 막아내는 것

이다. 이와 같이 태권도는 독립된 여러 가지 기

술의 동작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독립된 기

술의 동작을 태권도의 기본이라 한다.

Taekwondo applies many techniques such as 

jireugi, tzireugi, chigi, and chige which to attack 

of defend oneself from an opponent.

These techniques can be used by small and big 

parts of body. Taekwondo has motion of various 

independent skills, which are the fundamentals 

of Taekwondo.

전문
(361)

전공세미나 Major Seminar

태권도전공 각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태권도의 학술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를 배양한다.

Review the research performance of each field 

of Taekwondo major and analyze its problems to 

cultivate the basis for the academic research 

methods of Taekwondo.

전문
(523)

도장경영론 Management Theory of Taekwondo Center

이 과목의 기본목적은 기초적인 경영지식과 개 The basic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dea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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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념, 지침들을 다루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들은 체

육 분야의 성공적인 전문 경영인이 되기 위한 전

공인에게 도움과 지침이 되도록 한다.

basic management knowledge, concepts and 

guidelines, and these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to be helpful and guidance to the major in 

becoming a successful professional manager in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전문
(343)

태권도경기규칙론 Taekwondo Competition Rules Theory

태권도 경기의 규칙을 이해, 숙지하게 하고 심판

의 자질 및 경기운영 능력을 체득하도록 교육한

다.

To educate them to understand and understand 

the rules of Taekwondo competitions and to 

acquire the qualities of referees and the ability 

to manage the competition.

전문
(352)

트레이닝론 Training Theory

트레이닝의 생리적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

에 기반 하여 선수들에게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A study of human organism under both resting 

and exercise conditions, including the effect of 

training, heat balance, nutrition, drugs, and 

exercise metabolism on athlet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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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방송연기학과 (Dept. of Performing arts & Broadcast Act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공연예술 및 방송영상 산업의 중추적 인재

전공능력 예술표현능력 · 인간심리분석능력 · 창의융합능력 · 문화예술교육지도능력

교육목표

공연방송연기학과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연극배우, 뮤지컬 배우, 영화배우, 

탤런트를 양성하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극작가, 연출가, 공연 기획자 및 무대 

기술 감독(기계, 조명, 음향) 등의 전문 현장인력 교육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 배우 무대와 영화, 방송을 아우르는 전문 연기자(actor) 양성 트랙

◾ 스텝
무대 연출가, 극장 기술진(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극작가, 공연 

기획자 등 각종 스텝 양성 트랙

수여학위 공연예술학사 (Bachelor of performing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연기

극작, 연출

무대기술 무대예술전문인(기계, 조명, 음향) 3급 자격증

공연제작관리

예술교육 중등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2급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예술표현능력

정의 배우의 호흡과 발성, 움직임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

준거
◾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충동과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극에서 요구되는 신체 제어 및 움직임의 표현능력을 갖춘다. 

인간심리

분석능력

정의 역할창조를 위한 내·외적충동을 분석하고 심리·신체적 행동을 표현하는 능력

준거
◾심리와 신체의 지각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다.
◾배우의 신체적 행동법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창의융합능력

정의 연출가와 무대예술전문인이 창작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

준거
◾연출법과 무대기술의 지식 및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다.
◾무대예술을 구현하는 창의성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능력을 갖춘다.

문화예술교육

지도능력

정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능력

준거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적 안목과 철학적 관점을 갖춘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역량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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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예술표현능력

인간심리

분석능력
창의융합능력

문화예술교육

지도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전공능력

진로분야
예술표현능력

인간심리

분석능력
창의융합능력

문화예술교육

지도능력

연기 ● ● ◐ ○

극작, 연출 ● ● ● ○

무대기술 ● ◐ ● ○

공연제작관리 ◐ ◐ ● ○

예술교육 ◐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연출법, 배우훈련, 교육프로
그램개발 지식

융합창작, 오디션, 

교육프로그램개발 능력

전문가적인 책임감, 협업적인 

태도

실무
공연기획, 인물분석, 카메
라, 교수학습방법 설계 지
식

극작, 역할창조, 매체연기, 

공연제작 능력

적극적 사회적 행위, 주도적 

창조예술 태도

심화
연극사, 무대제도, 무대조
명, 미디어, 교육연극 지식

화술, 즉흥연기, 카메라연기 

능력

자아성찰·계발, 비판적 사고, 

네트워크 형성 태도

기초
공연예술의 이해, 무대기술
의 지식

호흡과 발성, 신체표현 능력
객관적 자아발견, 예술적 탐구 

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예술표현

능력

인간심리

분석능력

창의융

합능력

문화예술

교육지도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연극워크숍 ● ◐ ● 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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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예술표현

능력

인간심리

분석능력

창의융

합능력

문화예술

교육지도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연극제작 ● ◐ ● 2 6 2

액팅테크닉(1) ◐ ● ○ 5 3 2

액팅테크닉(2) ◐ ● ○ 5 3 2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1)

● ◐ ● 2 6 2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2)

● ◐ ● 2 6 2

오디션실전실습 ● ◐ ○ 2 4 4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 ● 4 4 2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
해와실습

◐ ● 2 3 5

실무

카메라연기(2) ● ◐ ○ 3 4 3

TV연기 ● ◐ ○ 2 5 3

영화연기 ● ◐ ○ 2 5 3

메소드연기 ● ◐ ○ 3 4 3

인물분석연기 ◐ ● ○ 3 4 3

장면연기 ● ◐ ○ 3 4 3

극작 ◐ ◐ ● 4 4 2

축제와공연기획 ◐ ● 4 4 2

연극교수학습방법 ◐ ● 4 4 2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 4 4 2

심화

연기(화술) ● ◐ ○ 2 5 3

방송화술 ● ◐ ○ 2 5 3

무대메커니즘 ● ◐ 4 4 2

무대디자인 ● ◐ 4 4 2

미디어실습(1) ● ◐ 4 4 2

미디어실습(2) ● ◐ 4 4 2

즉흥연기 ◐ ● ○ 2 5 3

카메라연기(1) ● ◐ ○ 3 4 3

연극사 ● ◐ 8 1 1

연극교육론 ◐ ● 7 2 1

연극·영화교과교육론 ◐ ● 7 2 1

문화예술교육개론 ◐ ● 7 2 1

기초

연기와신체언어 ● ◐ ○ 1 5 4

연기와신체표현 ● ◐ ○ 1 5 4

연극개론 ● ◐ 7 2 1

극장과공연예술 ● ◐ 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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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예술표현

능력

인간심리

분석능력

창의융

합능력

문화예술

교육지도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스토리텔링 ● ◐ 7 2 1

진로분야 직무
수준 예술표현능력 인간심리분석능력 창의융합능력

문화예술교
육지도능력

연기

(A)

전문

오디션실전실습 액팅테크닉(1)(2)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1)(2)[필]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
해와실습

실무

카메라연기(2)
TV연기
영화연기
메소드연기
장면연기

인물분석연기 극작
축제와공연기획

연극교수학습방법

심화

연기(화술)
방송화술
카메라연기(1)
미디어실습(1)(2)

즉흥연기 연극사 연극교육론
문화예술교육개론

기초
연기와신체언어
연기와신체표현

연극개론
극장과공연예술[초]
스토리텔링[초]

극작, 
연출

(D)

전문

오디션실전실습 액팅테크닉(1)(2)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1)(2)[필]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
해와실습

실무

카메라연기(2)
TV연기
영화연기
메소드연기
장면연기

인물분석연기 극작
축제와공연기획

연극교수학습방법

심화

연기(화술)
방송화술
카메라연기(1)
무대메커니즘
무대디자인
미디어실습(1)(2)

즉흥연기 연극사 연극교육론
문화예술교육개론

기초
연극개론
극장과공연예술[초]
스토리텔링[초]

무대

기술

(S)

전문

오디션실전실습 액팅테크닉(1)(2)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1)(2)[필]

실무 카메라연기(2) 인물분석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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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예술표현능력 인간심리분석능력 창의융합능력

문화예술교
육지도능력

TV연기
영화연기
메소드연기
장면연기

심화

연기(화술)
방송화술
카메라연기(1)
무대메커니즘
무대디자인
미디어실습(1)(2)

즉흥연기 연극사

기초
연극개론
극장과공연예술[초]
스토리텔링[초]

공연

제작

관리

(P)

전문

오디션실전실습 액팅테크닉(1)(2)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1)(2)[필]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
해와실습

실무

카메라연기(2)
TV연기
영화연기
메소드연기
장면연기

인물분석연기 극작
축제와공연기획

연극교수학습방법

심화

연기(화술)
방송화술
카메라연기(1)
무대메커니즘
무대디자인
미디어실습(1)(2)

즉흥연기 연극사 연극교육론
문화예술교육개론

기초
연극개론
극장과공연예술[초]
스토리텔링[초]

예술교육

(E)

전문

오디션실전실습 액팅테크닉(1)(2)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1)(2)[필]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
해와실습

실무

카메라연기(2)
TV연기
영화연기
메소드연기
장면연기

인물분석연기 극작
축제와공연기획

연극교수학습방법
연극·영화교과교재연
구 및 지도법

심화

연기(화술)
방송화술
카메라연기(1)
무대메커니즘
무대디자인
미디어실습(1)(2)

즉흥연기 연극사 연극교육론
연극·영화교과교육론
문화예술교육개론

기초
연기와신체언어
연기와신체표현

연극개론
극장과공연예술[초]
스토리텔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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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융합창작능력, 
교육연극개발능력

전문

연극제작(G)

연극워크숍(G)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1),(2)(G)
오디션실전실습(G)

액팅테크닉(1)(2)(G)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ADPE)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
와실습(ADPE)

역할창조, 
교육연극설계, 

기획 및 전략 사례연구
실무

장면연기(G)

카메라연기(2)(G)

극작(ADPE)

메소드연기(G)

인물분석연기(G)

TV연기(G)

영화연기(G)

연극영화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E)

축제와공연기획(ADPE)

연 극 교 수 학 습 방 법
(ADPE)

화술, 
연출·무대예술, 
교육연극의 이해

심화

연기(화술)(G)

방송화술(G)

연극사(G)

즉흥연기(G)

카메라연기(1)(G)

무대메커니즘(PE)

무대디자인(PE)

미디어실습(1),(2)(G)

연극교육론(ADPE)

연극영화교과교육론(E)

문 화 예 술 교 육 개 론
(ADPE)

발성과 발음, 
언어와 육체에 관한 실습
스테이지테크놀로지

기초

연기와신체언어(AE)
연기와신체표현(AE)
극장과공연예술(G)
스토리텔링(G)

연극개론(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A)연기  (S)무대기술  (P)공연제작관리  (D)극작·연출  (E)예술교육

비 
교 
과

◾공연워크숍
◾Hands On Steps 
프로그램

◾공연제작프로덕션
◾무대전문예술인 
3급 과정Ⅰ

◾Hands On Steps 
프로그램

◾공연제작프로덕션
◾무대전문예술인 3급 
과정Ⅱ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무대전문예술인 3급 
과정Ⅲ

◾서비스러닝 프로그램

Acting-up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모임(이머시브 시어터, 인터렉티브 
퍼포먼스, 아쉬탕가 요가, 좋은 희곡 분석과 비평, 오디션 프로필),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재학생 직무능력향상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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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30) 이상

- 심화과정 : 전공 76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64) 이상

전필 6 4

전선
30

1~4
34

교직 21 2~4

- 교직 21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 교직소양 4학점 + 교과교육 8학

점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합격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논문 (논문대체 졸업공연)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재학 중 졸업공연 포함 4개 작품 이상 참여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 (기초 6 + 전필 6 + 전선 30)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논문대체 졸업공연)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 (기초 6 + 전필 6 + 전선 30)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논문대체 졸업공연)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융합전공 이수 

※ 보컬퍼포먼스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 보컬 트레이닝(1)(2), 뮤지컬 가사의 이해, 뮤지컬 레퍼토리 실습, 뮤지컬 제작 실습
※ 스토리미디어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 단편영화 워크숍, 고전콘텐츠 내것으로 만들기, 공연영상 제작 워크숍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670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은 교직이수학생만 수강신청 가능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5304 연기와신체언어 Acting and Body Language 2 3 기초 1 5 4

전선 14765 연기(화술) Acting (Speaking Skill of Stage) 3 3 심화 2 5 3

기초 15320 극장과공연예술 Theatre and Perfprming Arts 3 3 기초 7 2 1

2

전선 15305 연기와신체표현 Acting and Physical Representation 2 3 기초 1 5 4

전선 14270 방송화술 Speaking Skill of Broadcasting 3 3 심화 2 5 3

기초 16013 스토리텔링 Story Telling 3 3 기초 7 2 1

2

1

전선 14766 연극개론 Introduction of Theatre 3 3 기초 7 2 1

전선 14764 즉흥연기 Improvisation Acting 3 3 심화 2 5 3

전선 15293 카메라연기(1) Camera Acting(1) 3 4 심화 3 4 3

전선 16010 무대메커니즘 Stage Mechanism 3 4 심화 4 4 2

전선 15298 미디어실습(1) Media Practice(1) 3 3 심화 4 4 2

2

전선 09152 연극사 History of Play 3 3 심화 8 1 1

전선 09685 장면연기 Scene Acting 3 3 실무 3 4 3

전선 15294 카메라연기(2) Camera Acting(2) 3 4 실무 3 4 3

전선 16009 무대디자인 Stage Design 3 4 심화 4 4 2

전선 15299 미디어실습(2) Media Practice(2) 3 3 심화 4 4 2

3

1

전선 15662 축제와공연기획 Festival and Performance Planning 3 4 실무 4 4 2

전선 14620 메소드연기 Method Acting 3 3 실무 3 4 3

전선 15297 TV연기 TV Acting 3 4 실무 2 5 3

전선 15303 연극워크숍 Workshop of a Play 3 4 전문 2 6 2

전선 09272 연극영화교과교육론 Theories of Teaching in Theatre and Cinema 3 3 심화 7 2 1

전선 16011 문화예술교육개론 Introduction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2 2 심화 7 2 1

2

전선 14767 극작 Playwriting 3 4 실무 4 4 2

전선 09684 인물분석연기 Character Analysis Acting 3 3 실무 3 4 3

전선 15306 영화연기 Movie Acting 3 4 실무 2 5 3

전선 14768 연극제작 Production of a Play 3 4 전문 2 6 2

전선 15300 연극교육론 Theory in Teaching Theater 2 2 심화 7 2 1

전선 14915 연극·영화교과교재연
구 및 지도법

Methods and Materials of Teaching in Theat
re and Cinema 3 3 실무 4 4 2

4

1

전필 15295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1) Fusion Creation Project(Capstone Design)(1) 3 4 전문 2 6 2

전선 15702 액팅테크닉(1) Acting Technic(2) 3 4 전문 5 3 2

전선 15302 연극교수학습방법 Teaching & Learning Approach to Theater 2 2 실무 4 4 2

전선 15307 오디션실전실습 Actual Practice for Audition 3 4 전문 2 4 4

2

전필 15296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2) Fusion Creation Project(Capstone Design)(2) 3 4 전문 2 6 2

전선 15703 액팅테크닉(2) Acting Technic(2) 3 4 전문 5 3 2

전선 15301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Developing Teaching Programs on Theater 2 2 전문 4 4 2

전선 16012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
해와실습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ultural Art F
ield 2 2 전문 2 3 5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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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721)

극장과공연예술 Theatre and Performing Arts

현대의 다양한 공연 문화 양상과 그 갈래를 이해

하고 그 올바른 이해와 감상 방법론을 배움으로

써 공연예술의 폭넓은 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문

화인으로서의 자질을 높인다.

World of performance is a study for 

understanding of wide variety performance, and 

how to appreciate a performance.

기초
(721)

스토리텔링 Story Telling

본 과목은 경험을 공유하고 해석하는 수단인 스

토리텔링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전희곡부

터 현대희곡까지 적용된 플롯의 유형을 통해 새

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storytelling, a 

means of sharing and interpreting experiences. It 

provides education to create new styles through 

the type of plots applied from classical to 

modern plays.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전문
(262)

융합창작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1) Fusion Creation Project(Capstone Design)(1)

본 과목은 창작공연을 제작하기 위한 작품 발굴

과 개발에 목적이 있다. 희곡을 무대적 현실로 

형상화하고 프로젝트의 과정 중에 노출된 문제해

결방안을 모색·연구함으로써 각 분야의 요소를 

융합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discovering and developi

ng works to produce creative performances. It is 

a production project that visualizes the script as 

a stage reality and fuses elements of each field 

by exploring and solving problems that are expo

sed during the process of the project.

전문
(262)

융합창작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2) Fusion Creation Project(Capstone Design)(2)

본 과목은 창작공연을 제작하여 공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출, 연기, 무대, 조명, 음향 등의 

모든 분야가 협력하고 융합하여 구현한 창작물을 

발표하고 평가를 받아, 현장진출을 대비하는 교

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duce and perform cretive 

works. All the fields such as directing, acting, st

age, lighting, sound, etc. are cooperated and fus

ed to present the creative work that has been i

mplemented, and it is evaluated and educated to 

prepare for entry into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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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154)

연기와신체언어 Acting and Body Language

본 과목은 신체언어와 움직임을 체득하고 연기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체 움직임을 언어로 활

용하여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표현하는 방법을 체

득하여 연기에 적용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learning body language 

and movement and applying it to acting. Students 

learn how to express inner and outer aspects of 

human by using body movements in language and 

apply them to acting.

심화

(253)

연기(화술) Acting(Speaking Skill of Stage)

본 과목은 무대 화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습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우가 자극과 반응을 통해 

무대에서 자유롭게 말하기를 위한 방법을 교육한

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and acquire the 

basic principles of stage painting. Educate actors 

on how to speak freely on stage through 

stimulation and response.

기초

(154)

연기와신체표현 Acting and Physical Representation

본 과목은 신체움직임을 통해 배우의 극적 움직임

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우의 표현재료이자 

동시에 표현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체를 집중 훈련

하여 다양한 연기 표현법을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explore dramatic movements 

of actors through body movements. The actor's 

expression material and at the same time the 

intensive training of the body which is used as 

the means of expression to educate various 

expression methods of acting.

심화

(253)

방송화술 Speaking Skill of Broadcasting

본 과목은 방송 화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습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우가 자극과 반응을 통해 

방송에서 올바른 말하기 방법을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and acquire basic 

principles of broadcasting method. The actor 

educates the right way of speaking in 

broadcasting through stimulation and reaction.

기초

(721)

연극개론 Introduction of Theatre

본 과목은 현대의 다양한 연기 이론의 이해를 토

대로 연기예술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목적

이 있다. 연기의 역사와 연기론의 변화과정을 중심

으로 연기의 철학에 관한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the basic skills of 

acting ar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modern 

acting theory. It teaches about the philosophy of 

acting around the process of change of acting 

history and the theory of acting.

심화

(253)

즉흥연기 Improvisation Acting

본 과목은 즉흥연기를 통해 배우의 내적 자원을 

탐구하고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감각 훈련, 시

공간의 인식과 행동의 창조, 행동을 통한 상대방과

의 역동 창조, 인물 간의 관계 탐구, 사건 및 상황 

구축 등을 통해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explore and expand actors' 

internal resources through improvisation. Sensory 

training, awareness of space and time, creation of 

action, creation of dynamic with opponent through 

action, inquiry of relationship between person, 

event and situat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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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343)

카메라연기(1) Camera Acting(1)

본 과목은 카메라연기를 위한 기본요소를 이해하

고 자유로운 연기를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상

연기의 기본요소를 이해하고 영상연기와 무대연기

와의 차이점을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basic elements 

of camera acting and acquire free acting. 

Understand the basic elements of video acting and 

educate the difference between video acting and 

stage acting.

심화

(442)

무대메커니즘 Stage Mechanism

본 과목은 무대전문예술인 양성에 목적이 있다. 무

대예술전문인의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극

장 상식 및 용어,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

기술일반 등을 교육한다.

This class is a vocational competence of a Class 2 

cultural art education company and educates 

culture of cultural art education based on a 

macro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cultural art 

education.

심화

(442)

미디어실습(1) Media Practice(1)

본 과목은 미디어아트 전문예술인 양성에 목적이 

있다. 미디어 아트의 이해와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그래픽 편집 

도구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nurturing media art 

professionals. It learn how to use graphic editing 

tools such as Photoshop, Illustrator to develop 

understanding and basic literacy of media art.

심화

(811)

연극사 History of Play

본 과목은 다양한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동시

대 및 미래 연극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갖도록 하

는데 목적이 있다. 고대 그리스연극에서 출발하여 

현대연극 이르는 서양연극사를 이론 중심으로 교

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 vision 

and perspective on contemporary and future 

theater through various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It starts from the ancient Greek theater 

and educates the theater of the Western theater 

from the modern theater.

실무

(343)

장면연기 Scene Acting

본 과목은 2인 장면 연습(사실주의 작품)을 분석하

여 말하기, 듣기, 행동 찾기를 통해 창조적 배역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짓 연기와 상투적인 표

현 습관에서 벗어나 배우의 고유한 정서와 표현의

지 연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analyze the two scenes 

practice (realistic work) and to implement creative 

role through speaking, listening and finding 

behavior. Students are taught how to study the 

actors' own emotional and expressive willingness 

to escape from false behavior and stereotypical 

expression habits.

실무

(343)

카메라연기(2) Camera Acting(2)

본 과목은 다양한 촬영기법에 대응할 수 있는 연

기술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촬영과 상영을 통

한 실습을 하며, 영상연기에 필요한 충동과 유연

성, 그리고 집중력을 발전시키는 연기술을 교육한

다.

This course aims to acquire the skills to cope 

with various shooting techniques. Practice through 

filming and screening, and train students to 

develop the impulse, flexibility, and concentration 

required for video acting.

심화

(442)

무대디자인 Stage Design

본 과목은 무대전문예술인 양성에 목적이 있다. 무

대전문인의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무대기

술, 무대기계, 공연제작 등을 교육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fostering professional 

stage arts. In order to cultivate the basic skills of 

stage specialists (stage technology, stage machine, 

stage produ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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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442)

미디어실습(2) Media Practice(2)

본 과목은 미디어아트 전문예술인 양성에 목적이 

있다. 무대, 조명, 음향의 시·청각적 디자인 능력

을 배양하기 위해, Cad, Rhino, Sketch Up, Qlab, 

Audition, Logic Pro X, Vegas, Final Cut Pro, 

Premiere 등의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fostering media art 

professionals. It learn how to use programs such 

as Cad, Rhino, Sketch Up, Qlab, Audition, Logic 

Pro X, Vegas, Final Cut Pro, and Premiere to 

develop the visual and auditory design skills of 

stage, lighting and sound.

실무

(442)

축제와공연기획 Festival and Performance Planning

현대의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축제

의 기획 과정을 살피고, 현대의 다양한 공연 갈래

를 알아보고, 기획의 단계별 방법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the management 

process of festivals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a cultural phenomenon these days. Also 

students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 various 

performances of contemporary performances and 

learn the methodology of each stage of planning.

실무

(343)

메소드연기 Method Acting

본 과목은 다양한 연기이론을 실습하여 창조적 인

물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 연기이론의 시

작인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방법론부터 그 이후의 

다양한 연기론을 이해하고 실습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explore creative people by 

practicing various theories of acting. From 

Stanislavski's methodology, which is the beginning 

of contemporary acting theory, to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various post modern theories.

실무

(253)

TV연기 TV Acting

본 과목은 드라마 작품 중 1인 혹은 2인극의 장면

을 통해 배역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TV드라마에서 

요구되는 연기를 탐구하고, 충동, 본능적인 측면에

서 자유로운 인물을 구축하는 실습 교육이다.

This course is a process of creating a role 

through scenes of one or two person dramas. It is 

a hands-on education that explores the acting 

required in TV drama, and builds a free person in 

impulse and instinctive aspects.

전문

(262)

연극워크숍 Workshop of a Play

본 과목은 창작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단편 연극 작품의 무대화를 

위한 과정을 직접 시연하고 체득한다. 연기적 요소

와 기술적 요소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creative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Demonstrate and 

personalize the process for stage setting of short 

plays in Korea and abroad. Educate to properly 

manage the factors of acting and technical 

factors.

심화

5721

연극영화교과교육론 Theories of Teaching in Theatre and Cinema

본 과목은 연극영화의 교육적 기능을 탐색하고, 교

육적 철학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과의 교육

적 가치와 교수에 관한 철학과 방법론에 대한 교

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explore the educational 

functions of theater films and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philosophy. Educate about teaching 

value and teaching philosophy an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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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721)

문화예술교육개론 Introduction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본 과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교과목

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사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

This class is a vocational competence of a Class 2 

cultural art education company and educates 

culture of cultural art education based on a 

macro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cultural art 

education.

실무

(442)

극작 Playwriting

본 과목은 희곡문학의 이해를 높이고, 희곡의 구조

와 작법을 바탕으로 극작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

다. 시대별로 대표적인 희곡의 연극적 특성을 분석

하고, 희곡 창작기법을 학습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drama literature, and to cultivate dramatic ability 

based on the structure and writing method of 

drama. Analyze the theatrical characteristics of 

typical plays by the age, and educate them to 

learn techniques of theater production.

실무

(343)

인물분석연기 Character Analysis Acting

본 과목은 시대별 작품에 적용하기 위한 인물창조

에 목적이 있다. 메이어홀드, 브레히트 등의 연기

론을 이해하고, 인물창조의 접근 방법들을 탐구하

고 적용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the creation of characters 

to be applied to periodical works. Mayer Hold, and 

Brecht, as well as exploring and applying 

approaches to character creation.

실무

(253)

영화연기 Movie Acting

본 과목은 영화 작품 중, 1인 혹은 2인극의 장면을 

통해 배역을 창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 영화에

서 요구되는 연기를 탐색하고, 스크린 연기의 기술

적 요인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creating a role through 

scenes of one or two people in the movie. 

Explore the acting required in contemporary films, 

and learn the technical factors of screen acting.

전문

(262)

연극제작 Production of a Play

본 과목은 창작능력과 분야별 개인 역량을 배양하

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단막극 중 한 작품을 선

정하여, 연출과 연기 그리고 기술 전반의 콜라보레

이션을 통한 무대형상화를 교육을 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develop creative 

ability and individual ability by area. It selects on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single-act plays to 

educate students on stage formation through 

production, acting, and collaboration throughout 

technology.

심화

(721)

연극교육론 Theory in Teaching Theater

본 과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교과목

으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연극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극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과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수행 역

량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is aimed to derive an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theatrical education as cultural arts 

education with the job competence subject of the 

second grade culture arts education history. 

Educating to establish the concept of drama 

education and to cultivate performance ability as 

a cultural arts education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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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442)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ethods and Materials of Teaching in Theatre and 

Cinema

본 과목은 연극영화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의 본

질에 대한 탐구와 교과의 교육적 가치를 점검에 

목적이 있다. 교재의 목표, 구조, 내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위한 다양한 교수 매뉴얼 개

발에 대한 교육을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study and teaching methods of 

theater textbooks, and to examine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curriculum. Analyze the objectives,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textbooks and tra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aching manuals for 

effective teaching methods.

전문

(532)

액팅테크닉(1) Acting Technic(1)

본 과목은 스타니슬랍스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 배우훈련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 연기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했는지 다양한 액팅 

코치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introduce actor training from 

Stanislavsky to modern times. I am educated 

based on the theory of various acting coaches 

how modern theories evolved and evolved. 

실무

(442)

연극교수학습방법 Teaching & Learning Approach to Theater

본 과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교과목

으로 연극교육의 기초 교수역량을 배양하는데 목

적이 있다.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이해 

뿐만 아니라 이를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연극교수학

습법을 교육한다.

This course is aimed to cultivate the basic 

teaching ability of theater education with the job 

competence course of the second grade culture 

arts education history teacher. In addition to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basics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t also teaches the theate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s culture and arts 

education.

전문

(244)

오디션실전실습 Actual Practice for Audition 

본 과목은 졸업 후 취업 오디션을 위한 실기와 포

트폴리오 제작에 목적이 있다. 오디션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기 영상을 촬영하여 포트폴리

오로 만들고, 현장진출을 위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만드는 실전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practicality and portfolio 

production for job audition after graduation. We 

make a portfolio by shooting acting images for 

actual use in audition, and practice training to 

make various repertoire to advance to the field.

전문

(532)

액팅테크닉(2) Acting Technic(2)

본 과목은 스타니슬랍스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 배우훈련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 연기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했는지 다양한 액팅 

코치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introduce actor training from 

Stanislavsky to modern times. I am educated 

based on the theory of various acting coaches 

how modern theories evolved and evolved. 

전문

(442)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Developing Teaching Programs on Theater 

본 과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교과목

으로 연극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연

극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basic 

competence to develop theater education program 

as the subject of the competence of the second 

grade culture arts education. Educate students to 

develop basic competencies to develop various 

types of theater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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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235)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ultural Art Field

본 교과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교과

목으로 교육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적

응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체험 및 실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이론과 원리를 교육현장에 직접 <방문.체험.실

습> 활동과 <현장사례> 공유를 교육한다.

This is a second-level cultural and artistic history 

subject whose purpose is to develop and practice 

the ability to adapt effectively and execute 

program as they are assigned to educational sites. 

It trains education theory and principl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directly at the educational site 

for the activities of visiting, experiencing and 

practicing, and sharing the lessons on the projec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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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Dept. of Industrial Desig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생활 속 문화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고 신(新)기술과 융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전공능력 창조적 사고능력·디자인 형상화능력·디자인 기획능력

교육목표

산업디자인학과는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가치를 문화적 맥락, 새로운 기술, 디자

인 환경 속에 두고, 창조적인 융합 디자인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디자이너를 육

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유형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첫째, 고객가치와 기술

을 융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품디자이너. 둘째,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

하고 구현하는 공간디자인 전문가. 셋째, 문화 기반 디자인 기획력과 실행력을 균형 있게 겸비

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기획자. 

교육과정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전반의 종합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산업디자이너를 양

성하기 위해 현장체험과정과 견학프로그램 활성화

◾기업과의 산학협력 및 지역연계 과제 그리고 창업 교육을 통해 제품디자인과 실내디자인 분

야 및 디자인 기획 등의 실무를 습득하며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여학위 디자인학사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모델링기능사

인테리어디자인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ATC

디자인창업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GTQ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조적 사고

정의
인간과 문화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 새로운 가치를 창
조하는 능력

준거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다.
◾문제를 문제로 정의하는 능력을 갖춘다. 

디자인 형상화

정의 디자이너의 감정과 직관, 논리적 사고를 조형적으로 구현하는 능력

준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시화·형상화 시키는 능력을 갖춘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구현한다.

디자인 기획

정의 산업적 흐름과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능력

준거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자신의 디자인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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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조적 사고 디자인 형상화 디자인 기획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조적 사고 디자인 형상화 디자인 기획

제품디자인 ● ◐ ◐

인테리어디자인 ● ◐ ◐

디자인창업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사례 연구, 디자인 기획 및 

전략, 지역사회 분석 및 

고찰,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컨셉 도출 및 

프로젝트 전략 수립

기획마인드, 도전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산업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세부 업무

실무형 PT 표현능력과 

산업디자인 프로세스 실무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사용자 분석, 사이트 조사 

및 분석, 산업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3D 컴퓨터 그래픽 활용능력, 

타겟 지역과 사용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디자인 개발

적극적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디자인 관련 지식, 디자인 

현황 및 동향

프리핸드 스케치 및 2D 

컴퓨터 그래픽 수행능력 
객관적 가치에 대한 존중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조적 사고 디자인 형상화 디자인 기획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창업문화프로젝트(1)
(캡스톤디자인)

● ● ◐ 3 6 1

창업문화프로젝트(2)
(캡스톤디자인)

● ● ◐ 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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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조적 사고 디자인 형상화 디자인 기획
지식
(K)

기술
(S)

태도
(A)

문화실내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 ● ◐ 3 5 2

문화제품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 ● ◐ 3 5 2

디자인창업과경영 ◐ ○ ● 4 3 3

실무

운송디자인 ● ● ◐ 3 5 2

문화디자인창업 ◐ ○ ● 2 6 2

공공디자인 ● ● ◐ 3 5 2

ID그래픽스(2) ◐ ● ○ 3 5 2

문화실내디자인실무(1)
(캡스톤디자인)

● ● ◐ 4 4 2

문화제품디자인실무(1)
(캡스톤디자인)

● ● ◐ 4 4 2

심화

기초실내디자인 ● ● ◐ 3 5 2

기초제품디자인 ● ● ◐ 3 5 2

실내코디네이션 ● ● ◐ 4 4 2

제품인터렉션디자인 ● ● ◐ 4 4 2

사용자경험디자인 ◐ ○ ● 4 4 2

문화디자인기획 ◐ ○ ● 5 4 1

디지털응용디자인(1) ◐ ● ○ 4 4 2

디지털응용디자인(2) ◐ ● ○ 4 4 2

문화실내디자인(1) ● ● ◐ 4 4 2

문화실내디자인(2) ● ● ◐ 4 4 2

문화제품디자인(1) ● ● ◐ 4 4 2

문화제품디자인(2) ● ● ◐ 4 4 2

ID그래픽스(1) ◐ ● ○ 3 5 2

디자인과애니메이션 ● ● ◐ 3 5 2

기초

기초디자인 ● ● ◐ 4 4 2

컴퓨터그래픽스 ◐ ● ○ 3 5 2

디자인표현기법 ● ● ◐ 3 5 2

디자인캐드 ◐ ● ○ 4 4 2

창의아이디어발상법 ● ● ◐ 3 6 1

디자인인문학 ◐ ○ ● 6 2 2

기초조형 ◐ ● ○ 4 4 2

디자인의이해 ◐ ○ ● 6 2 2

타이포그래픽스 ◐ ● ○ 4 4 2



681

문화융합대학 - 산업디자인학과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조적 사고 디자인 형상화 디자인 기획

제품

디자인

(P)

전문

창업문화프로젝트(1)
(캡스톤디자인)

창업문화프로젝트(2)
(캡스톤디자인)
문화제품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문화실내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실무

문화제품디자인실무(1)(캡스
톤디자인)
문화실내디자인실무(1)(캡스
톤디자인)

공공디자인[필]
운송디자인[필]
ID그래픽스(2)

문화디자인창업

심화

실내코디네이션[필]
제품인터렉션디자인[필]
문화제품디자인(1),(2)

기초제품디자인[필]
기초실내디자인[필]
ID그래픽스(1)
디지털응용디자인(1),(2)
디자인과애니메이션

사용자경험디자인
문화디자인기획

기초

창의아이디어발상법
디자인표현기법
기초디자인

타이포그래픽스[초]
컴퓨터그래픽스
디자인캐드
기초조형

디자인의이해[초]
디자인인문학

인테리어

디자인

(I)

전문

창업문화프로젝트(1)
(캡스톤디자인)

창업문화프로젝트(2)
(캡스톤디자인)
문화제품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문화실내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실무

문화제품디자인실무(1)
(캡스톤디자인)
문화실내디자인실무(1)
(캡스톤디자인)

공공디자인[필]
운송디자인[필]
ID그래픽스(2)

문화디자인창업

심화

실내코디네이션[필]
제품인터렉션디자인[필]
문화실내디자인(1),(2)

기초제품디자인[필]
기초실내디자인[필]
ID그래픽스(1)
디지털응용디자인(1),(2)
디자인과애니메이션

사용자경험디자인
문화디자인기획

기초

창의아이디어발상법
디자인표현기법
기초디자인

타이포그래픽스[초]
컴퓨터그래픽스
디자인캐드
기초조형

디자인의이해[초]
디자인인문학

디자인

창업

(S)

전문

창업문화프로젝트(1)
(캡스톤디자인)

창업문화프로젝트(2)
(캡스톤디자인)
문화제품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문화실내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디자인마케팅과창업

실무 문화제품디자인실무(1) 공공디자인[필] 문화디자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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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사례 연구, 
디자인 기획/전략, 

지역사회 
분석/고찰,

새로운 가치 창출

전문

문화제품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G)
문화실내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G)
창업문화프로젝트(1)(2)
(캡스톤디자인)(G)
디자인창업과경영(S)

산업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세부 

업무,
실무형 PT 
표현능력

실무 운송디자인(G)
공공디자인(G)
문화디자인창업(G)
ID그래픽스(2)(G)

문화제품디자인실무(1)
(캡스톤디자인)(G)
문화실내디자인실무(1)
(캡스톤디자인)(G)

사용자 분석,
사이트 조사/분석,
산업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컴퓨터그래픽

활용능력

심화

기초제품디자인(G)
기초실내디자인(G)
제품인터렉션디자인(G)
실내코디네이션(G)
문화디자인기획(G)
디 지 털 응 용 디 자 인
(1)(2)(G)

문화제품디자인(1)(PS)
문화제품디자인(2)(P)
문화실내디자인(1)(IS)
문화실내디자인(2)(I)
사용자경험디자인(G)
ID그래픽스(1)(G) 디자인과에니메이션(G)

 디자인 
개념이해,

형태와 구조의 
이해, 

디자인원리 적용

기초

디자인의이해(G)
타이포그래픽스(G)
기초디자인(G)
디자인표현기법(G)
컴퓨터그래픽스(G)
디자인캐드(G)

창의아이디어발상법(G)
기초조형(G)
디자인인문학(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P)제품디자인 (I)인테리어디자인 (S)디자인창업

비 
교 
과

• 디자인트렌드탐방 • 한국전통문화체험 • 해외문화탐방

디자인캠프, 글로벌디자인워크샵, Auto CAD 특강, Rhino 특강, UG NX 특강 등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조적 사고 디자인 형상화 디자인 기획

(캡스톤디자인)
문화실내디자인실무(1)
(캡스톤디자인)

운송디자인[필]
ID그래픽스(2)

심화

실내코디네이션[필]
제품인터렉션디자인[필]
문화실내디자인(1)
문화제품디자인(1)

기초제품디자인[필]
기초실내디자인[필]
ID그래픽스(1)
디지털응용디자인(1),(2)
디자인과애니메이션

사용자경험디자인
문화디자인기획

기초

창의아이디어발상법
디자인표현기법
기초디자인

타이포그래픽스[초]
컴퓨터그래픽스
디자인캐드
기초조형

디자인의이해[초]
디자인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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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이상

- 심화과정 : 전공 66학점(기초 6 + 전필 18 + 전선 42) 이상

전필 18 1~3

전선
18 1~4

24 1~4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작품전시회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 시
- 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 논문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초 6 + 전필 18 + 전선 18 + 논문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융합전공

1) 라이프스타일기획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융합형LS기획캡스톤디자인, 융합형LS트랜드세미나, 융합형LS기획실습

2) 사회적경제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사회적경제인턴십, 리빙랩프로젝트, 사회적경제와경영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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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4446　기초디자인 Basic Design 3 3 기초 4 4 2

전선 14780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2 3 기초 3 5 2

기초 15405 디자인의이해 Understanding Design 3 3 기초 6 1 3

2

전선 13388 디자인표현기법 Visual Communication 3 3 기초 3 5 2

전선 14449 디자인캐드 Design CAD 2 3 기초 4 4 2

기초 15059 타이포그래픽스 Typographics 3 3 기초 4 4 2

2

1

전필 15309 기초실내디자인 Basic Interior Design 3 4 심화 3 5 2

전필 12761　기초제품디자인 Basic Product Design 3 4 심화 3 5 2

전선 15046　창의아이디어발상법 Innovative Thinking 3 3 기초 3 6 1

전선 12763 디지털응용디자인(1) Digital Application Design(1) 3 3 심화 4 4 2

전선 15062 디자인인문학 Humanities of Design 2 2 기초 6 2 2

2

전필 13516 실내코디네이션 Interior Coordination 3 4 심화 4 4 2

전필 15667 제품인터렉션디자인 Product Interaction Design 3 4 심화 4 4 2

전선 14778 기초조형 Basic Modeling 3 3 기초 4 4 2

전선 15063 문화디자인기획 Cultural Design Project Planning 3 3 심화 5 4 1

전선 12767 디지털응용디자인(2) Digital Application Design(2) 3 3 심화 4 4 2

3

1

전필 15049 운송디자인 Transportation Design 3 4 실무 3 5 2

전선 15055 문화디자인창업 Culture Design Start-up 3 3 실무 2 6 2

전선 15663 문화실내디자인(1) Culture Interior Design(1) 3 3 심화 4 4 2

전선 14775 문화제품디자인(1) Culture Product Design(1) 3 3 심화 4 4 2

전선 15845 ID그래픽스(1) ID Graphics(1) 3 3 심화 3 5 2

2

전필 15054 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3 4 실무 3 5 2

전선 15664 문화실내디자인(2) Culture Interior Design(2) 3 3 심화 4 4 2

전선 15668 문화제품디자인(2) Culture Product Design(2) 3 3 심화 4 4 2

전선 15556 사용자경험디자인 UX Design 3 3 심화 4 4 2

전선 15789 ID그래픽스(2) ID Graphics(2) 3 3 실무 3 5 2

4

1

전선 16154 디자인과애니메이션 Design&Animation 3 3 심화 3 5 2

전선 15665
문화실내디자인실무(1)
(캡스톤디자인)

Cultural Interior Design 
Project(1)(Capstone Design)

3 4 실무 4 4 2

전선 15669
문화제품디자인실무(1)
(캡스톤디자인)

Cultural Product Design Project(1)
(Capstone Design)

3 4 실무 4 4 2

전선 15052
창업문화프로젝트(1)
(캡스톤디자인)

Start-up Culture Project(1)
(Capstone Design)

3 4 전문 3 6 1

전선 15517 디자인창업과경영 Design Start-up & Management 2 2 전문 4 3 3

2

전선 15666
문화실내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Cultural Interior Design Projet(2)
(Capstone Design)

3 4 전문 3 5 2

전선 15670
문화제품디자인실무(2)
(캡스톤디자인)

Cultural Product Design Project(2)
(Capstone Design)

3 4 전문 3 5 2

전선 14652
창업문화프로젝트(2)

(캡스톤디자인)

Start-up Culture Project(2)

(Capstone Design)
3 4 전문 3 6 1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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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13)

디자인의이해 Understanding Design

인간의 삶에 기초한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디

자인의 발전과정 및 시대적 흐름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를 탐구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현대디자

인의 흐름을 사회，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

고，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디자인문화의 특성과 방법에 대한 이해와 방향을 

탐구하는데 목표를 둔다.

In this course, students understand the essence of 

design on the base of human life, and research 

the process of design development and its 

changes with times.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consider the stream of modem designs, 

particularl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And then search the direction of the design 

culture that develops diversely.

기초
(442)

타이포그래픽스 Typographics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타이포그래픽, 로고타입디자

인, 평면 레이아웃 익히고 전통적인 핸드라이팅 타

이포그래픽과 켈리그래픽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

하여 성공적인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을 제작하는 

방법을 익힌다.

This course material emphasizes typographic skills, 

logotype design and layout. Through the execution 

of exercises and projects, students will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s of ‘classic 

typography and calligraphic’ and the application 

of digital skills for generating successful 

typographic design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352)

기초실내디자인 Basic Interior Design

실내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실내와 가구디자인 제도를  위한 기초과정으로 

선긋기를 비롯하여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2차원적 제도 방법을 익히고 기초적인 3차원적 

표현 방법까지 이해하고 실습한다. 또한 실내공

간을 구성하는 기초지식과 공간을 형성함에 있어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제시를 통하

여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주거공간

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프로젝트는 APT와 단독주

택이며, 이 과정에서 실내설계의 여러 가지 기법

을 습득하게 된다.

Students study the basic theory of interior 

design as fundamentals and understand 2D 

expression skills from drawing a line to plans, 

elevation, sections as a basic practice course 

and 3D space composition and increase basic 

knowledge required in interior And furniture 

design.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design for creating interior 

spaces. This course Includes with elements of 

interior space such as lighting, furniture, color 

and materials. Main projects are apartments, 

houses and during this process study various 

methods for interior design.

심화
(352)

기초제품디자인 Basic Product Design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 The primary goal of this class is to build a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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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디자인과목으로 다양한 구성과 색상실습을 통해 

문제해결과정, 분석적인사고, 공예적인기술 등을 

학습한다. 이 과목은 현대와 역사속의 예술과 디

자인의 자료를 통해 개략적인 디자인 개요를 이

해하는데 목표를 둔다.

foundation for the students' expanding abilities as 

artists and professionals. Problem solving processes, 

analytical thinking and craftsmanship are 

emphasized in various compositional and color 

exercises.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major design principles and theories, in addition to 

contemporary and historical art and design 

references.

심화
442

실내코디네이션 Interior Coordination

실내의 가구와 재료 그리고 색채의 대비 및 조화

를 중심으로 실습하고 공간계획을 세워 용도에 적

합한 재료와 색, 가구와 마감재의 조절과 관리 방

법을 연구한다. 디자인 제작과정에서 기능과 마감

재 및 구성요소의 일관된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각 공간 안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will learn to coordinate the 

furnishing, materials and the color system method, 

such as communication, contrast and harmony 

within spaces. Students will encourage to adapt 

colors, materials and furnishings to space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planning of 

interior composition.

심화
(442)

제품인터렉션디자인 Product Interaction Design

산업디자인 실습과목으로 컨셉 도출, 디자인전개, 

디자인 확정 등의 문화제품 인터랙션디자인프로

세스를 중점적으로 익힌다. 전통문화 기반의 제

품다자인 프로세스로 사용자와 제품간의 상호작

용에 관한 인터렉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인터렉션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한

다. 학생들은 발표용 스케치, 제작도면, 디자인목

업 등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최종 결과물

을 완성하여야 한다.

As an industrial design practice course, it 

concentrates on learning interaction design 

process for cultural products, such as concept 

derivation, and development or confirmation of 

the design. Students experience a variety of 

examples of interaction functionality between 

users and products while practicing the product 

design process based on traditional culture; they 

also receive a systematic training on interaction 

design. Students need to accomplish the final 

result of design presentations, including sketches 

for presentation, fabrication drawings, and 

mock-ups.

실무
(352)

운송디자인 Transportation Design

이 과목은 자동차디자인 과정의 기초과정으로 자

동차디자인에 대한 과정의 시범과 실습을 통해 

자동차디자인 기법과 방식을 익힌다. 학생들은 

자동차디자인의 과정의 기초적인 이해와 회사에

서 자동차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

게 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automotive design process. Course material 

includes discussion, demonst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echniques and methods. In 

this class, students will develop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transportation design 

process and what is involved with making a 

vehicle in the studio.

실무 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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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352)

Street furniture를 위주로 한 환경가구의 전반 요

소를 이해하고 주사용자의 니즈와 환경의 요건을 

파악한 후 Site에 적합한 합리적인 가구를 계획하

고 제작한다. 특히 용도에 따른 재료의 적합성과 

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Students understand general elements of 

environmental furniture focusing on street 

furniture and grasp users’ needs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 and finally design and 

make logical furniture appropriate to the Site. 

Especially it deals with suitability and structure for 

its use intensively.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42)

기초디자인 Basic Design

디자인에 기초가 되는 평면 및 입체를 다루는 과

목으로서, 사물에 대한 다각적인 관찰력과 표현능

력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평면조형능력 및 입체공

간구성 등을 실습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A basic approach to design in a aspect of its 

structure. The objectives are to develop various 

capabilities of observation and expression also to 

understand design principles by demonstrating 

designing practices.

기초

(352)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컴퓨터 그래픽의 심화된 과정으로서 창의적 이미지 

작성 및 활용을 교수하며 Special Effects 및 필터링 

기법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조

형물의 실제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제작하고 CG 기

본기술을 학습한다.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

한 디자인패널이나 프레젠테이션 작성능력 등을 향

상시키고 다양한 그래픽 처리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This course expands on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learned in Computer Graphics and 

designed to ensure digital knowledge in the areas 

of bitmap vs, Vector graphics, typography basics, 

and color output and integration for print and 

web. Topics also cover basic to intermediate level 

skills in Photoshop, Illustrator.

기초

(352)

디자인표현기법 Visual Communication

흑백을 사용한 렌더링 기법 학습으로 교수의 시범

을 통해 입체물의 드라마틱한 명암처리 기법, 투시

기법 등 다양한 렌더링 기법을 익힌다.

This class introduces students to the principles of 

rendering in a smooth, vivid chalk technique, in 

black and white.

기초

(442)

디자인캐드 Design CAD

Personal Computer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Auto CAD의 명령어와 기능을 숙지하여 평면, 입

면, 단면의 2차원 설계도면 작성방법을 익힌다.

This course in Computer-Aided Design and 

Drafting(CAD) covers the basic concepts and tools 

encountered in today's microcomputer-based CAD 

systems. Major commands, defining a drawing and 

editing techniques are mastered. Basic prototype 

drawings are created and recorded.

기초

(361)

창의아이디어발상법 Innovative Thinking

디자인작업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작업이다. 아이디어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발상법을 익히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표현

하기 위한 다양한 스케치기법을 익힌다. 

Design tasks involve creating various ideas in solving 

the problems. Students learn the innovative thinking 

for idea creation through several sketching 

techniques to present the created ideas. An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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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디자인표현기법에서 익힌 렌더링 기법과 원리에서 

진보된 과정으로 디자인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전통

적인 스케치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익히고 

아이디어 도출교육은 제품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

인의 사례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또한 디자인프레

젠테이션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감성적인 

스케치의 기법을 습득한다. 

process of the rendering methods and principles is 

mastered through design presentation techniques, by 

which students can learn how to convey the design 

idea and solve the problems through the traditional 

sketching technique; they also participate in training 

on innovative thinking in relation to the examples of 

product and interior designs. Moreover, students 

acquire the emotional sketching techniques for design 

presentation to produce an effective result.

심화

(442)

디지털응용디자인(1) Digital Application Design(1)

컴퓨터 그래픽 활용 과정으로 창의적 이미지 작성 

및 활용을 교수하는 과목으로 Special Effects 및 

필터링 기법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

하여 조형물의 실제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제작하

고 CG 기술을 학습한다. 또한 3D 관련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고 실제제품을 구입하여 제

품의 기능적인 부품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변경하

는 실습을 통해 3D디지털디자인 기술을 익힌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sure digital knowledge in 

the areas of bitmap vs. vector graphics, typography 

basics, and color output and integration for print and 

web. In addition the course is an overview of 3D 

modeling, texturing, lighting, composition, depth, 

detailing, color, rendering printing.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involves weekly assignments focused 

towards an understanding of basic modeling concepts 

for product,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al design.

기초

(622)

디자인인문학 Humanities of Design

인간과 사물, 인간과 소통, 인간과 환경의 관계 속

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의 본질적인 속성을 탐구

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속성들이 디자인에서 

어떻게 원리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지를 인문학적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디자인 창작 방법을 모

색할 수 있는 소양을 쌓는다.

Students search the essential properties of the 

design that are placed between humans and objects, 

humans and communication, and humans and 

understand principally how such properties are 

realized in the modern society under the theories 

and methods of the humanities. Based on these 

approaches, students are equipped with the 

knowledge to find in-depth methods of design 

creation.

기초

(442)

기초조형 Basic Modeling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형태와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연습으로서 구조디자인과 

실제 제품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줄이도록 학

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s of design - form 

and structure. By practicing these expressions, 

students will learn to minimize the difference 

between structural design and the actual product.

심화

(541)

문화디자인기획 Cultural Design Project Planning

문화를 읽고 그 흐름을 감지하여 그것을 새롭게 

생성시킬 수 있는 기획적 마인드를 키운다. 특히 

다양한 문화 기획의 유형과 방법론을 사례 연구하

고 실질적으로 문화디자인 기획 아이디어를 제시 

구현하는 실습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 더 창의적인 

문화디자인 기획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한 소양을 

쌓는다.

This course enhances planning skills to understand 

and detect the trend of culture, and then reinvent 

it. Through a series of training, such as studying 

cases of various types and methodologies in 

cultural projects, and actually presenting and 

implementing practical culture design project ideas, 

students are equipped with a capacity to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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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more creative cultural design projects.

심화

(442)

디지털응용디자인(2) Digital Application Design(2)

산업디자인과 개발에 사용되는 3D CAD를 소개하

는 과정으로 교육용 교재를 사용하여 3D 관련 프

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고 실제제품을 구

입하여 제품의 기능적인 부품을 이용하여 디자인

을 변경하는 실습을 통해 3D디지털디자인 기술을 

익힌다.

This course is an overview of 3D modeling, 

texturing, lighting, composition, depth, detailing, 

color, rendering printing and some animation.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involves weekly 

assignments focused towards an understanding of 

main modeling concepts for product,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al design. The second half of the 

course is devoted to individual projects.

실무

(262)

문화디자인창업 Culture Design Start-up

디자인을 개발하여 창업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논리적 

사고법 및 리서치 방법론,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을 학습한다. 또한 디자인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 및 마케팅을 학습함으로써 실제로 디자인 기

업 창업을 준비한다.

The aim of the course is to develop the design in 

connection with a start-up. Students learn to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hink logically, set research 

methods, and build business models. Moreover, 

students prepare for a real start-up design 

companies by learning business and marketing 

strategi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 design 

company.

심화

(442)

문화실내디자인(1) Culture Interior Design(1)

Fashion Boutique를 비롯한 Retail Shop과 

Restaurant의 실내 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내부를 구성하며 판매를 촉진하는 디자

인요소와 문화적, 지역적 배경을 연구하여 이용자

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상업공간의 

실내설계를 실습한다.

Students understand the fundamental theories of 

interior design such as fashion boutiques, retail 

shops, and restaurants and practice interior design 

for commercial space which is convenient for 

customers by studying design elements for 

boosting sales and the background of culture and 

region.

심화

(442)

문화제품디자인(1) Culture Product Design(1)

산업디자인의 단계별 작업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

목으로 다양한 리서치 방법과 디자인 전개, 국내·

외 공모전 등을 통하여 폭넓은 사고와 디자인 감

각을 익힌다.

In this course, each step of industrial design will 

be studied in depth, a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and design 

development, and participat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Therefore, students will 

gain a wide perspective and professional design 

sensibility.

심화

(352)

ID그래픽스(1) ID Graphics(1)

그래픽디자인을 소개하고 산업디자인에서 필요한 

그래픽 디자인 요소를 확인하고 익힌다.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타이포그래픽, 로고타입디자인, 평면 

레이아웃을 익히고 전통적인 핸드라이팅 타이포그

래픽에서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타이포

그래픽디자인을 제작하는 방법을 익힌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history and practice of 

graphic design, and covers the integration of 

graphic design elements with industrial design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jects. Course 

material emphasizes typographic skills, logotype 

design and layout. Through the exec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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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exercises and projects, students will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s of "classic 

typography" and the application of digital skills 

for generating successful typographic designs.

심화

(442)

문화실내디자인(2) Culture Interior Design(2)

유연한 업무공간을 창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레이

아웃이 가능한 가구를 모듈화하고 시스템적으로 

디자인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하는 업무공간의 실내계획에 필요한 기본 이론

을 이해하고 공간의 제반구성과 표현기법을 익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업무공간설계에 대한 실무적

용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to create flexible office or exhibition 

space modularize furniture for various lay-out and 

design and manufacture. Also students understand the 

basic theory of interior design for multi-functional 

space in modern society and study general elements 

of space and skill for expression and develop 

practical ability for office design requiring for 

industrial society by applying Korean traditional 

elements.

심화

(442)

문화제품디자인(2) Culture Product Design(2)

산업디자인의 단계별 작업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

목으로 다양한 리서치 방법과 디자인 전개, 국내·

외 공모전 등을 통하여 폭넓은 사고와 디자인 감

각을 익힌다.

In this course, each step of industrial design will 

be studied in depth, a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and design 

development, and participat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Therefore, students will 

gain a wide perspective and professional design 

sensibility.

심화

(442)

사용자경험디자인 UX Design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개념에 따라 디자인에 원칙

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다

양한 디자인의 각 영역에서 UX 디자인에 관한 일

련의 과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

한다.

According to the concept of user experience 

design,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design and 

learn how to apply. We systematically train a 

series of processes on UX design in various areas 

of design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실무

(352)

ID그래픽스(2) ID Graphics(2)

그래픽디자인과 패키지디자인을 기본으로 2D 그래

픽디자인과 3D 제품디자인을 융합하여 성공적인 

디자인을 제작하는 방법을 익힌다.

Based on graphic design and package design, 2D 

graphic design and 3D product design are fused 

together to learn how to produce successful designs.

심화

(352)

디자인과애니메이션 Design&Animation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공간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이다.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

하고 완성된 디자인의 가치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디자인 실무능력을 높

인다.

This is the process of creating and simulating 

products or spaces with 3D animation in order to 

realize a high-quality design. In order to minimize 

errors in the design process and to easily convey the 

value of the completed design, the practical skills of 

design are enhanced by utilizing animation techniques.

실무

(442)

문화실내디자인실무(1)(캡스톤디자인) Culture Interior Design Project(1)(Capstone Design)

기존 전시, 공연, 공간들의 특수성, 요구사항, 사례

분석 등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전시, 공연 공간에 

대한 총체적 개념과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적용할 

Studio assignments deal with unique and 

prototypical large-scale interior problems. These 

include events, exhibitions, health and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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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수 있는 실제 대지, 기본건물 선정 후 Concept을 

설정하고, 공간을 계획하여, Presentation하는 일련

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심미적인 공간을 계획, 

창조,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facilities. Every attempt is made to simulate office 

working conditions with real sites and 

requirements. Programming and space planning 

are central issues in solving these design 

problems.

실무

(442)

문화제품디자인실무(1)(캡스톤디자인) Culture Product Design Project(1)(Capstone Design)

학생 개인이 제품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

로 하나의 시스템이나 그룹의 아이템을 선정하여 

사용자 중심의 사용성 조사와 시장 현황의 분석 

등의 리서치와 패키지 등의 모든 그래픽요소의 디

자인, 휴먼 인터페이스 등의 전 부분을 포함하여 

졸업 작품으로 진행한다. 교수는 조언자 역할을 수

행한다.

Students will focus on self-guided projects that go 

beyond the scope of a single object by considering 

systems or families of product whose design requires 

technological and user based research and analysis of 

manufacturing graphic packaging and marketing, as well 

as exploration of human interface and software issues. 

Instructors act as advisors in the study of individual.

전문

(361)

창업문화프로젝트(1)(캡스톤디자인) Start-up Culture Project(1)(Capstone Design)

실험적이고 독립적인 신규프로젝트기획 훈련을 위

한 과목으로 산업디자인의 방법과 소재를 활용하

여 공공환경물을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목이다.  통상적인 제품디자인이나 실내디자인 

보다 스케일이 큰 주제의 산업디자인으로 상위 개

념의 컨셉을 설정하고 경험하므로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디자인을 부여한다. 학생들은 과정을 통

해 공공 개념의 사용자와 동선 등의 공공환경적인 

이슈를 경험한다.

In this course, as an experimental and an independent 

new project planning exercise, students design and 

create mainly public environmental objects, by using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industrial design. Unlike the 

ordinary product or interior designs, this is an industrial 

design, with a larger scale theme, in which students 

have to decide and experience the concept of higher 

level, with more diverse and deeper design 

requirements.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meet the 

public environment issues, including the user as the 

public concept and  flow of traffic.

전문

(352)

문화실내디자인실무(2)(캡스톤디자인) Culture Interior Design Projet(2) (Capstone Design)

실내디자인 교육과정 동안에 습득한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 등을 통해서 사회에 Issue화 시킬 수 있

는 주제를 본인 스스로 선택하여 감성적, 기술적, 

합리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작품으

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패널 및 공간모델을 제작하여 전시한

다. 또한 ,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를 제작하여 졸업 후 일선 디자이너로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is required for all students in the final 

year of pursuing the curriculum for the Bachelor 

of Interior design part in industrial design degre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degree project 

advisor,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and completion of a fully articulated 

design proposal of their own choice within Korean 

traditional concept and proceeding panels and 

models for the final exhibition. In addition, portfolio 

for admission to postgraduate school or for 

employment will be produc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qualities to work as a first-line designer 

after graduation.

전문

(352)

문화제품디자인실무(2)(캡스톤디자인) Culture Product Design Project(2)(Capstone Design)

제품디자인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하는 졸업 작품의 

최종 Mock-up 단계를 기획하고 발전시켜 제작 전

시하며,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plan and develop the 

final mock-up of the graduation project which is the 

basis of product design project. Then, th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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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제작하여 졸업 후 일선 디자이너로서 업무를 감당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product will be exhibited. In addition, portfolio for 

admission to postgraduate school or for employment 

will be produc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qualities to work as a first-line designer after 

graduation.

전문

(361)

창업문화프로젝트(2)(캡스톤디자인) Start-up Culture Project(2)(Capstone Design)

창업문화프로젝트(1)을 연계하여 환경 또는 제품을 

디자인 하며 결과물을 목업과 판넬로 제작한다. 최

종 완성물은 졸업 작품전시회를 통해 전시하고, 취

업 및 창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제작한다.

Continuing from the Start-up Culture Project(1), 

students design an environment or a product, and 

then produce the result in the form of a mock-up 

or a panel. The final completed objects are 

exhibited in the graduation work gallery and 

produced as a portfolio for employment or start-ups.

전문

(433)

디자인창업과경영 Design Start-up & Management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디자인 경

영의 중요성과 방법을 학습한다. 다양한 고객의 요

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문화적 트랜드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만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론과 사례연구, 토

론을 통해 학습한다.

Students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methods of 

design manage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ducts or 

services. By studying theories and examples with 

discussions, students learn how to respond actively to the 

various demands of customers and the rapidly changing 

trends of the industry, society, and culture; they also 

learn how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nd increase 

the organization’s competitiv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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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학과 (Dept. of Physical Educ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현장실무형 경쟁력을 갖춘 미래 생활체육전문인

전공능력 스포츠리터러시·스포츠코칭·스포츠리더십

교육목표

◾ 지·덕·체를 겸비한 생활체육전문인 양성

◾ 구체적인 커리어로드맵을 바탕으로 설계된 교과과정 운영과 이를 통한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 강화

◾ 현장 수요 분석에 기반을 둔 이론·실기 통합 교육, 특성화 교육을 통한 현장실무능력 강화

◾ 체계적이고 친화적인 학생관리시스템 운영에 기반을 둔 교육만족도 증대

교육과정

◾ 체육과 관련한 직･간접적 교육활동을 구성하여 스포츠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편성

◾ 생활체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진로분야와 

연계된 현장실무 및 직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 체계적 교과교육과 더불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로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수여학위 체육학사(Bachelor of Physical Educ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스포츠교육지도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체육행정관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Mos Master, ITQ, NCS,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생활체육지도사

스포츠평생복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스포츠복지사,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산업경영 스포츠매니저,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과학 생활스포츠지도사, 스포츠심리상담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스포츠

리터러시

정의
체육학의 기초 학문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를 체험하고, 스포츠를 다양한 방식으
로 향유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능력

준거
◾ 체육학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있어 동기를 갖고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다.
◾ 스포츠를 수행하기 위한 신체적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스포츠코칭
정의

스포츠교육 현장에서 스포츠 지도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상별 수업 설계법, 학습
자 중심 교수-학습 방법, 교재 및 교구 활용법 등의 교수 능력

준거 ◾ 스포츠 지도 대상에 적합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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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스포츠리터러시 스포츠코칭 스포츠리더십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 학습자의 개인차를 존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 스포츠 복지의 관점에서 스포츠 지도 현장의 환경을 이해하고, 각 환경에 적합
한 지도를 실천할 수 있다.

스포츠

리더십

정의
스포츠 현장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내/외
부의 위기를 관리하고, 비전을 설정하며,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준거

◾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며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 스포츠 클럽(센터) 관리 및 지도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스포츠 수행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해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스포츠리터러시 스포츠코칭 스포츠리더십

스포츠교육지도 ◐ ● ◐

체육행정관리 ◐ ◐ ●

스포츠평생복지 ● ◐ ◐

스포츠산업경영 ◐ ◐ ●

스포츠과학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스포츠 코칭 지식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정책과 법

스포츠 내/외적 환경 분석

스포츠 이벤트 기획전략 수립

윤리의식

도전 정신

자기개발

실무

체육행정/관리 지식

스포츠 현장 지식

스포츠 카운슬링 지식

대상별 프로그램 설계/운영

 스포츠 클럽(센터) 운영/관리

 카운슬링 실무

스포츠 리더십

서비스 정신

합리적 의사소통

책임감

문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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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심화

스포츠 복지의 이해

생활체육현장 이해

스포츠 산업 현장 이해

스포츠 종목별 전술 및 전략 

수행

연령별 수준별 코칭

스포츠 외국어 활용 능력

헬스케어의 실제

창의력

타인 존중

공동체의식

페어플레이 정신

기초

체육학 기초학문 이해

스포츠 윤리

스포츠 종목별 

경기규칙 및 방법 이해

스포츠 종목별 기초기능 및 

기술 수행

스포츠 리터러시

스포츠맨십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스포츠

리터러시
스포츠코칭

스포츠

리더십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스포츠카운슬링 ◐ ◐ ● 4 4 2

생활스포츠실기지도 ◐ ● ◐ 4 4 2

생활스포츠현장실습(1) ◐ ◐ ● 2 6 2

생활스포츠현장실습(2) ◐ ◐ ● 2 6 2

스포츠리더감성코칭 ◐ ● ● 4 4 2

코칭역학실습 ◐ ● ◐ 3 5 2

실무

스포츠저널리즘과글쓰기 ◐ ◐ ● 3 5 2

스포츠행정의이해와실제 ◐ ◐ ● 3 5 2

유소년스포츠지도실습 ◐ ● ◐ 6 2 2

노인스포츠지도실습 ◐ ● ◐ 4 4 2

장애인스포츠지도실습 ◐ ● ◐ 4 4 2

골프(2) ◐ ◐ ● 2 6 2

운동기능해부학실습 ◐ ● ◐ 6 2 2

심화

스포츠문화의이해와체험 ● ◐ ◐ 5 3 2

스포츠저널리즘의이해 ● ◐ ● 4 4 2

스포츠윤리와법 ● ◐ ◐ 6 2 2

스포츠심리학 ◐ ◐ ● 5 3 2

생활체육론 ◐ ◐ ● 6 2 2

배드민턴 ◐ ● ◐ 3 5 2

스포츠교육학 ◐ ● ◐ 6 2 2

기능성헬스케어(1) ◐ ● ○ 3 5 2

건강라인댄스 ◐ ● ◐ 2 6 2

운동역학 ◐ ● ○ 6 2 2

레크리에이션 ◐ ● ◐ 6 2 2

평생스포츠복지 ◐ ◐ ● 6 2 2

기능성헬스케어(2) ◐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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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스포츠

리터러시
스포츠코칭

스포츠

리더십

지식
(K)

기술
(S)

태도
(A)

탁구(2) ◐ ● ○ 2 6 2

스포츠사회학 ◐ ◐ ● 6 2 2

스포츠산업경영학 ◐ ◐ ● 6 2 2

승마 ◐ ● ◐ 6 2 2

운동생리학 ◐ ● ○ 6 2 2

테니스 ◐ ● ◐ 2 6 2

구기스포츠(2) ◐ ◐ ● 2 6 2

기초

구기스포츠(1) ◐ ◐ ● 2 6 2

스포츠영어표현의실제 ● ● ◐ 4 4 2

탁구(1) ◐ ● ○ 2 6 2

뉴스포츠창의적체험활동 ● ◐ ◐ 2 6 2

스키 ◐ ● ○ 2 6 2

골프(1) ◐ ● ○ 2 6 2

매직테니스 ◐ ● ○ 2 6 2

체육인문사회탐구 ● ◐ ◐ 6 2 2

스포츠과학탐구 ●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스포츠 리터러시 스포츠코칭 스포츠리더십

스포츠교육지도

(T)

전문
생활스포츠실기지도
코칭역학실습

스포츠카운슬링
스포츠리더감성코칭

실무

유소년스포츠지도실습
노인스포츠지도실습
장애인스포츠지도실습
운동기능해부학실습

골프(2)

심화

스포츠문화의이해와체험
스포츠윤리와법
스포츠저널리즘의이해

운동역학[필]
스포츠교육학[필]
배드민턴
탁구(2)
승마
테니스
건강라인댄스

스포츠사회학[필]
스포츠심리학[필]
구기스포츠(2)

기초

체육인문사회탐구[초]
스포츠 과학 탐구[초]
뉴스포츠창의적체험활동
스포츠영어표현의실제

탁구(1)
스키
골프(1)
매직테니스

구기스포츠(1)

체육행정관리

(A)

전문
생활스포츠현장실습(1)
생활스포츠현장실습(2)

실무
스포츠행정의이해와실제
스포츠저널리즘과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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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스포츠 리터러시 스포츠코칭 스포츠리더십

골프(2)

심화

스포츠문화의이해와체험
스포츠윤리와법
스포츠저널리즘의이해

운동역학[필]
스포츠교육학[필]
배드민턴
탁구(2)
승마
테니스

스포츠사회학[필]
스포츠심리학[필]
구기스포츠(2)
생활체육론
평생스포츠복지

기초

체육인문사회탐구[초]
스포츠 과학 탐구[초]
뉴스포츠창의적체험활동
스포츠영어표현의실제

탁구(1)
스키
골프(1)
매직테니스

구기스포츠(1)

스포츠평생복지

(W)

전문

생활스포츠실기지도 스포츠카운슬링
생활스포츠현장실습(1)
생활스포츠현장실습(2)
스포츠리더감성코칭

실무
유소년스포츠지도실습
노인스포츠지도실습
장애인스포츠지도실습

골프(2)

심화

스포츠윤리와법 운동역학[필]
스포츠교육학[필]
배드민턴
탁구(2)
승마
테니스
건강라인댄스
기능성헬스케어(1)
기능성헬스케어(2)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사회학[필]
스포츠심리학[필]
구기스포츠(2)
평생스포츠복지

기초

체육인문사회탐구[초]
스포츠 과학 탐구[초]
뉴스포츠창의적체험활동

탁구(1)
스키
골프(1)
매직테니스

구기스포츠(1)

스포츠산업경영

(M)

전문
생활스포츠현장실습(1)
생활스포츠현장실습(2)

실무
골프(2)
스포츠저널리즘과글쓰기

심화

스포츠저널리즘의이해 운동역학[필]
스포츠교육학[필]
배드민턴
탁구(2)
승마
테니스

스포츠사회학[필]
스포츠심리학[필]
구기스포츠(2)
생활체육론
스포츠산업경영학

기초

체육인문사회탐구[초]
스포츠 과학 탐구[초]
뉴스포츠창의적체험활동
스포츠영어표현의실제

탁구(1)
스키
골프(1)
매직테니스

구기스포츠(1)

스포츠과학

(S)

전문 코칭역학실습

실무
운동기능해부학실습 골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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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스포츠 리터러시 스포츠코칭 스포츠리더십

심화

운동역학[필]
스포츠교육학[필]
배드민턴
탁구(2)
승마
테니스
기능성헬스케어(1)
기능성헬스케어(2)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필]
스포츠심리학[필]
구기스포츠(2)

기초

체육인문사회탐구[초]
스포츠 과학 탐구[초]
뉴스포츠창의적체험활동

탁구(1)
스키
골프(1)
매직테니스

구기스포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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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스포츠 코칭 실천

스포츠 복지 실천

생활스포츠 지도자 

직무 실천

전문

스포츠카운슬링(TW)
생활스포츠실기지도(TW)

생활스포츠현장실습(1)(AWM)
생활스포츠현장실습(2)(AWM)
스포츠리더감성코칭(TW)
코칭역학실습(TS)

체육행정/관리 실무

스포츠 지도/관리 실무 
실무

운동기능해부학실습(TS)
스포츠저널리즘과글
쓰기(AM)

유소년스포츠지도실습(TW)
노인스포츠지도실습(TW)
스포츠행정의이해와실제(A)

골프(2)(G)
장애인스포츠지도실습(TW)

체육학 이해

기본스포츠 수행 지식

스포츠 윤리 실천

심화

스포츠문화의이해와체
험(TA)
스포츠저널리즘의이
해(TAM)
스포츠윤리와법(TAW)

스포츠심리학(G)
배드민턴(G)
스포츠교육학(G)
기능성헬스케어(1)(WS)
건강라인댄스(TW)
생활체육론(AM)

운동역학(G)
탁구(2)(G)
스포츠사회학(G)
레크리에이션(W)
평생스포츠복지(AW)
기능성헬스케어(2)(WS)
스포츠산업경영학(M)

승마(G)
테니스(G)
구기스포츠(2)(G)
운동생리학(S)

체육학 기초

기초스포츠 수행 지식
기초

구기스포츠(1)(G)
뉴스포츠창의적체험활
동(G)
스키(G)
탁구(1)(G)
체육인문사회탐구(G)
스포츠과학탐구(G)
스포츠영어표현의실제(
TAM)

골프(1)(G)
매직테니스(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C)공통교과 (T)스포츠교육지도 (A)체육행정관리

(W)스포츠평생복지 (M)스포츠산업경영 (S)스포츠 과학 

비 
교 
과

▪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과정(생활, 유소년, 장애인, 노인, 전문)
▪ 스포츠 복지사 자격증 과정
▪ 스포츠 매니저 자격 취득 과정
▪ 스포츠 경영 관리사 자격 취득 과정
▪ 특강(면전, 직업, 취업, 자소사, 마케팅)
▪ OA 자격증 취득 과정
▪ 토익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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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24)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0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42) 이상

전필 12 2~4

전선
24 1~4

18 1~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을 대신하여 아래 해당사항 중 택 1

- 국가공인 체육지도자 자격증 1개 이상

- 체육·스포츠 전공분야 및 취업 희망분야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 대한체육회 주관 대회에서 단체 1위 또는 개인 3위 입상

- 토익 성적(400점 이상)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전필 12 + 전선 24)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5892 구기스포츠(1) Ball Sports(1) 2 2 기초 2 6 2
전선 15858 스포츠저널리즘의이해 Understanding of Sports Journalism 2 2 심화 4 4 2

전선 15857 스포츠윤리와법 Sport Ethics and Law 2 2 심화 6 2 2

기초 16043 체육인문사회탐구
Physical Education Humanity Society 
Exploration

3 3 기초 6 2 2

2

전선 15093 뉴스포츠창의적체험활동 Creative Activity with New-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2 2 기초 2 6 2

전선 15899 스키 Ski 2 2 기초 2 6 2

전선 15704 스포츠문화의이해와체험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in Sports 
Culture 2 2 심화 5 3 2

전선 15861 탁구(1) Table Tennis(1) 2 2 기초 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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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체육인문사회탐구 Physical Education Humanity Society Exploration

본 강의는 스포츠의 본질, 역사, 사회적ㆍ교육적 

가치를 스포츠의 다양한 인문ㆍ사회학 지식을 통

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목표를 둔다. 스

포츠의 본질과 변천 과정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This lecture aims at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essence, history, and social and 

educational values of sports through the various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knowledge of sports. 

전선 15856 스포츠영어 표현의 실제 Sport English the Reality of Expression 2 2 기초 4 4 2

기초 16014 스포츠과학탐구 Sports Science Exploration 3 3 기초 5 3 2

2

1

전필 05037 스포츠심리학 Sport Psych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15901 생활체육론 Principles of Sport & Leisure Science 2 2 심화 6 2 2

전선 13627 골프(1) Golf(1) 2 2 기초 2 6 2
전선 15895 배드민턴 Badminton 2 2 심화 3 5 2

2

전필 15871 스포츠교육학 Sport Pedagogy 3 3 심화 6 2 2
전선 14786 매직테니스 Magic Tennis 2 2 기초 2 6 2

전선 14528 운동기능해부학실습 Structural Kinesiology 3 3 실무 6 2 2
전선 15893 기능성헬스케어(1) Functional Healthcare(1) 2 2 심화 3 5 2

전선 15863 건강라인댄스 Health Line Dance 2 2 심화 2 6 2

전선 15706 스포츠저널리즘과글쓰기 Sports Journalism and Writing 2 2 실무 3 5 2

3

1

전필 05042 운동역학 Sport Biomechanics 3 3 심화 6 2 2

전선 15900 유소년스포츠지도실습 Youth Sports Guidance Practice 2 2 실무 4 4 2

전선 15870 평생스포츠복지 Lifetime Sport Welfare 2 2 심화 6 2 2

전선 15894 기능성헬스케어(2) Functional Healthcare(2) 2 2 심화 3 5 2

전선 15862 탁구(2) Table Tennis(2) 2 2 심화 2 6 2
전선 15865 노인스포츠지도실습 Sport Guiding Practice for The Elderly 2 2 실무 4 4 2

2

전필 07804 스포츠사회학 Sociology of Sport 3 3 심화 6 2 2

전선 15902 스포츠산업경영학 Sport Industry Management 2 2 심화 6 2 2

전선 15873 스포츠카운슬링 Sport Counseling 2 2 전문 4 4 2

전선 15896 생활스포츠실기지도 Practical Instruction for Life Sports 3 3 전문 4 4 2

전선 15704 스포츠행정의이해와실제 Understanding actually of Sports 
Administration 2 2 실무 3 5 2

전선 15855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2 2 심화 6 2 2

4

1

전선 15897 생활스포츠현장실습(1) Field Internship(1) 3 3 전문 2 6 2

전선 05044 승마 Horse Riding 2 2 심화 6 2 2

전선 11119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3 3 심화 6 2 2

전선 11122 테니스 Tennis 2 2 심화 2 6 2

전선 15872 스포츠리더감성코칭 Sport Leader Emotional Coach 2 2 전문 4 4 2

2

전선 15898 생활스포츠현장실습(2) Field Internship(2) 3 3 전문 2 6 2

전선 11130 골프(2) Golf(2) 2 2 실무 2 6 2
전선 15705 코칭역학실습 Coaching Biomechanics 3 3 전문 3 5 2

전선 15860 장애인스포츠지도실습 Sport Guiding Practice for the Disabled 2 2 실무 4 4 2
전선 15864 구기스포츠(2) Ball Sports(2) 2 2 심화 2 6 2

논문 05139 논문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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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스포츠를 통찰력 있게 탐구하고, 스포츠 수행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실생활과 관련하여 흥미

롭게 접하고, 학교, 지역 사회, 국내ㆍ외 등에서 행

해지고 있는 스포츠 교육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한다.

Explore current and future sports with insight 

through the nature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sports, encounter social phenomena that appear in 

sports performance interestingly in relation to real 

life, and learn to develop a comprehensive view 

of sports education activities being conducted in 

schools, communities, at home and abroad.

기초
(532)

스포츠과학탐구 Sports Science Exploration

본 강의는 운동 수행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

포츠 경기의 과정이나 방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

고 적용함으로써 스포츠 경기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스포츠 경기를 과학적

으로 탐구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목표

를 둔다.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며 다양한 종목을 

수행하고, 실제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을 과

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한다.

This class aims to develop the ability to 

efficiently carry out a sporting event by 

scientifically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processes or methods of a sporting event to 

perform or improve its performance, and to 

develop the ability to scientifically explore and 

analyze a sporting event. Apply scientific 

principles, carry out various events, and perform 

learning activities that scientifically analyze and 

interpret the phenomena occurring in actual 

sports situation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스포츠심리학 Sport Psychology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하고 예

언하며, 통제하는 과학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을 달

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의 원리와 기술을 제공하

려는 학문이다. 연구영역은 성격, 동기, 불안 등 개

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과 집단응집, 리더십, 사회

적 촉진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스포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려 경기력

의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심리

학자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제공한다.

The science of analyzing, understanding, 

prophesying and controlling human behavior in 

sports scenes is the study of providing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effective ways to 

achieve the purpose of sports. Research areas 

examine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individuals, 

such as personality, motivation and anxiety, and 

existing studies of social factors surrounding 

individuals, such as collective cohesion, leadership 

and social promotion, and provide basic skills as 

psychologists who explore and develop ways to 

maximize performance to explore how these 

factors affect sports behavior.

심화
(622)

스포츠교육학 Sport Pedagogy

스포츠 교육 현장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올바른 스

포츠 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역량 함양을 목표

로 하는 교과이다. 스포츠 교육 정책과 제도, 스포

It is a subject that explores the field of sports 

education and aims to develop the necessary 

capabilities for the right practice of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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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츠 교육 참여자 이해, 교육과정 설계 및 실천 역

량,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스포츠 교육자의 전

문적 성장과 관련한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education.

심화
(622)

운동역학 Sport Biomechanics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역학적 요인의 기본 개념

을 강의와 실험을 통해 이해한다. 특히 그 요인들

과 운동과의 관계를 동작의 효율성 및 안전성 증

진의 관점에서 다룬다. 인체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요인은 크게 인체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 인체의 

물리적 특성과 운동, 인체에 작용하는 힘의 조절로 

구분하고 그 모든 요인을 인체 동작의 역학적 법

칙으로 통합한다.

The fundamental concepts of variables involved in 

human movement will be presented through 

lectures and laboratory sessions. Those variables 

will b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efficiency 

and safety aspects of human movement.

The contents include anatomy and structure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of human body and its 

functions, the control of the forces applied during 

movement, and the body motion produced due to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nstrains will be 

interpreted as part of the law of motion.

심화
(622)

스포츠사회학 Sociology of Sport

본 교과목은 게임현상 및 제도화된 게임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제도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한다. 또한, 사회참여형태로서의 스

포츠를 이해하며, 사회현상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will be required to understand the 

notion of sports as a organized game and game 

phenomenon. Also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notion of sports as social 

phenomeno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62)

구기스포츠(1) Ball Sport(1)

영역형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 이해, 경기 감상 등

의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 문화를 체득하고, 기본 

기능을 습득, 전략 및 전술, 경기 방법 및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수행력과 페

어플레이 정신을 갖추는데 목적을 둔다.

Participate in activities such as understanding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erritorial sports, 

appreciation of the games, etc. and acquire the 

sports culture, and aim to have outstanding 

performance and fair play spirit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applying basic functions, 

strategies and tactics, competition methods and 

rules.

심화
(442)

스포츠저널리즘의이해 Understanding of Sports Journalism

이 수업에서는 건강한 가치관과 효과적인 글쓰기 

기술을 가진 스포츠 저널리스트를 배양하고자 합

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담

This course is aimed to nurture sports journalists 

with sound values and strong writing skills. It 

covers various social discourse regarding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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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론을 공부하고, 자신의 소신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수업은 크게 모범 사례 분

석, 학생들의 글쓰기,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됩니

다. 

and trains students to write convincing articles 

containing self-conviction. In class, students are to 

analyze diverse examples, write short essays, and 

discuss the works. 

심화
(622)

스포츠윤리와법 Sport Ethics and Law

건전한 스포츠 문화 실천을 위해 스포츠를 행하며 

지켜야 하는 윤리와 법을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탐색한다. 또한 스포츠 윤리와 법의 핵심 

개념을 평소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목적을 둔다.

To conduct sports for sound sports culture 

practice and explore the ethics and laws that 

must be followed based on theory and various 

cases. It also aims to ensure that the core 

concepts of sports ethics and law can be 

practiced in one's life.

기초
(262)

뉴스포츠창의적체험활동
Creative Activity with New-sport and Physical 

Education

본 교과목은 예비 생활체육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적 소질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포츠 전공

교과목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육 및 

스포츠 앎을 적극성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체육인재 양성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

해 체육과과정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다양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전공영역체험활동, 전공봉사 

및 재능기부활동, 전공진로모색활동, 전공자격증 

취득활동 등을 통해 체육학도로서의 삶에 필요한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This course aims to discover and develop personal 

qualities and potentials to be used as preliminary 

sports instructors and specialists, to creatively 

experience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awareness through creative experiences using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major, And to 

contribute to fostering future-oriented sports 

talent that has personality. For this purpose, 

various curriculum and out-of-curricular activities 

complementary to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uch as major field experience activities, 

autonomous new sports selection activities, major 

service and talent donation.

기초
(262)

스키 Ski

스키의 역사와 용구와 용품, 스키지식, 스키기술로

서 미끄러지기, 돌기, 체중이동, 리프트를 이용한 

장거리 활주를 배운다.

This course learn the history of skiing in general 

through this subject.

Also learn skiing equipment, knowledge of skiing, 

and skills in skiing (sliding, turning, weight shift, 

and long-distance skating using lifts).

심화
(532)

스포츠문화의이해와체험 Understanding and Experiences in Sport Culture

본 교과목은 스포츠 현상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최신 경향들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스포츠문화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증진에 기

여하고자 개설된 과목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sport culture by introducing 

recent research and theory about diverse field of 

sports phenomenon.

기초
(262)

탁구(1) Table Tennis(1)

본 교과목은 탁구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탁구 In this subject, we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705

문화융합대학 - 생활체육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의 기초기술을 배운다. 기본적인 그립, 자세, 스윙 

방법을 습득하여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탁구의 매너, 경기방법, 경기규칙을 이

해하여 장래 스스로 탁구를 즐기고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and values of table tennis and learn the basic 

skills of table tennis. To acquire basic grip, 

posture, and swing methods to gain skills, and to 

understand table tennis manners, competition 

methods, and rules of competition so that they 

have basic qualities to enjoy table tennis on their 

own in the future and enhance their functions.

기초
(442)

스포츠영어표현의실제 Sport English the Reality of Expression

스포츠 전공자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 영어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은 둔 교과이다. 대부분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스포츠 종목의 명칭, 스포츠 

용어를 이해하고, 스포츠 경기 상황을 영어로 표현

하고, 스포츠 관련 글을 독해하며 스포츠와 관련된 

지식의 폭을 넓힌다.

The aim is to understand and utilize sports 

English expressions that sports majors should 

know. understand the name of the sports event, 

the sports term, which is mostly expressed in 

English, express the sports competition situation in 

English, read sports-related writings and broaden 

the scope of knowledge related to sports.

심화
(622)

생활체육론 Principles of Sport & Leisure Science

체육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고 그

에 따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수립

하여 미래의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Understand the concept, object, objectives, 

needless, skills of community sports and roles in 

the modern society and study a related factors 

and areas of activity and prospects by observing 

the present educational content, method and 

evaluation.

기초
(262)

골프(1) Golf(1)

골프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골프의 기초기술

을 배운다. 학습 환경의 여건 상 아이언 샷을 통해 

기본적인 그립, 자세, 어드레스, 스윙 방법을 습득

하여 다른 클럽의 사용과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골프의 매너, 경기방법, 경기규

칙을 이해하여 장래 스스로 골프를 즐기고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skills for golf is 

going to be practiced here. Du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iron club will be 

used to teach the needed skills such as address, 

grip, swing, etc. The manners required in the 

sport, rules and regulation, and the way the game 

is played will be taught. The class is to enable 

the student to be able to enjoy golf on his or her 

own in the future.

심화
(352)

배드민턴 Badminton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경기를 위한 전술 등을 학

습하여 보다 숙달된 기술과 지도법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The basic and advanced skills will be covered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be 

able to perform the different skills such as 

forehand stroke, backhand stroke and overhead 

stroke. Skills for receiving and serving, also the 

skills required to instruct will also be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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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62)

매직테니스 Magic Tennis

본 교과목은 매직 테니스 키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테니스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

설된 과목이다.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테니스 라켓과 

공에 친숙해지고 여러 기초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ennis skills by practicing 

tennis kits. This course make students to be 

accustomed to tennis racket and ball and learn 

diverse skills.

실무
(622)

운동기능해부학실습 Structural Kinesiology

인체는 골격(skeleton)을 이루어 인체 지주로서 역

할을 하여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영양물질이나 대사산물의 

분산매질(media) 기능도 한다.

The organization of the human body is very 

complicated. The bony are leading of body that is 

protect internal organs.

심화
(352)

기능성헬스케어(1) Functional Health Care(1)

‘기능성헬스케어(1)’ 수업은 신체의 발달(근육량 

증가)보다는 일상생활과 취미생활, 스포츠 생활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 및 위험에도 즉각적

으로 할 수 있는 신경계의 발달과 균형감각을 발

달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이다. 역학적인 이론과 실

전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

이고, 스포츠를 즐길 때 부상을 예방하고 방지하도

록 할 수 있다.

‘Functional health care(1)’ classes are training 

that can develop the development and sense of 

balance of the nervous system that can prevent 

injury in everyday life, hobby life and sports life, 

and respond immediately to injury and danger, 

rather than physical development (increase muscle 

mass). Being able to exercise joyfully in 

epidemiological theory and practice is one of its 

greatest strengths, and it can be made to prevent 

and prevent injuries when enjoying sports.

심화
(262)

건강라인댄스 Health Line Dance

리듬감을 익히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사회화, 배

려와 매너에 대해 숙지한다. 댄스스포츠를 이해하

고, 파트너와 함께 스텝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춤을 통하여 자신의 아름다움과 감정을 표출해 내

며 나를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건강

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소통과 이성간의 대화를 수월하게 진행

하고자 한다. 조별학습을 통해  컴피티션 출전을 

통해 집단갈등유도를 통한 집단이기주의 해결방안

모색 및 융복합적인 사회화에 기여한다.

Familiarize oneself with the sense of rhythm, 

respect for others, socialize, care and manners. I 

can understand dance sports and express my steps 

accurately with my partner. Through dancing, you 

can express your beauty and feelings, understand 

me and understand your opponen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ports activities to maintain a 

healthy life. We want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opposite sex. Through 

group study, through participation in composition, 

the group self-interest resolution through 

collective conflict inducement is sought and 

combined socialization is contributed.

실무
(352)

스포츠저널리즘과글쓰기 Sport Journalism and Writing

이 수업에서는 건강한 가치관과 효과적인 글쓰기 

기술을 가진 스포츠 저널리스트를 배양하고자 합

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담

론을 공부하고, 자신의 소신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This course is aimed to nurture sports journalists 

with sound values and strong writing skills. 

It covers various social discourse regarding sports 

and trains students to write convincing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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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수업은 크게 모범 사례 분

석, 학생들의 글쓰기,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됩니

다. 

어떤 메시지가 가장 강한지 직접 겨뤄보고,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파급력 있는지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한 학기 과정 속에서 수강생 전원은 스

포츠 저널리스트로 입문하게 됩니다. 

containing self-conviction. 

In class, students are to analyze diverse examples, 

write short essays, and discuss the works. In this 

process, students will find compelling messages 

and effective writing patterns. Each and every 

member can expect to start their career as the 

sports journalist within this course.

전문
(442)

유소년스포츠지도실습 Youth Sport Guidance Practice

유소년스포츠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측면

에서 그에 대하여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학습

하여 유소년스포츠의 활성화 및 전문 지도자로써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한다.

Activation of youth sports and professional leaders 

as youth sport is evolving day by day in terms of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systematically against 

him can become so.

심화
(622)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삶의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풀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하여 함께 모여 

놀거나 운동을 즐기며 이때, 동아리와 같은 공동체

의 형태로 소속이 된다. 그러나 특별한 노력을 기

울이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단결을 독려하기 어렵

다. 그래서 이수업에서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단결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활동과 교육을 한다.

As the standard of living increases, many people 

gather together or enjoy sports to relieve fatigue 

and gain vitality in life, and then become a 

member of a community like a club. But it is 

hard to encourage unity in the community if no 

special efforts are made. So, in this class, 

activities and education are conducted to pursue 

the unity and community awareness development 

of community members as leaders or leaders of 

the community.

심화
(622)

평생스포츠복지 Lifetime Sport Welfare

노인인구의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복지정책이 활발해 지고 있는 요즘, 앞으로 

스포츠와 복지가 함께 가야하는 시대로서 스포츠

복지사로서 지식과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다.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interest in health and the government's 

welfare policies are becoming more active, the goal 

is to equip themselves with knowledge and 

qualifications as sports welfare workers in the 

future as an era where sports and welfare must go 

together.

심화
(352)

기능성헬스케어(2) Functional Health Care(2)

스포츠 지도자가 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트레이닝의 방법과 원리를 이

해한다. 특히 운동 종목별, 연령별, 신체 특성별로 

체력 수준을 진단하고 신체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개

발한다.

understand the methods and principles of various 

training to improve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to become a sports leader. In particular, the 

ability to plan and draw up programs that can 

diagnose physical fitness levels and increase 

physical abilities by sports, age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is developed.

심화
(262)

탁구(2) Table Tennis(2)

탁구 실기 지도자의 입장에서 학습할 것을 강조하 The aim is to emphasize learning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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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기본 기술과 경쟁 전략의 원칙과 이유

를 이해하며, 에티켓과 인간관계를 다루어 경기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osition of table tennis leader,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reasons of various basic skills and 

competition strategie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game by dealing with etiquette and human

심화
(622)

스포츠산업경영학 Sport Industry Management

인간성 향상과 풍요한 커뮤니티 공간의 창출에 이

바지하는 스포츠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

휘하기 위한 관련 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관련된 

이론을 탐구한다. 즉 스포츠 사업 조직체(학교, 공

공기관, 사회체육단체, 스포츠 센터 등)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그 경영체가 행하는 활동을 경영 

활동으로 인식하여 스포츠 사업을 계획, 조직, 통

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연구한다.

The potential that sports have economically will 

be studied logically as every aspect of the 

community will be viewed economically. Any 

sports organization (schools, public facilities, sports 

center etc.) will be analyzed as an administration. 

The organizing, analyzing, and managing of a 

athletic organization will be discussed.

전문
(442)

스포츠카운슬링 Sport Counseling

일반인의 건강, 체력, 웰빙 그리고 복지와 관련하

여 스포츠 및 운동 행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이를 

유지 및 지속시킬 수 있는 상담 전략을 알아보며, 

실제 스포츠와 운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운다. 또한 전문 운동선수에게 나타나는 다

양한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심리 상담과 치료방법 및 코칭전략을 모색하여 

전문 스포츠 카운슬러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Identify the consultation strategies that can 

enhance, maintain and sustain participation in 

sports and athletic activities in relation to the 

health, physical strength, well-being and 

well-being of the general public, and develop the 

ability to use them in real sports and in the field 

of It also aims to develop professional sports 

counselor skills by understanding the various 

psychological problems that appear in professional 

athletes and seeking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eatment methods and coaching strategies to 

overcome them.

전문
(442)

생활스포츠실기지도 Practical Instruction for Life Sports

체육전공 실기의 지식 습득과 전공 기술 역량발휘

에 의의를 두고 체육활동에 수반되는 실기기술을 

전반적으로 하며 이에 실기 기술의 향상을 위한 

훈련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한다.

The medical institution provides education on 

training methods and programs for improvement 

of practical skills by comprehensively performing 

practical skills that are involved in sports 

activities, with the intention of acquiring 

knowledge of sports major skills and promoting 

technical competence in majors.

실무
(352)

스포츠행정의이해와실제 Understanding Actually of Sport Administration

스포츠행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포츠 행정 과정 

및 조직을 학습하며, 외국의 행정 실태를 살펴본

다. 또한 체육관련 법령집 및 체육관리 지침을 이

해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체육행정행위 이론

을 학습하여 스포츠 정책 입안에 따르는 리더십 

문제와 조직간 문제를 분석하여 스포츠 행정가의 

자질을 함양한다.

Understand the concept of sports Administration, 

and learn the process and organization of sports 

Administration, and look into the realities of 

Foreign Sports Ad. Also understand the complete 

collec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Physical 

Education and management guide. And learn the 

process of decision and policy and the the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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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administration, and cultivate the sports 

official measuring to analyze the leadership as 

setting up a plan of sport policy and the problem 

among the organizations.

실무
(442)

노인스포츠지도실습 Sports Guiding Practice for the Elderly

노인체육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스포츠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방법을 학

습하는데 목적을 둔다. 노인 운동 프로그램 설계 

요소,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설계, 효과적 지도법

을 학습한다.

To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of old-age 

physical education, and to learn how to design 

and operate sports programs for the elderly. 

Learn the design elements of the elderly exercise 

program, the design of the exercise program by 

disease, and effective guidance methods.

전문
(262)

생활스포츠현장실습(1) Field Internship(1)

스포츠와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분

석과 체육학에 관한 제 이론을 그 기원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와 현재의 스포츠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로서의 학문적 특성을 연구하

는데 목적을 두고 강의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get metal health by 

understanding the objects affirmatively and by 

consideration, and get physical health by 

practicing fundamental movements on yoga 

techniques.

심화
(622)

승마 Horse Riding

현장에서 말과 친숙해지는 방법, 말의 손질법, 안

장과 도구 사용법, 평보에서 속보까지 고급 테크닉 

설명, 용어해설, 승마 규칙을 학습한다.

From site with end the method which comes to 

be familiar, the handling law, saddle and tool 

direction for use end, until quick time high-class 

technic explanation and terminology it explains, it 

studies a horseback riding rule from criticism step.

심화622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이 교과목에서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에너지

학, 운동 시 대사 작용, 운동 중 내분비계의 기능

을 말하며 신체운동과 신체, 특히 운동과 스포츠 

활동 때의 신체의 작용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이다.

This course provides biological control system, 

bioenergetics, metabolism, endocrine system 

function, techniques measurement of work.

심화
(262)

테니스 Tennis

테니스의 기초 기술 그립, 준비자세, 그라운드 스

트록, 볼리, 스매쉬, 서브 동작을 익힌다. 기초 기

술 학습 후에 경기 기술을 복식 경기 위주로 익힌

다.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차후 테니스 실기 지

도자의 입장에서 학습할 것을 강조하고, 각종 기초 

기술 및 경기 전략의 원리와 이유를 이해한다. 경

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에티켓과 인간관계를 다룬

다.

Physical activity class. Designed to develop tennis 

skills including, the grip, ready posture, ground 

stroke, volley, smash, and serve. Practice the 

tactics for doubles game.

Emphasizes the principles and reasoning of 

various basic skills and game tactics. Addresses 

tennis etiquette between teammates and 

opponents improving huma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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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442)

스포츠리더감성코칭 Sports Leader Emotional Coaching

본 교과목은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론 및 최신 경

향들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스포츠지도자로서 총체

적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설된 과목이다.

This subject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overall understanding as sports leaders by 

introducing theories and latest trends in the field 

of sports.

전문
(262)

생활스포츠현장실습(2) Field Internship(2)

스포츠와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분

석과 체육학에 관한 제 이론을 그 기원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와 현재의 스포츠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로서의 학문적 특성을 연구하

는데 목적을 두고 강의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get metal health by 

understanding the objects affirmatively and by 

consideration, and get physical health by 

practicing fundamental movements on yoga 

techniques.

실무
(262)

골프(2) Golf(2)

골프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골프의 기초기술

을 배운다. 학습 환경의 여건 상 아이언 샷을 통해 

기본적인 그립, 자세, 어드레스, 스윙 방법을 습득

하여 다른 클럽의 사용과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골프의 매너, 경기방법, 경기규

칙을 이해하여 장래 스스로 골프를 즐기고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skills for golf is 

going to be practiced here. Du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iron club will be 

used to teach the needed skills such as address, 

grip, swing, etc. The manners required in the 

sport, rules and regulation, and the way the game 

is played will be taught. The class is to enable 

the student to be able to enjoy golf on his or her 

own in the future.

전문
(352)

코칭역학실습 Coaching Biomechanics

본 교과목은 운동역학적 이론 지식을 학생들이 실

질적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운동 역학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증진에 기

여하고자 개설된 과목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sport biomechanics by 

practicing many kind of sports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실무
(442)

장애인스포츠지도실습 Sport Guiding Practice for the Disabled

스포츠와 장애에 관한 폭넓은 시각을 이해하고, 장

애인 스포츠 지도를 위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는데 

목적을 둔다. 장애의 관점, 장애인 스포츠 종류, 스

포츠 장비, 장애인 스포츠에서의 논쟁, 장애인 스

포츠의 미래와 관련한 지식을 제공하고 탐색한다.

To understand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on 

sports and disabilities, and to learn basic 

knowledge for sports guidance for the disabled. 

To provide and explore the viewpoints of 

disability, the kinds of sports for the disabled, 

sports equipment, arguments in sports for the 

disabled, and knowledge concerning the future of 

sports for the disabled.

심화
(262)

구기스포츠(2) Ball Sport(2)

네트형 스포츠 및 변형 구기 스포츠의 역사와 특 Participate in activities such as understanding the 



711

문화융합대학 - 생활체육학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성 이해, 경기 감상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 

문화를 체득하고, 기본 기능 습득, 전략 및 전술, 

경기 방법 및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예절을 실천하고 탁월한 수행력과 창의력

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net-type sports and 

modified ball sports, and appreciating games, and 

acquire sports culture, practice sports etiquette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applying basic 

functions, strategies and tactics, competition 

methods and rules, and cultivate outstanding 

performance and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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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학과 (Dept. of Smart media)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인간중심의 정보사회 구현에 공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IoT 융합인재 

전공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 소통 및 공감 능력 · 현장 실무능력

교육목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과 다양한 미디어 실무 기술의 이해 및 융합교육을 통하

여 실용적인 융합인재를 양성하며,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해 미래 기술 수요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실무지향형 응용기술과 PBL 기반의 교육을 바탕으로 사물 인터넷(IoT)과 스마트 미디어 관련 

분야의 실용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코딩기초, 영상기초 등의 기초과목과 IoT 프로그래밍, IoT 

네트워크 및 응용, 스마트폰 앱 개발, 웹 프로그래밍, IoT 융합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분석, 클

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등의 응용 과목과 해커톤, 현장체험 I, 현장체험 II등의 몰입형 프로젝

트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적인 융합교육과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공교육 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취업진로 설계를 위한 협약기업과 연계교육 과정 운영

◾다양한 국가사업 참여(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주관학과, LINC+, 산학커플링)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Superstar College 농생명 ICT 융합전공 운영 

수여학위 스마트미디어학사(Bachelor of SmartMedia)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IoT플랫폼시스템개발자 정보처리기사, 리눅스마스터, IoT지식능력검정 등

DB, AI 개발자, 데이터개발자 정보처리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SQLP, SQLD 등

스마트앱 개발자 정보처리기사, 모바일앱개발전문가, 스마트앱마스터(SAM) 등

디지털미디어개발자 정보처리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정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창의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는 능력 

준거
◾개인의 관찰력을 통해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춘다.

소통 및 공감 

능력

정의 프로젝트 업무 진행시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다른 구성원의 입장을 존중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능력을 갖춘다.
◾클라이언트와 의논 시 완만하게 의견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현장 실무능력

정의 현장에서 활용될 실무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준거
◾논리적인 문제적 해결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다.
◾문제점을 파악하여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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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현장 실무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및 공감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현장 실무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및 공감 능력

IoT플랫폼

시스템개발자
◐ ● ○

DB, AI 개발자, 
데이터개발자

● ◐ ○

스마트앱 개발자 ◐ ● ○

디지털미디어

개발자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프로젝트 관리지식

문제해결 및 새로운 앱 

개발기술

실제 프로젝트 진행 시 

의사소통능력

실무 실무 활용될 기반 실무 지식
실무비즈니스로직분석

실무문제해결력

실무 및 카운터파트와 의 

의사소통 태도 및 문제해결태도

심화
프로그래밍 지식기반 

ICT기술에 대한 지식

문제해결방법론 습득

소프트웨어 개발기술

팀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기초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지식
창의적 사고

소프트웨어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위한 진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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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 

실무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및 

공감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IoT보안실무 ● ● ● 2 5 3

IoT융합서비스개발 ○ ● ◐ 3 5 2

IoT응용설계프로젝트 ● ◐ ○ 2 5 3

서비스실행캡스톤디자인 ● ◐ ◐ 2 5 3

취업포트폴리오 ◐ ○ ● 2 4 4

기업주도형캡스톤디자인 ● ◐ ○ 2 6 2

실무

IoT프로그래밍 ◐ ● ○ 3 4 3

IoT플랫폼 ○ ● ● 2 6 2

IoT네트워크 및 응용 ● ● ○ 3 5 2

IoT표준과 오픈소스 ● ◐ ○ 2 6 2

스마트콘텐츠창업 ◐ ◐ ● 3 6 1

소프트웨어공학 ◐ ◐ ● 5 3 2

클라우드컴퓨팅 ◐ ● ○ 3 4 3

빅데이터분석 ● ● ○ 3 4 3

해커톤(2) ● ● ● 2 2 6

심화

데이터베이스 ○ ◐ ○ 4 4 2

리눅스프로그래밍 ● ○ ◐ 2 6 2

웹프로그래밍 ● ◐ ◐ 4 4 2

스마트폰앱개발 ◐ ● ◐ 3 4 3

컴퓨터네트워크 ○ ◐ ○ 5 3 2

서비스기획어드벤처디자인 ◐ ◐ ◐ 4 4 2

빅데이터기초 ◐ ◐ ○ 4 4 2

머신러닝 ◐ ● ○ 4 4 2

기초

비저닝캠프 ○ ○ ● 0 0 10

코딩기초 ● ◐ ○ 4 4 2

영상기초 ◐ ◐ ● 3 5 2

해커톤(1)어드벤처디자인 ● ◐ ◐ 2 3 5

자바프로그래밍 ● ◐ ○ 4 4 2

자료구조와알고리즘 ○ ● ◐ 3 6 1

센서어플리케이션 ◐ ◐ ◐ 2 7 1

서비스러닝 ○ ◐ ● 3 5 2

문화산업의이해 ◐ ● ◐ 3 5 2

프로그래밍의이해 ◐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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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 실무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및 공감 능력

IoT플랫폼

시스템

개발자

(I)

전문
서비스실행캡스톤디자인
기업주도형캡스톤디자인
IoT보안실무

IoT융합서비스개발 취업포트폴리오

실무

IoT네트워크및응용
IoT표준과오픈소스

해커톤(2)[필]
클라우드컴퓨팅
IoT프로그래밍
IoT플랫폼

소프트웨어공학
스마트콘텐츠창업

심화

웹프로그래밍
리눅스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네트워크
스마트폰앱개발
머신러닝

서비스기획어드벤처디자인[필]

기초

해커톤(1)어드벤처디자인[필]
자바프로그래밍
코딩기초

문화산업의이해[초]
프로그래밍의이해[초]
자료구조와알고리즘

비저닝캠프[필]
서비스러닝

DB, AI 

개발자

빅데이터

개발자

(D)

전문
서비스실행캡스톤디자인
기업주도형캡스톤디자인
IoT응용설계프로젝트

취업포트폴리오

실무 빅데이터분석
해커톤(2)[필]
클라우드컴퓨팅

소프트웨어공학
스마트콘텐츠창업

심화

리눅스프로그래밍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기초
컴퓨터네트워크

서비스기획어드벤처디자인[필]

기초

해커톤(1)어드벤처디자인[필]
자바프로그래밍
코딩기초

문화산업의이해[초]
프로그래밍의이해[초]
자료구조와알고리즘

비저닝캠프[필]
서비스러닝

스마트앱 

개발자

(S)

전문
서비스실행캡스톤디자인
기업주도형캡스톤디자인

취업포트폴리오

실무
IoT네트워크및응용
IoT표준과오픈소스

해커톤(2)[필]
클라우드컴퓨팅

소프트웨어공학
스마트콘텐츠창업

심화

웹프로그래밍
리눅스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스마트폰앱개발
컴퓨터네트워크

서비스기획어드벤처디자인[필]

기초

해커톤(1)어드벤처디자인[필]
자바프로그래밍
코딩기초

문화산업의이해[초]
프로그래밍의이해[초]
자료구조와알고리즘

비저닝캠프[필]
센서어플리케이션
서비스러닝

디지털

미디어

개발자

(M)

전문
서비스실행캡스톤디자인
기업주도형캡스톤디자인

취업포트폴리오

실무
해커톤(2)[필]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콘텐츠창업
소프트웨어공학

심화 웹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기획어드벤처디자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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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프로젝트 어플 개발
프로젝트 관리지식

문제해결 능력
기획 및 전략

프로젝트 수행 능력

전문

IoT보안실무(I)
IoT응용설계프로젝트(D)
IoT융합서비스개발(I)
서비스실행캡스톤디자인(G)
취업포트폴리오(G)
기업주도형캡스톤디자인(G)

실무 기반 지식 습득
비즈니스 직분석 능력

실무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태도

실무

IoT프로그래밍(I)
스마트콘텐츠창업(G)
IoT플랫폼(I)
소프트웨어공학(G)
IoT네트워크및응용(IS)
IoT표준과오픈소스(IS)
클라우드컴퓨팅(G)
빅데이터분석(D)
해커톤(2)(G)

프로그래밍 지식
ICT 기반 기술 지식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문제해결방법론 습득

심화

데이터베이스(G)
리눅스프로그래밍(G)
웹프로그래밍(ISM)
스마트폰앱개발(ISM)
컴퓨터네트워크(G)
서비스기획어드벤처
디자인(G)

빅데이터기초(D) 머신러닝(G)

스마트미디어의 이해
소프트웨어 이해
창의적 사고 능력

기초

코딩기초(G)
영상기초(M)
비저닝캠프(G)
해커톤(1)어드벤처
디자인(G)
문화산업의이해(G)
프로그래밍의이해(G)

자바프로그래밍(G)
자료구조와알고리즘(G)
센서어플리케이션(S)
서비스러닝(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심화과정 트랙구분: (G)공통교과 (I)IoT플랫폼시스템개발자 (D)DB, AI개발자, 빅데이터개발자 (S)스마트앱개발자 

(M)디지털미디어개발자

비 
교 
과

▪Level Up System
▪허니컴 학습조직

▪JAVA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습
▪앱 제작 기초실습
▪Level Up System
▪허니컴 학습조직

▪티브로드 대학 영상단
▪센서 모듈기반 IoT
  프로그래밍
▪Level Up System
▪허니컴 학습조직

▪Level Up System
▪허니컴 학습조직

진로분야 직무
수준 현장 실무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및 공감 능력

리눅스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스마트폰앱개발
컴퓨터네트워크

기초

해커톤(1)어드벤처디자인[필]
자바프로그래밍
코딩기초

문화산업의이해[초]
프로그래밍의이해[초]
자료구조와알고리즘

비저닝캠프[필]
서비스러닝
영상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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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3학점(기초 6 + 전필 4 + 전선 33)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7학점(기초 6 + 전필 4 + 전선 57) 이상
 - 현장실습 (학기제/계절제) 파견 시 전공 학점 인정

전필 4 1~4

전선
33 2~4
24 2~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자격은 아래 중 택 1
    - 졸업작품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졸업 이수학점 130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초 6 + 전필 4 + 전선 33 + 논문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초 6 + 전필 4 + 전선 33 + 논문

부전공 공통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21학점

■ 융합전공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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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국내현장실습 이수 시 융합전공 신설학점으로 학점 인정 가능 (최대 
3학점, 주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 불가)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사회적경제인턴쉽, 리빙랩프로젝트, 사회적경제와경영, ICT스마트정보시
스템,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농생명식품산업경영

■ 연계전공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비고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 전필  6학점
- 전선 30학점

특이사항
- 연계전공 필수강좌 6학점 반드시 이수
- 전공필수 강좌는 학번에 상관없이 6학점만 이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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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5577 영상기초 Image Basic 3 3 기초 3 5 2

기초 15426 프로그래밍의이해 Introduction of Programming 3 3 기초 3 5 2

2

전필 15576 비저닝캠프 Visioning Camp 1 1 기초 0 0 10

전선 15573 코딩기초 Basic Coding 3 3 기초 4 4 2

기초 16015 문화산업의이해 Introduction of Culture Industry 3 3 기초 3 5 2

동계 전필 15010 해커톤(1)어드벤처디자인 Hackathon(1)Adventure Design 1 1 기초 2 3 5

2

1

전선 13541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3 기초 4 4 2

전선 15579 자료구조와알고리즘 Data structure and Algorithm 3 3 기초 3 6 1

전선 15580 센서어플리케이션 Sensor and Instrumentation Technology 3 3 기초 2 7 1

전선 15625 서비스러닝 Service Learning 3 3 기초 3 5 2

전선 15571 리눅스프로그래밍 Linux Programming 3 3 심화 2 6 2

2

전선 06855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ems 3 3 심화 4 4 2

전선 1557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심화 4 4 2

전선 15574 스마트폰앱개발 Smart phone App. Development 3 3 실무 3 4 3

전선 08760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3 3 실무 5 3 2

동계 전필 15029 서비스기획어드벤처디자인 Service Planning Adventure Design 1 1 실무 4 4 2

3

1

전선 15575 IoT프로그래밍 IoT Programming 3 3 실무 3 4 3

전선 15313 빅데이터기초 Basic Big Data 3 3 심화 4 4 2

전선 15582 IoT플랫폼 IoT Platform 3 3 실무 2 6 2

전선 15584 IoT네트워크및응용 IoT Network and Application 3 3 실무 3 5 2

2

전선 14796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 3 실무 5 3 2

전선 15583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3 3 실무 3 4 3

전선 15146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3 3 실무 3 4 3

전선 15585 IoT표준과오픈소스 IoT Standards and Open Source 3 3 실무 2 6 2

동계 전필 15040 해커톤(2) Hackathon(2) 1 1 실무 2 2 6

4

1

전선 14359 스마트콘텐츠창업 Smart Contents Business Creation 3 3 실무 3 4 3

전선 15586 IoT보안실무 IoT Security Practice 3 3 전문 2 5 3

전선 15588 IoT융합서비스개발 IoT Convergence Service Development 3 3 전문 3 5 2

전선 15589 서비스실행캡스톤디자인 Service initiation Capstone Design 3 3 전문 2 5 3

2

전선 16150 IoT응용설계프로젝트 IoT Application Design Project 3 3 실무 2 5 3

전선 15590 기업주도형캡스톤디자인 Company-led Capstone Design 3 3 전문 2 6 2

전선 15591 취업포트폴리오 Portfolio for Employment 3 3 전문 2 4 4

전선 15592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3 3 심화 4 4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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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52)

문화산업의이해 Introduction of Culture Industry

문화산업의 개념과 문화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스마트미디어, 캐릭터, 문화관광, 공연예술 

등)에 관한 내용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강의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ulture industry, and also offers various fields of 

cultural contents including animations, cartoons, 

characters, films, games, music, performance, 

smart media, videos, etc.

기초
(352)

프로그래밍의이해 Introduction of Programming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론과 실기를 배우는 과목이

다. 숫자형, 문자형, 연산자, 선택 및 반복문, 제어

문 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본논리와 구성, 사

용방법 등의 문법을 익히고 응용방법을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theory and practice 

of data types, operators, expressions, loops and C 

fundamentals. So this course will provide some 

familiarity with basic programming concepts like 

variables, assignment statements, loops and the 

students develop the basic skills to apply them to 

smart media.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0010)

비저닝캠프 Visioning Camp

본 과목은 신입생들 대상으로 진로희망, 개인의 비

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new students to 

plan specifically for their career and vision.

기초
(235)

해커톤(1)어드벤처디자인 Hackathon(1)Adventure Design

본 교과목은 IoT관련 활용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상 및 기획을 하는 것으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집중적으로 학습함

This course provides project based learning to 

develop product and service on IoT domain.

실무
(442)

서비스기획어드벤처디자인 Service Planning Adventure Design

본 교과목은 IoT관련 활용 가능한 IoT서비스에 대

한 기획과 관련 프로그래밍의 설계 및 화면 디자

인을 하는 것으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집중

적으로 학습함

This course provides project based learning to 

develop screen design and programming of IoT 

product.

실무
(226)

해커톤(2) Hackathon(2)

본 교과목은 IoT관련 제품을 최종적으로 디자인하

고 판매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집중적으로 학습함

This course provides project based learning to 

finalize the product for IoT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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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42)

코딩기초 Basic Coding

프로그래밍 언어의 응용 원리와 예제 프로그래밍 

기법을 실습중심으로 학습하며, 다양한 데이터구

조의 표현과 포인터, 배열, 구조체 등 각종 문제해

결을 위한 프로그램 구현 등을 다룬다.

This is an application course for computer 

programming including practical C programming 

Experiences to the students. The programs in this 

laboratory will be some applications of pointer 

and array, struct, I/O functions, and basic data 

structures.

기초
(352)

영상기초 Image Basic

정보 전달 및 인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매체중 하나인 영상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는 기본적인 영상 구성의 원리 

및 처리 방법을 익히고 더 나아가 영상 콘텐츠를 

실제로 기획하고 제작해 봄으로써 영상의 기본을 

이해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This course aims to gain a basic skill of the 

image by learning the principles of Video 

component and processing methods and, 

moreover, planning and producing Video content.

기초
(442)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이 과목은 자바를 이용하여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능

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데

이터타입, 변수, 제어구조, 함수, 데이터구조, 그리

고 구조적 프로그램설계를 학습하며, 객체지향 설

계 및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fundamentals of object 

oriented programming concepts and software 

development using the Java Language. Topics 

covered include data types, variables, control 

structures, functions, data structures, and 

structured program design. Elements of 

object-oriented design and programming are also 

introduced.

기초
(361)

자료구조와알고리즘 Data Structure and Algorithm

컴퓨터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좋

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자료구조의 관계의 중요

성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covers the modern theory of 

algorithms, focusing on the themes of efficient 

algorithms and intractable problems.

기초
(271)

센서어플리케이션 Sensor and Instrumentation Technology

광센서, 초음파 센서, 화학 감지 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의 작동 및 제작원리를 이해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작동시키는 앱 제작을 통해 센서 

활용법에 대해 이해한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various types of 

sensors,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s The 

lectures cover the principles and operation of a 

variety of sensor architectures and modalities, 

including sensors used for mechanical quantities 

such as pressure, strain, displacement, proximity, 

and thermal, electric and magnetic field, optical, 

acoustic.

기초 서비스러닝 Servic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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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352)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업체 선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주변 관련기관으로부터 소규모 

프로젝트를 요청받아 교과목에서 학습한 이론적 

내용을 실제 기업 프로젝트에 적용, 경험을 통하

여 성취감 및 전공 실무경험을 획득한다.

This course aims to apply theoretical contents 

learned in the subject course upon request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around universities to foster 

students team who prefer to solve problems with 

creative skills, and major achievements through 

experience.

심화
(44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ems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DBMS, Data Model, 관계 데

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고급과정

인 질의어 처리, 회복, 병행제어, 객체지향 데이터

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study of database management systems (DBMS) 

features, functions, and architecture, including 

logical design, data models, normalization, 

object-oriented data, and database administration. 

A DBMS product will be used to illustrate 

principles.

심화
(262)

리눅스프로그래밍 Linux Programming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스위치와 센서를 이용한 입출력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멀티미디

어 프로그래밍, GUI 프로그래밍 등 리눅스 운영체

제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운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IoT programming skills 

in Linux operating system environments such as 

basic Linux commands, Linux system 

programming, I/O programming using switches and 

sensors, multiprocessing programming, network 

programming, multi media programming and GUI 

programming

심화
(44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본 교육과정에서 웹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기본 처

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본적인 웹 문서의 

작성 기법들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HTML5, 

CSS3, Javascript와 같은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과 JQUERY, MOBILE WEB 

PAGES와 같은 고급 웹 프로그래밍 기술들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process of web 

programming service and study methods for 

writing basic web documents. Also we study 

client-side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HTML, CSS3 and Java Script and advanced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JQUERY and 

Mobile WEB.

실무
(343)

스마트폰앱개발 Smart phone App. Development

스마트 폰 앱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개념, 사용 언

어를 배우고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센서 데

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앱 콘텐츠 제작 뿐 아니

라 IoT(사물인터넷)와 연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

을 배우고 실습한다.

It will learn basic concepts and language required 

to develop various smartphone App using images, 

sound, animations and sensor data and also  

interlink of IoT (Internet of Things).

실무
(53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컴퓨터네트워크의 기초적인 개념과 네트워킹을 위

한 방법론 등을 습득한다. 컴퓨터네트워크의 변천

Includes an in-depth look at basic tele 

communications terminology an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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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사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

으며, OSI 7 layer, TCP/IP, Routing, Subnetting 등 

인터넷의 기본 이론을 배운다.

Introduction to voice and data networks, signaling 

and multiplexing. Network Topologies and protocol 

fundamentals and architectures are presented and 

compared.

실무
(343)

IoT프로그래밍 IoT Programming

지능정보사회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활용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기본 개념과 내용

을 탐구하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해 본다.

It will explore basic concepts and contents of the 

Internet of Things(IoT), a key application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called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experience it through programming.

실무
(343)

스마트콘텐츠창업 Smart Contents Business Creation

이 과목은 개발한 스마트 콘텐츠를 어떻게 사업화

할 것인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제로 사

업화의 단계까지 실습을 진행하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provides the process of business 

creation in smart contents domain including 

marketing and pricing in the application market.

심화
(442)

빅데이터기초 Basic Big Data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

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에 대

해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y the data mining which is the 

computational process of discovering patterns in 

large data sets.

실무
(262)

IoT플랫폼 IoT Platform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IoT디바이스들에게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

한 디바이스 플랫폼과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소개

하고, 실제 IoT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서버 플랫

폼을 소개한다.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기반

으로, IoT 디바이스/게이트웨이/서버의 하드웨어를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

는 법을 익히고 각 플랫폼이 수행하는 기능 동작

을 검증하는 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aims to acquire the knowledge about 

the IoT software platform. This course introduces 

a device platform and a gateway platform to 

provide internet connectivity to IoT devices, and 

introduces a server platform to develop actual 

IoT services. Students learn how to configure the 

hardware of IoT devices/gate- ways/servers using 

Arduino and Raspberry Pi based on open source 

plat forms, and learn how to verify the functions 

of each platform.

실무
(532)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생

명 주기에 대한 각 단계에서의 이론, 방법, 도구 

등을 습득한다.

1. 모듈설계와 객체지향 설계에 대한 이해를 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전과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프

로젝트 관리 방법을 습득한다.

3.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Learn theories, methods and tools at each stage 

of the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in relation 

to software development.

1. Understand module design and object -oriented 

design

2. Learn how to manage projects to manage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3. Learn basic theories about acquis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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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such as information processing 

engineer.

실무
(352)

IoT네트워크및응용 IoT Network and Application

본 과목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심화과정으로서, IoT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Wi-Fi, ZigBee, 블루투스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IoT 네트워크의 개념과 세

부 특징을 학습하고, IoT 네트워크상에서 HTTP, 

MQTT, CoAP 등의 IoT 응용 계층 통신 프로토콜 

활용 방법을 배운다. 또한, 웹 기반 응용 서비스를  

위한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구조

의 기초와 이를 활용한 웹 기반 서비스 제공 방

법, REST API (Application Progra mmable 

Interface) 활용 방법을 배운다.

As an advanced course of computer networks, 

students learn the concept and detailed features 

of IoT networks through Wi-Fi, ZigBee, and 

Bluetooth which ar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dely used in IoT fields. In addition, 

students learn how to use IoT application layer 

communication protocols such as HTTP, MQTT 

and CoAP in IoT networks. Students also learn 

the fundamentals of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structures for Web-based application 

services, how to provide Web-based services, and 

how to use API(Application Programmable 

Interface)

실무
(343)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본 과목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과 클

라우드 플랫폼 활용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클라

우드 컴퓨팅의 기반 기술인 클러스터링, 가상화, 

고성능분산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기술들에 기반한 AWS, Azure, Google Cloud 

Platform을 소개하고, IoT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플

랫폼 간 연동 방법과 수집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

해 알아본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about basic concepts of 

cloud computing and how to use the cloud 

platform. Students learn about clustering, 

virtualization and high-performance distributed 

frameworks that are the foundation of cloud 

computing. This course also introduces AWS, 

Azure, and Google Cloud Platform, and investigate 

how to integrate IoT devices and cloud platforms 

and how to analyze collected data.

실무
(343)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learns a large set of regular or 

unstructured data sets and techniques for 

extracting values from these data and analyzing 

the results.

실무
(262)

IoT표준과오픈소스 IoT Standards and Open Source

IoT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

양한 서비스 계층 표준 (oneM2M,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Google Brillo/Weave)의 

동향과 기초지식을 강의하고 이들 표준 기반의 오

픈소스를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the trends and 

fundamentals of the various service layer 

standards(oneM2M,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and Google Brillo/Weave) used to develop IoT 

products and services, and learn how to leverage 

these standards-based open sources.

전문 IoT보안실무 IoT Security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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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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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본 과목에서는 IoT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 지식과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및 응용기술에 대해 학습

한다. 인증 및 신분확인, 기밀성, 무결성, 접근 제

어, 부인 방지 등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각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보안 프로토콜

을 소개한다. 또한, IoT 무선 네트워크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the basic knowledge of 

network security, the network security protocol 

and application technology. This course introduces 

the security protocols at each network layer 

based on the basic concepts of network security 

such as 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 

confidentiality, integrity, access control, and 

non-repudi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security issues that can occur in IoT 

wireless networks, and searches for solutions.

전문
(253)

IoT응용설계프로젝트 IoT Application Design Project

사물인터넷은 인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근본이 

되는 분야이다. IoT응용설계프로젝트는 저학년부터 

학습한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결과물을 제작하

고, 이를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 그리

고 제작까지 프로세스 과정을 학습한다.

The Internet of Things is a fundamental field 

that makes human life convenient.

The IoT application design project aims to 

produce results related to the internet of Things, 

which has been studied since the lower grades, 

and thereby improve practical skills.

전문
(352)

IoT융합서비스개발 IoT Convergence Service Development

학과를 졸업하기 전에 현재 IoT 산업의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는 주제, 새로운 개념, 새로운 분야 등

을 다룬다. 기술적/사회적 이슈를 파악하여 취-창

업에 도움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과목이다.

This course deals with state-of-the-art topics, 

new concepts and new fields through which 

students can understand current IoT industry 

trends. This course also introduces technical and 

social issues of IoT to help students get a job 

and start a new business.

실습

서비스실행캡스톤디자인 Service Initiation Capstone Design

본 교과목은 해커톤을 통한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

을 실제 관련 회사의 시제품이나 서비스로 실행해 

보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서비스 및 제

품으로 개발하는 교과목이다.

This subject is a subject that develops final 

service and product by performing Capstone 

design results through Hackathon as a prototype 

or service of a related company and correcting 

and supplementing problems.

전문
(262)

기업주도형캡스톤디자인 Company-led Capstone Design

본 과목은 기업의 관점에서 필요한 모험적인 IoT 

서비스와 제품들의 개발 기회나 개선 기회를 제공

하고 이를 프로젝트 형식으로 학생들이 개발 및 

해결하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aims to perform capstone design 

project that companies initially request 

adventurous service and product development.

실습
(244)

취업포트폴리오 Portfolio f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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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디자인 등 특수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포

트폴리오가 이제는 모든 예비취업자들을 위한 필

수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대학에서 교과수업을 마치고 취업을 위하여 본인

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히

고, 학습하는데 있다. IT분야에서 이미 본인이 개

발한바 있는 작품이나 작품개발을 통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

한다.

The portfolio which was previously used only in 

special areas such as design is now recognized as 

a necessary course for all pre-employment 

workers. Therefore, in this course, we try to 

learn various methods to reveal our strengths for 

employ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works 

or works that I have already developed in the 

field of IT, we will prepare for the challenge of 

our job.

심화
(442)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은 경험치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컴퓨터시

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다루는 분야이

다.

이 과정에서는 머신러닝의 많은 개념 및 기법들과 

관련 알고리즘들을 학습하고 특히 분류, 선형회귀 

분야 뿐 아니라 최신 분야인 부스팅,  서포트 벡

터머신 딥러닝 및 베이지안 네트워크 등을 학습한

다.

Machine learning is the study of how to build 

computer systems that learn from experience. 

This course gives an overview of many concepts, 

techniques, and algorithms in machine learning, 

beginning with topics such as classification and 

linear regression and ending up with more recent 

topics such as boosting, support vector machines, 

hidden Markov models, deep learning and basian 

networks. The course will give the student the 

basic ideas and intuition behind modern machine 

learning methods as well as a bit more formal 

understanding of how, why, and when the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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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학과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지역사회에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비쥬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현장 실무형 디자이너

전공능력 창의력 · Graphic skill능력 · 디자인실무능력

교육목표

실무진 교수진과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 외래교수를 초빙하여 창의적인 발상과 체계적인 조형

훈련을 통한 디지털디자인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산학협력으로 지역현장 밀착형 교육

체계를 구축, 지역의 고유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실무형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

◾전국 최고 수준의 실기시설을 갖춘 교육환경 속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실무일체형 교육진행

◾세분화된 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디자인 컨셉을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며, 개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교수와 학생 간 1:1 교육, 팀 프로

젝트 등을 통해서 디자이너의 유기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

과 동시에 교수와의 적극적인 진로상담으로 졸업 후 실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개별지

도를 받고 있다.

수여학위 디자인학사 (Bachelor of Desig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광고디자인 시각디자인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사, 컬러리스트

편집디자인 시각디자인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사, 컬러리스트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사, 컬러리스트

디자인기획, 마케팅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사, 컬러리스트

포토그래퍼 컬러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컬러리스트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력

정의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뉴미디어에 필요한 창조적인 상상
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준거
◾창의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능력을 키운다.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창의적 디자인컨셉을 기획하는 능력을 갖춘다.

Graphic 

skill능력

정의 시각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그래픽프로그램을 습득하고 감각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준거
◾시각디자인에 필요한 그래픽, 영상, 인터렉티브미디어 프로그램들을 습득한다.
◾그래픽프로그램들을 효율적이고 감각적으로 다룬다.

디자인

실무능력

정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자인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디자인실무능력

준거
◾능숙하게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다루고 디자인 실무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춘다. 
◾디자인마케팅과 트렌드한 디자인 감각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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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력 Graphic skill능력 디자인실무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력 Graphic skill능력 디자인실무능력

광고디자인 ● ● ●

편집디자인 ● ● ●

웹디자인 ● ● ●

디자인기획,마케팅 ● ○ ◐

포토그래퍼 ● ◐ ◐

일러스트레이터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디자인 산업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기획력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 

해법에 관한 기술적 접근법

디자인 윤리의식, 설득력 

있고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다양한 실무관련 

시각매체에 대한 이해

실무프로세스 습득과 

적용방법

디자인 팀워크과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이해

심화

디자인이론과 기술을 

접목한 작품 제작과정의 

이해

그래픽 능력 활용 기술
표현능력 함양을 위한 

디자인관련 툴의 습득

기초 디자인원리 및 기초지식 컴퓨터 활용 능력 기초습득 전반적 디자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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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력
Graphic 
skill능력

디자인실무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커머셜포토그래피 ● ○ ○ 2 6 2

미디어콘텐츠디자인 ● ● ● 2 6 2

브랜드디자인 ● ● ● 2 6 2

패키지디자인
(캡스톤디자인) ● ● ◐ 2 6 2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 ● ◐ 2 6 2

디자인트랜드&마케팅 ● ◐ ◐ 7 1 2

미디어콘텐츠기획 ● ◐ ◐ 2 6 2

디자인실무프로젝트 ● ● ● 2 6 2

아트포스터디자인(캡스톤디자인) ● ● ◐ 2 6 2

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 ● ● ◐ 2 6 2

실무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 ◐ ○ 2 6 2

공익광고디자인
(캡스톤디자인) ● ● ◐ 2 6 2

모션그라픽스 ● ● ◐ 2 6 2

에디토리얼디자인(1) ● ● ● 2 6 2

정보디자인 ● ● ○ 2 6 2

제품광고디자인
(캡스톤디자인) ● ● ◐ 2 6 2

에디토리얼디자인(2) ● ● ● 2 6 2

UX디자인프로젝트 ● ● ● 2 6 2

팬시디자인 ● ◐ ◐ 2 6 2

심화

영상디자인 ● ● ◐ 3 5 2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 ● ◐ ◐ 2 6 2

일러스트레이션 ● ◐ ○ 2 6 2

디지털UI디자인 ● ● ◐ 2 6 2

디지털타이포그래피 ● ◐ ◐ 2 6 2

디지털포토그래피(2) ● ◐ ◐ 3 5 2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 ● ◐ ◐ 2 6 2

기초

디지털이미징(2DCG) ◐ ◐ ○ 3 5 2

그래픽디자인 ● ◐ ○ 3 5 2

디지털조형(3DCG) ◐ ◐ ○ 3 5 2

타이포그래피 ● ◐ ○ 3 5 2

디지털포토그래피(1) ● ◐ ◐ 3 5 2

시각디자인의기초 ● ◐ ◐ 3 5 2

포토그래피와디자인 ●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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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력 Graphic skill능력 디자인실무능력

광고
디자인
(A)

전문

커머셜포토그래피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
디자인트랜드&마케팅
미디어콘텐츠기획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아트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포트폴리오(캠스톤 디자인)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디자인실무프로젝트

실무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팬시디자인

공익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모션그라픽스
정보디자인
제품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에디토리얼디자인(1)
에디토리얼디자인(2)
UX디자인프로젝트

심화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필]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타이포그래피
디지털포토그래피(2)

영상디자인[필]
디지털UI디자인

기초

시각디자인의기초[초]
포토그래피와디자인[초]
타이포그래피[필]
그래픽디자인
디지털포토그래피(1)

디지털이미징(2DCG)
디지털조형(3DCG)

편집
디자인
(E)

전문

커머셜포토그래피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
디자인트랜드&마케팅
미디어콘텐츠기획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아트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포트폴리오(캠스톤 디자인)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디자인실무프로젝트

실무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팬시디자인

공익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모션그라픽스
정보디자인
제품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에디토리얼디자인(1)
에디토리얼디자인(2)
UX디자인프로젝트

심화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필]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타이포그래피
디지털포토그래피(2)

영상디자인[필]
디지털UI디자인

기초

시각디자인의기초[초]
포토그래피와디자인[초]
타이포그래피[필]
그래픽디자인
디지털포토그래피(1)

디지털이미징(2DCG)
디지털조형(3DCG)

웹
디자인
(W)

전문

커머셜포토그래피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
디자인트랜드&마케팅
미디어콘텐츠기획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아트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포트폴리오(캠스톤 디자인)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디자인실무프로젝트

실무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팬시디자인

공익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모션그라픽스
정보디자인
제품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에디토리얼디자인(1)
에디토리얼디자인(2)
UX디자인프로젝트

심화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필]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타이포그래피
디지털포토그래피(2)

영상디자인[필]
디지털UI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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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력 Graphic skill능력 디자인실무능력

기초

시각디자인의기초[초]
포토그래피와디자인[초]
타이포그래피[필]
그래픽디자인
디지털포토그래피(1)

디지털이미징(2DCG)
디지털조형(3DCG)

디자인
기획,
마케팅
(D)

전문

커머셜포토그래피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
디자인트랜드&마케팅
미디어콘텐츠기획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아트포스터디자인(캡스톤디자
인)
포트폴리오(캠스톤 디자인)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디자인실무프로젝트

실무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팬시디자인

공익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모션그라픽스
정보디자인
제품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에디토리얼디자인(1)
에디토리얼디자인(2)
UX디자인프로젝트

심화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필]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타이포그래피
디지털포토그래피(2)

영상디자인[필]
디지털UI디자인

기초

시각디자인의기초[초]
포토그래피와디자인[초]
타이포그래피[필]
그래픽디자인
디지털포토그래피(1)

디지털이미징(2DCG)
디지털조형(3DCG)

포토
그래퍼
(P)

전문

커머셜포토그래피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
디자인트랜드&마케팅
미디어콘텐츠기획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아트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포트폴리오(캠스톤 디자인)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디자인실무프로젝트

실무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팬시디자인

공익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모션그라픽스
정보디자인
제품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에디토리얼디자인(1)
에디토리얼디자인(2)
UX디자인프로젝트

심화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필]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타이포그래피
디지털포토그래피(2)

영상디자인[필]
디지털UI디자인

기초

시각디자인의기초[초]
포토그래피와디자인[초]
타이포그래피[필]
그래픽디자인
디지털포토그래피(1)

디지털이미징(2DCG)
디지털조형(3DCG)

일러스트
레이터

(I)

전문

커머셜포토그래피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
디자인트랜드&마케팅
미디어콘텐츠기획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아트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포트폴리오(캠스톤 디자인)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디자인실무프로젝트

실무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팬시디자인

공익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모션그라픽스
정보디자인
제품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에디토리얼디자인(1)
에디토리얼디자인(2)
UX디자인프로젝트

심화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필]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타이포그래피

영상디자인[필]
디지털UI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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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E)편집디자인  (A)광고디자인  (W)웹디자인, (D)디자인기획, 마케팅,     
            (P)포토그래퍼 (I)일러스트레이터

비 
교 
과

포토샵 테크닉, 일러스트 테크닉, 영상디자인, 사운드디자인, 3D디자인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력 Graphic skill능력 디자인실무능력

디지털포토그래피(2)

기초

시각디자인의기초[초]
포토그래피와디자인[초]
타이포그래피[필]
그래픽디자인
디지털포토그래피(1)

디지털이미징(2DCG)
디지털조형(3DCG)

관련 산업분야 이해
작품 기획력 함양

디자인 해법의 기술적 접근
전문

커머셜포토그래피(G)

미디어콘텐츠기획(G)
미디어콘텐츠디자인(G)
브랜드디자인(G)
디자인실무프로젝트(G)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G)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캡
스톤디자인)(G)
아트포스터디자인(캡스톤
디자인)(G)
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G)
디자인트랜드&마케팅(G)

실무관련 시각매체 이해
실무 프로세스 습득

디자이너의 역할 이해
실무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G)

공익광고디자인(캡스톤디
자인)(G)
제품광고디자인(캡스톤디
자인)(G)
모션그라픽스(G)
UX디자인프로젝트(G)
에 디 토 리 얼 디 자 인
(1),(2)(G)
정보디자인(G)
팬시디자인(G)

작품 제작과정 이해
디자인 프로그램 기술 습득

그래픽 능력 활용
심화

영상디자인(G)
디지털UI디자인(G)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G)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G)
일러스트레이션(G)
디지털타이포그래피(G)
디지털포토그래피(2)(G)

디자인 원리 이해
컴퓨터 활용 기초 습득

기초

디지털이미징(2DCG)(G)
그래픽디자인(G)
디지털조형(3DCG)(G)
시각디자인의기초(G)
포토그래피와디자인(G)

타이포그래피(G)
디지털포토그래피(1)(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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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4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6 + 전필 9 + 전선 27)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6학점(기초6 + 전필 9 + 전선 51) 이상

전필 9

전선
27

24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 작품(3점) 및 졸업전시회

졸업 이수학점 130  

※ 최소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제 2의 전공(연계전공 포함)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초 6 + 전필 9 + 전선 33 + 논문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초 6 + 전필 9 + 전선 27 + 논문

부전공 공통
-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21학점

- 졸업자격(논문) 충족 (논문대체 졸업전시회)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5671 디지털이미징(2D CG) Digital Imaging(2D CG) 3 3 기초 3 5 2

기초 16017 시각디자인의기초 Basics of Visual Design 3 3 기초 3 5 2

2

전선 15077 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2 2 기초 3 5 2

전선 15678 디지털조형(3D CG) Digital Modeling(3D CG) 3 3 기초 3 5 2

기초 16048 포토그래피와디자인 Photography & Design 3 3 기초 3 5 2

2 1

전필 07452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 3 3 기초 3 5 2

전필 15673 영상디자인 Moving Image Design 3 3 심화 3 5 2

전선 10453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 Visual Ideation 3 3 심화 2 6 2

전선 12201 디지털포토그래피(1) Digital Photography 3 3 기초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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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52)

시각디자인의기초 Basics of Visual Design

시각디자인의 기초조형 원리를 이해하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을 길러, 다양한 창의적 시각표현 방법

을 습득한다.

Through understanding the basic composition 

principles of visual design and developing the 

capability for object observing, students learn 

various visual expression methods for their 

creativity.

기초 포토그래피와디자인 Photography & Design

전선 06856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3 3 심화 2 6 2

2

전선 15679 디지털UI디자인 Digital UI Design 3 4 심화 2 6 2

전선 09767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Digital Illustration 3 3 실무 2 6 2

전선 09765 디지털타이포그래피 Digital Typography 3 4 심화 2 6 2

전선 12202 디지털포토그래피(2) Digital Photography 3 4 심화 3 5 2

전필 16097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 Idea Visualization Methodology 3 4 심화 2 6 2

3

1

전선 15674 공익광고디자인
(캡스톤디자인)

Public Service Advertising Design 
(capstone design) 3 4 실무 2 6 2

전선 10415 모션그라픽스 Motion Graphics 3 4 실무 2 6 2

전선 10417 에디토리얼디자인(1) Editorial Design(1) 3 4 실무 2 6 2

전선 11625 정보디자인 Information Design 2 3 실무 2 6 2

2

전선 15681 제품광고디자인
(캡스톤디자인) Product Advertising Design 3 4 실무 2 6 2

전선 10431 에디토리얼디자인(2) Editorial Design(2) 3 4 실무 2 6 2

전선 15680 UX디자인프로젝트 UX Design Project 3 4 실무 2 6 2

전선 16021 커머셜포토그래피 Commercial Photography 3 3 전문 2 6 2

전선 10227 팬시디자인 Fancy Design 2 3 실무 2 6 2

4

1

전선 15675 미디어콘텐츠디자인 Media contents Design 3 4 전문 2 6 2

전선 15676 브랜드디자인 Brand Design 3 3 전문 2 6 2

전선 14325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 Package Design(Capstone Design) 3 4 전문 2 6 2

전선 15677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Product Advertising Poster Design 3 3 전문 2 6 2

전선 15761 디자인트랜드&마케팅 Design Trend & Marketing 2 2 전문 7 1 2

2

전선 15682 미디어콘텐츠기획 Media Contents Planning 3 4 전문 2 6 2

전선 15683 디자인실무프로젝트 Practical Design Project 3 4 전문 2 6 2

전선 15684 아트포스터디자인
(캡스톤디자인)

Art Poster Design
(Capstone Design) 3 3 전문 2 6 2

전선 14656 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 Portfolio(Capstone Design) 3 3 전문 2 6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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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352)

영상언어의 이해 및 창작에 필요한 사진 및 기초

디자인에 대한 수업이다. 영상시대에 올바른 이미

지를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시각예술의 하나

인 사진창작 및 시각디자인 구성에 대해 이론 및 

실기수업을 병행한다. 특히 사물을 관찰하고 그 특

성을 빠르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올 이해하는 

등 창작수업에 주안점을 둔다.

This course will cover photography and basic 

design skills necessary to the understanding and 

creation of visual language. To nurture the ability 

to interpret the appropriate images for this visual 

era,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52)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

직접 글자를 드로잉해 보는 과정을 통해 문자의 

종류와 특성, 구조와 균형, 스타일 등 시각의 기본 

요소인 문자, 그 중에서도 한글의 특성을 익힌다.

By lettering, students will figure out the kinds and 

the distinctive of letters, their structures and 

equilibriums, styles, etc. And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etter. 

심화
(352)

영상디자인 Moving Image Design

기초적인 영상제작을 위해 기획부터 촬영, 제작까

지의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영상이 담고 있는 메시

지와 형태적 특성을 활용하면서 디자인 원리를 적

용한 감각적인 영상제작을 목표로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experience a process from 

planning to filming and producing for basic video 

making.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create 

sensitive moving images by applying design 

principles utilizing the messages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mages.

심화
(262)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 Visual Ideation

시각디자인은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평면에서부

터 영상이나 환경, 뉴미디어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다양한 시청각적 매체로 그 영역이 날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그 확장되어가는 Visual 

Communication Design의 실험적인 표현방법을 학

습한다. 

The boundary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as 

been expanding from on printing media to various 

active media such as movie, environment, and 

other new media. In this course, students survey 

on the detailed work areas for their future 

studi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352)

디지털이미징(2DCG) Digital Imaging

2D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비트맵 이미지의 합성 

및 리터치와 벡터 이미지의 활용 등, 디지털 이미

지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익히며 그 특성을 

이해한다. 

By using 2D graphic tools, students learn photo 

compositing & retouching techniques, and utilizing 

vector images, etc. And comprehend the features 

of digital images through learning effectiv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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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of managing them. 

기초

(352)

그래픽디자인 Graphic Design

그래픽디자인의 기초조형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표현의 창의적인 방법을 습

득한다.

Through understanding of basic principal of 

design composition, students learn multiple visual 

expression for their creativity.

기초

(352)

디지털조형(3DCG) Digital Modeling

3D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입체적 형태를 표현하면

서 깊이감의 활용과 공간적 연출 등을 통해 3차원 

레이아웃의 감각을 익힌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meaning of 3D 

layout by expressing three dimensional shape 

through depth sense and space feeling using 3D 

graphic tools. 

기초

(352)

디지털포토그래피(1) Digital Photography(1)

사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이론과 실질

적인 촬영기술을 습득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role and 

function of photography, theory and practical 

shooting skills.

심화

(262)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시각디자인의 한 분야로써 커뮤니케이션 일러스트

레이션, 갤러리 일러스트레이션, 테크니컬 일러스

트레이션 등으로 총체적 분류를 할 수 있다. 본 

교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일러스트의 실제적 일러

스트레이션이 상품에 응용되어지며 캐릭터를 활용

한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에 그 실용적 가치를 두

고자한다.

The illustration is the branch of visual design, 

which is classified into communication illustration, 

productive illustration, gallery illustration, and 

technical illustration in the whole.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value of practical use of the 

character and graphic illustration in the 

communication illustration applied in goods.

실무

(262)

디지털UI디자인 Digital UI Design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 적용되는 다양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요소와 특성을 이해하며 기능과 목적

에 따른 디자인 형태를 연구한다. 비주얼 인터페

이스를 직접 제작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터렉

션의 흐름을 이해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understand the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User 

Interfaces applicable to Digital Media devices and 

study the Design Forms based on function and 

purpose. And also they understand the Interaction 

flows by developing visual interfaces applied 

simulation.

실무

(262)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Digital Illustration

일러스트레이션에 아트적인 개념의 미디어아트를 활

용하는 것으로서 본 교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일러

스트분야의 그래픽적이고 아트팬시 개념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실리적 상품에 응용되는 

것을 연구함으로서 실무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자한

다.

Digital illustration is based on illustration using 

conceptual artistic media art. This course studies 

the digital illustration applied in practical goods, 

which is graphical and art fancy.

심화

(262)

디지털타이포그래피 Digital Typography

시각 디자인의 기본적인 타이포그래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

Typography, the basic concept of visual design, 

have shown new trend accompan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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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디지털 

타이포그래피, 특히 한글의 효과적인 운용을 학습

할 수 있다.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is course is 

about the digital typography using computer as a 

tool and students learn the effective use of korean 

letter.

심화

(352)

디지털포토그래피(2) Digital Photography(2)

사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이론과 실질

적인 촬영기술을 습득한다.

Against the role and a function of the 

photograph it recognizes and it finds an objection 

and the substantial camera alcoholic beverage.

심화

(262)

아이디어시각화방법론 Idea Visualization Methodology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화하여 다양하게 그 

표현방법을 습득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다양

한 비주얼 모티브를 통한 디자인 카테고리의 기본

적인 설득력을 연구한다.

Students will learn ways of expression by 

visualizing their ideas. And they will study the 

basic persuasiveness in design through the 

methodology of various visual motives.

실무

(262)

공익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Public Service Advertising Design(Capstone 

Design)

공익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 환경적인 문제

나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

로 하는 광고이다. 자료조사를 통해 전략수립과 

Creative Concept을 추출하고 아이디어 발상과 시

각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실무를 학습한다. 시대에 

따른 공익주제를 다양하게 살피고 매년 공익광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제를 가지고 TV_Commercial 

storyboard와 지면광고를 제작한다.

Public advertisement is based on humanism, public 

interest, pan-nationality, non-profit and non-political 

ideas. It is advertising for the public interest with 

environmental or social issues. Data survey extracts 

strategy and creative concept and ideas. We learn 

systematic practice through visualization. Able to 

explore various issues of public interest by the time 

and present them in the public interest association 

every year create a tv_commercial storyboard and 

a ground advertisement with a topic.

실무

(262)

모션그라픽스 Motion Graphics

디자인 컨셉에 따른 스토리 전개와 그래픽 요소들

을 동적인 형태로 다룸으로써 시간과 공간 그리고 

움직임에 따른 시각적 변화들을 이해하면서 종합

적인 레이아웃 감각을 키우고 시각 표현의 전달효

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By dealing with the story developments by the 

design concepts and graphic elements in a motion 

forms, students learn how to maximize the visual 

message from stories and obtain the synthetic 

layout sense, understanding the visual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time, space and motions.

실무

(262)

에디토리얼디자인(1),(2) Editorial Design(1),(2)

에디토리얼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 사진, 일러스트 

등 모든 구성요소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시각적으

로 통합, 재생산하는 미디어디자인의 종합적인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책, 신문, 잡지, 백과사전, 

아동그림책, 캘린더, 카탈로그, 제품설명서 등 멀

티미디어 분야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정보를 

기획, 제작, 표현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Editorial Design is a synthetic process of media 

design, which reproduces visual organizations over 

various elements of visual media such as 

typography, photography, illustration, etc. This 

course provides manifold experiences through 

overall process of information planning, design 

developing, and expressive publishing.

실무 정보디자인 Inform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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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수많은 정보를 시각화 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호화 과정을 파악하고 기호학의 기본

적인 이론과 더불어 기호 제작 과정을 익힌다.

Students learn the process of creating effective 

sign design from relevant information. 

Manufacturing informative signs is the main study 

for this course.

실무

(262)

제품광고디자인(캡스톤디자인) Product Advertising Design(Capstone Design)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전략을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고유한 강점을 찾는다. 자료

조사를 통해 전략수립과 Creative Concept을 추출

하고 아이디어 발상과 시각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실무를 학습한다. 그에 따른 전문적인 썸네일 스

케치를 학습하고 아이디어 확장을 통해 

제품광고 잡지와 제품광고 신문을 제작한다.

Unique sealing placement (USP) strategy identifies 

product features find one's own strengths extract 

strategy and creative concept through data survey 

learn systematic practice through ideas and 

visualizations. Learn the professional thumbnail 

sketch and expand your ideas. 

It produces product ad magazines and product ad 

newspapers.

실무

(262)

UX디자인프로젝트 UX Design Project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분석과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인터렉티브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확장된 디자인 영역을 인지

하고 그에 따른 디자이너의 역할을 이해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ve media by 

experienc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faces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analysed user 

experiences and obtained data from usability test.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recognize the 

extended design boundaries and understand the 

designer's role accordingly. 

전문

(262)

커머셜포토그래피 Commercial Photography

개인별 사진작업을 통해 아티스트의 감각을 키우

며, 사전적 구도와 발상훈련을 통한 창작 능력을 

보여준다.

The focus of this class is on the completion of a 

body of work; an intensive environment will be 

created for the development of one's own vision. 

The project will be self-directed from the student's 

personal interest and concerns. The instructor will 

help direct, challenge and teach the practice of 

questioning, analyzing and completing a creative 

project.

실무

(262)

팬시디자인 Fancy Design

팬시상품(장신구 팬시디자인, 문방용품 팬시디자

인, 생활용품 팬시디자인 등)의 이해와 소비자 패

턴의 특성을 연구하여 팬시상품의 디자인 및 캐릭

터의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Fancy goods; especially for accessories, stationery 

materials, etc. Are the main design focus for this 

course. The goal of this course is for students to 

develop the ability of applying their design ideas 

into the fancy goods, comprehending the market 

and the consumers in trend.

전문

(262)

미디어콘텐츠디자인 Media Contents Design

뉴 미디어 환경에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콘텐츠 Understanding effective visual interac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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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현을 위한 시각적 인터렉션 방법을 이해하

고, 멀티미디어 타이틀, 인포그래픽, 테마영상,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작품을 기

획, 제작해봄으로써 창의적 표현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communicating information and content in recent 

media circumstances, students seek the possibilities 

of creative expression methods through planning 

and developing design works of multimedia titles, 

theme movies, and web sites & mobile 

applications.

전문

(262)

브랜드디자인 Brand Design

브랜드 아이덴티티디자인(Brand Identity Design) 

혹은‘BI’로 불리는 브랜드디자인은 브랜드 컨셉

에 맞게 브랜드의 철학과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알

리는 이미지 통합작업으로 총체적이고 일관성 있

는 디자인작업을 경험하도록 한다.

Brand design, called "brand identity design" or 

"BI," allows consumers to experience a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design process by 

integrating images of brand philosophy and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brand concepts.

전문

(262)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 Package Design(Capstone Design)

포장의 개념과는 달리 입체적인 형상에 시각적인 

모습을 가미하여 까다로운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

시키고 제품판매에 경쟁력을 부가하는 행위로서 

현대적 의미의 포장디자인은 물질적인 기능과 감

성적 기능을 충족하여 그 상품의 가치요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 중

요성을 학습한다.

Different with designing the solid body of a 

product, designing a package is a visual 

communication process of satisfying the taste of 

picky customers and granting additional value of 

the product. In this course, students apprehend 

how the additional value with emotional and 

rational approaches of design adds 

competitiveness and sales in the markets.

전문

(262)

제품광고포스터디자인(캡스톤디자인)
Product Advertising Poster Design(Capstone 

Design)

다색석판화의 완성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포스

터는 1870년으로부터 짧은 역사이지만 다양한 형

식으로 생명력 넘치는 예술형식을 표현하기에 이

르렀다,

Product에 따른 Creative Concept을 추출하고 그 

표현의 새로운 방법제시와 함께 Artwork을 학습하

고 의사소통도구로서의 비주얼 설득력을 키운다. 

졸업작품으로 제품광고포스터A1과 A0사이즈를 제

작한다.

Posters that became mass-produced with the 

completion of multicolored printing have been 

available since 1870. Although it is a short 

history, it has reached the point of expressing a 

lively art form in various forms. Extract the 

Creative Concept according to product and create 

a new way of expressing it. Learn artwork and 

develop visual persuasion as a communication 

tool. It is going to produce product advertisement 

poster A1 and A0 size as graduation work.

전문

(712)

디자인트랜드&마케팅 Design Trend & Marketing

인간의 삶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

하고, 디자인의 발전과정 및 시대적 흐름에 따른 

마케팅의 가치성과 필요성을 고려한다. 현대사회

에서의 현대디자인의 흐름을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다원화사회에서 다양한 형태

로 전개되는 디자인문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대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다.

This course requires student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design which is based on human life. 

It covers consideration of the value and necessity 

of marketing accordance to the design history 

and contemporary design trends. This course is 

mainly focused on the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culture in this plu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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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nd giving modern marketing the right 

direction through observing the flow of modern 

design in accordance with society, economy, and 

cultural aspects.

전문

(262)

미디어콘텐츠기획 Media Contents Planning

이 수업의 목표는 실무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

하는 디자인 디렉터가 갖추어야 할 필수 소양과 

능력을 준비하는 데 있다. 수강 학생은 디지털콘

텐츠 개발을 위한 배경 자료의 수집과 분석 능력

을 갖추며 이에 더불어 디자인적인 관점에서의 차

별화전략을 세우고 해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얻어

진 제안 내용으로 해당 고객 및 사용자를 설득시

키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prepare the 

essential knowledges and abilities that design 

directors should have in dealing with digital media 

in their profession fields. Students will have the 

ability to collect and analyze background data for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is, 

students will propose design solutions by 

establishing differentiation strategies through their 

design point of views. Consequently, students 

simulate the process of persuading their 

customers and end users with the proposal 

contents. 

전문

(262)

디자인실무프로젝트 Practical Design Project

디자인실무프로젝트는 시각디자인의 교과목을 이

수한 4학년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현장의 실

제와 같은 디자인작업을 경험하도록 한다.

The design practice project allows fourth graders 

who have completed the subject of visual design 

to experience the actual design work of the field 

before getting a job.

전문

(262)

아트포스터디자인(캡스톤디자인) Art Poster Design(Capstone Design)

아트포스터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Artwork 표현 방

법을 실험하고 학습한다. 새로운 표현방법을 연구

하여 professional한 자질을 키우고 의사소통도구

로서의 비주얼 설득력을 키운다. 여전히 새로운 

테크놀러지 시대에도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매체로

서 부각되고 있고 예술로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총체적인 실무 학습으로 A1사이즈를 제작한

다.

The art poster experiments and learns how to 

express artwork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tudy new expression methods to develop 

professional qualities and become communication 

tools. develop visual persuasion they're still 

attractive in the new technology era. It has 

emerged as an effective medium and is 

expanding its scope as an art. A1 size is 

produced by total practical learning.

전문

(262)

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 Portfolio(Capstone Design)

취업이라는 컨셉을 설정하고 4년 동안 작업했던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다양한 방법

으로 본인의 전공영역을 효과적으로 연출하여 디

자인에 대한 철학과 능력을 보여주는 디자인 파일

이자 이력서이다.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review and 

complement their whole work that they have 

done for 4 years so that they can think about 

their career and be ready for employment after 

graduation. Various methods will be used for 

students to specialize their line of work and they 

can build their own portfolio that shows their 

ideas and potentials about design.



740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영화방송학과 (Dept. of Film and TV)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영상 콘텐츠 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글로벌 인재

전공능력 콘텐츠 기획능력 ․ 영상 제작능력 ․ 문화 융합능력

교육목표
 영화와 방송을 중심으로 CF, MV, 웹드라마, YouTube 등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창조적 영상 전문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 기획, 연출, 시나리오작가, 촬영, 편집, 사운드 등 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
해 영상 이론부터 제작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

◾ 전주영상위원회 및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KBS, MBC, JTV뿐만 아니라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 하림그룹과 전주대학교의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에서 영화방송학과가 홍보 직
무트랙 주관학과로 선정됨에 따라 홍보/마케팅 관련 분야의 학습 및 취업 교육.

수여학위 영상학사(Bachelor of Film & TV Studie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영화
기획, 제작, 시나리오, 연출, 촬영, 조명, 녹음, 믹싱, 마케팅, 배급사, 

영화제 프로그래머, 영상위원회

방송 기획, 제작, 방송 대본, 연출(PD), 촬영, 조명, 녹음, 믹싱, 마케팅

뮤직비디오 / CF 기획, 제작, 연출, 촬영, 조명, 녹음, 믹싱

온라인 콘텐츠
YouTube, 웹드라마 등의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연출(PD), 

촬영, 조명, 녹음, 믹싱, 마케팅(MCN)

스토리 구성작가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웹소설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콘텐츠 기획

정의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고 각 매체와 뉴미디어에 적합한 영상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목적에 
적합한 영상을 기획할 수 있다.

◾기획안을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하고 다양한 글쓰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영상 제작

정의 영상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목적에 적합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영상미학과 제작기술에 대해 연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세부전공과 제작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다.

문화 융합

정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영상의 기획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인문사회 및 기타 예술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분석을 발전시켜 흥미롭고 깊이 있는 영상 콘텐츠로 융합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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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콘텐츠 기획 영상 제작 문화 융합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콘텐츠 기획 영상 제작 문화 융합

영화 ● ● ●

방송 ● ● ●

뮤직비디오 / CF ◐ ● ◐

온라인 콘텐츠 ● ◐ ◐

스토리 구성작가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영상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산업에서 통용되는 기획 및 

전문 제작 기술

영상산업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응용하려는 태도 

실무
영상 연출 및 기법에 대한 

심화 지식

심리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작 기술

영상의 파급력에 대해 

연구하려는 태도

심화
영상산업의 변화와 구조 

및 전공별 이론

기획한 내용을 영상화 시키는 

제작 기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업 하려는 태도

기초 영상 관련 기초 지식 기초 영상제작 기술
영상과 제작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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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콘텐츠 기획 영상 제작 문화 융합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졸업영화제작(2)
(캡스톤디자인)

● ● ● 2 4 4

내러티브워크샵(2)
(캡스톤디자인)

● ● ● 2 4 4

다큐멘터리제작 ● ● ◐ 2 4 4

조명워크샵 ◐ ● ◐ 4 4 2

영상편집분석세미나 ◐ ● ◐ 2 4 4

모션그래픽심화 ◐ ● ○ 3 4 3

실무

졸업영화제작(1)
(캡스톤디자인)

● ● ◐ 2 4 4

내러티브워크샵(1) ● ● ● 3 3 4

창작을위한
영화분석워크샵

● ◐ ● 4 4 2

시나리오고급 ● ● ◐ 2 5 3

방송기획 ● ● ◐ 3 4 3

영상연출 ● ● ◐ 4 4 2

촬영고급 ◐ ● ◐ 2 4 4

편집고급 ◐ ● ● 2 4 4

모션그래픽기초 ◐ ● ○ 3 5 2

심화

웹드라마워크샵
(캡스톤디자인)

◐ ● ◐ 2 4 4

방송제작워크샵 ◐ ● ◐ 3 3 4

시나리오중급 ● ● ◐ 3 4 3

촬영중급 ◐ ● ◐ 2 4 4

편집중급 ◐ ● ◐ 3 3 4

영상사운드입문 ○ ● ○ 3 5 2

영상사운드심화 ◐ ● ◐ 3 5 2

영화사의명장면 ◐ ◐ ◐ 4 4 2

기초

시나리오초급 ◐ ◐ ○ 2 4 4

영상제작기초 ◐ ● ○ 3 3 4

영상문법 ◐ ● ◐ 4 4 2

스토리텔링 ● ○ ◐ 3 3 4

촬영초급 ◐ ● ○ 2 3 5

편집초급 ◐ ● ○ 3 3 4

포토그래피 ◐ ◐ ○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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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콘텐츠 기획능력 영상 제작능력 문화 융합능력

영화

(M)

   

전문

내러티브워크샵(2)(캡스톤디자인) 졸업영화제작(2)(캡스톤디자인)
조명워크샵
영상편집분석세미나
모션그래픽심화

실무

내러티브워크샵(1)
시나리오고급
영상연출

졸업영화제작(1)(캡스톤디자인)
촬영고급
편집고급
모션그래픽기초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심화

시나리오중급 웹드라마워크샵(캡스톤디자인)
촬영중급
편집중급
영상사운드입문
영상사운드심화

영화사의명장면
한국영화사

기초

시나리오초급
스토리텔링[초]

영상제작기초
영상문법[필]
촬영초급
편집초급[필]
포토그래피[초]

방송

(B)

전문

내러티브워크샵(2)(캡스톤디자인) 졸업영화제작(2)(캡스톤디자인)
다큐멘터리제작
조명워크샵
영상편집분석세미나
모션그래픽심화

실무

내러티브워크샵(1)
시나리오고급
방송기획
영상연출

졸업영화제작(1)(캡스톤디자인)
촬영고급
편집고급
모션그래픽기초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심화

시나리오중급 웹드라마워크샵(캡스톤디자인)
방송제작워크샵
촬영중급
편집중급
영상사운드입문
영상사운드심화

영화사의명장면

기초

시나리오초급
스토리텔링[초]

영상제작기초
영상문법[필]
촬영초급
편집초급[필]
포토그래피[초]

뮤직비디오 

/ CF

(C)

전문

내러티브워크샵(2)(캡스톤디자인) 졸업영화제작(2)(캡스톤디자인)
조명워크샵
영상편집분석세미나
모션그래픽심화

실무
내러티브워크샵(1)
영상연출

졸업영화제작(1)(캡스톤디자인)
촬영고급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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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콘텐츠 기획능력 영상 제작능력 문화 융합능력

편집고급
모션그래픽기초

심화

시나리오중급 웹드라마워크샵(캡스톤디자인)
촬영중급
편집중급
영상사운드입문

영화사의명장면

기초

시나리오초급
스토리텔링[초]

영상제작기초
영상문법[필]
촬영초급
편집초급[필]
포토그래피[초]

온라인 

콘텐츠

(O)

전문

내러티브워크샵(2)(캡스톤디자인) 졸업영화제작(2)(캡스톤디자인)
조명워크샵
영상편집분석세미나
모션그래픽심화

실무

내러티브워크샵(1)
방송기획
영상연출

졸업영화제작(1)(캡스톤디자인)
촬영고급
편집고급
모션그래픽기초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심화

시나리오중급 웹드라마워크샵(캡스톤디자인)
방송제작워크샵
촬영중급
편집중급
영상사운드입문

영화사의명장면

기초

시나리오초급
스토리텔링[초]

영상제작기초
영상문법[필]
촬영초급
편집초급[필]
포토그래피[초]

스토리 

구성작가

(S)

전문
내러티브워크샵(2)(캡스톤디자인) 졸업영화제작(2)(캡스톤디자인)

실무

내러티브워크샵(1)
시나리오고급
방송기획
영상연출

졸업영화제작(1)(캡스톤디자인)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심화
시나리오중급 웹드라마워크샵(캡스톤디자인)

방송제작워크샵
영상사운드입문

영화사의명장면

기초

시나리오초급
스토리텔링[초]

영상제작기초
영상문법[필]
촬영초급
편집초급[필]
포토그래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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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영상 기획 마인드
전문가적인 태도

제작 전공분야 활용
영상 제작

전문

내러티브워크샵(2)(캡)(G)
모션그래픽심화(MBCO)

졸업영화제작(2)(캡)(G)
다큐멘터리제작(B)
조명워크샵(MBCO)

영상편집분석세미나
(MBCO)

영상 기획 및 연구
협업적인 태도

제작 전공 분야 분담
실무

내러티브워크샵(1)(G)
모션그래픽기초(MBCO)

영상연출(G)
촬영고급(MBCO)
편집고급(MBCO)
방송기획(BOS)
시나리오고급(MBS)

졸업영화제작(1)(캡)(G)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G)

영상산업의 분석
영상제작의 이해

심화

방송제작워크샵(BOS)
촬영중급(MBCO)
편집중급(MBCO)
영상사운드입문(G)
영상사운드심화(MB)
영화사의명장면(G)

웹드라마워크샵(캡)(G)
시나리오중급(G)

영상산업의 이해
촬영현장의 이해 기초

영상제작기초(G)
촬영초급(G)
영상문법(G)
편집초급(G)
스토리텔링(G)
포토그래피(G)

시나리오초급(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M)영화 (B)방송 (C)뮤직비디오/CF (O)온라인콘텐츠 (S)스토리구성작가

비 
교 
과

▪ 전문가 특강 (연출, 기획, 촬영, 사운드, 시나리오, 색보정, 미술 등)
▪ 전주국제영화제 및 부산국제영화제 참여
▪ KOBA(방송장비전시회) 참관
▪ 스터디 그룹 (촬영, 편집, 색보정, 음향 믹싱, 시나리오 등) 
▪ 전주MBC ‘열려라TV’, KTV 편성개방 프로그램 공모준비 및 당선작 방영 
▪ 영상제작비 지원 등의 공모전 준비 (단편영화, UCC 등)

▪ 영화제 공모 준비
▪ 졸업영화 극장상영

영상제작 및 촬영장비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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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30)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0학점(기초 6 + 전필 6 + 전선 48) 이상

전필 6 1~4

전선
30 1~4
18 2~4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작품 
- 조건 : 단편영화, 방송다큐 등의 영상물 1편 제작
        (연출, 촬영, 편집, 사운드 등의 주요 포지션으로 참여)

졸업 이수학점 130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선 36)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선 36)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융합전공

1) 스토리미디어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단편영화워크샵, 공연영상제작워크숍,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2) 하림산학융합전공(홍보트랙)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과목
신설융합과목

(A)
참여학과 과목

(B)
기타

(A or B)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9학점 6학점 3학점 9학점 54학점

7과목
융합기초 

3과목 

현장실습 

3과목
2과목 1과목 3과목 18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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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4551 편집초급 Elementary Editing 3 3 기초 3 3 4

전선 13276 영상제작기초 Basic Film Making 3 3 기초 3 3 4

기초 16022 포토그래피 Photography 3 3 기초 3 3 4

2

전필 14287 영상문법 Grammar of The Film Language 3 3 기초 4 4 2

전선 14546　촬영초급 Elementary Cinematography 3 3 기초 2 3 5

기초 16047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3 3 기초 3 3 4

2

1

전선 13277 방송제작워크샵 Basic of TV Program 3 3 심화 3 3 4

전선 15904 시나리오초급 Scenario Basic 3 3 기초 2 4 4

전선 14552 촬영중급 Intermediate Cinematography 3 3 심화 2 4 4

전선 15906 영상사운드입문 Elementary Sound Design 3 3 심화 3 5 2

전선 15908 영화사의명장면 Best Scenes of Cinema History 3 3 심화 4 4 2

2

전선 13649 내러티브워크샵(1) Narrative Workshop(1) 3 3 실무 3 3 4

전선 14286 편집중급 Intermediate Editing 3 3 심화 3 3 4

전선 15905 영상사운드심화 Advanced Sound Design 3 3 심화 3 5 2

전선 15852 모션그래픽기초 Motion Graphics Basic 3 3 실무 3 5 2

3

1

전선 15841 웹드라마워크샵
(캡스톤디자인) Web Drama Workshop(Capstone Design) 3 3 심화 2 4 4

전선 15079 시나리오중급 Intermediate Scenario 3 3 심화 3 4 3

전선 15081 촬영고급 Advanced Cinematography 3 3 실무 2 4 4

전선 15903 모션그래픽심화 Advanced Motion Graphic 3 3 전문 2 5 3

2

전선 14388 내러티브워크샵(2)
(캡스톤디자인) Narrative Workshop(2)(Capstone Design) 3 3 전문 2 4 4

전선 16213 영상연출 Study on Directing 3 3 실무 4 4 2

전선 16215 방송기획 TV Program Planning 3 3 실무 3 4 3

전선 14555 시나리오고급 Advanced Screenplay 3 3 실무 2 5 3

전선 14802 편집고급 Advanced Editing 3 3 실무 2 4 4

4

1

전선 15909 졸업영화제작(1)
(캡스톤디자인)

Graduation Film Workshop (1)
(Capstone Design) 3 3 실무 2 4 4

전선 15691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Film Analysis Workshop 3 3 실무 4 4 2

전선 15840 영상편집분석세미나 Video Editing Analysis Seminar 3 3 전문 2 4 4

2

전선 16214 졸업영화제작(2)
(캡스톤디자인)

Graduation Film Workshop(2)
(Capstone Design) 3 3 전문 2 4 4

전선 16216 다큐멘터리제작 Production Documentary 3 3 전문 2 4 4

전선 16217 조명워크샵 Lighting Workshop 3 3 전문 4 4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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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34)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모든 콘텐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배워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과 함께 삶을 돌아보고 

재구성하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러를 양성한다.

Storytelling is the basics of all contents. Through 

learning storytelling, students develop knowledge 

in humanities and broaden creativity: they 

retrospect and reconstitute life. 

기초
(334)

포토그래피 Photography

영상의 기본 단위인 프레임의 미학에 대해 이해하

고 연구하는 수업이다. 목적에 적합한 사진을 효과

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이미

지 스토리텔링과 영상 미장센의 기초 방법을 습득

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and study the 

aesthetics of frame, which is the basic unit of 

video. Students will learn how to effectively take 

pictures suitable for their purpose, and through 

this, they will learn the basics of image 

storytelling and Mise-en-scen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34)

편집초급 Elementary Editing

초기 영상편집의 역사와 NLE 영상편집의 기초 지

식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영상편집이 무엇이며 영

상제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명확하

고 목적성 있는 편집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지식

과 실무능력을 향상시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will acquire the history of 

early film editing and basic knowledge of NLE 

video editing. This is to understand what editing is 

and what role it plays in fil production,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improving basic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for clear and purposeful 

editing.

기초
(442)

영상문법 Grammar of The Film Language 

영상문법은 영상언어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 필

요한 규칙이다. 화면 구성의 영상문법을 습득하고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파괴되고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영상제작에서 가장 기본적

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한다.

The grammar of the film language is a very 

important for composing films. The aim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 composing and editing 

shots. Also student will find out how to break the 

rules and apply them va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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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34)

영상제작기초 Basic Film Making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 개

념과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기초 영화제작으

로 대사를 사용하지 않는 영상언어를 습득하고, 영

화제작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제작에 대한 기초 

기술과 더불어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단편적인 장면구성도 연출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the basic tools 

and techniques of film making. You’ll cover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basic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digital 

camera operation, sound and lighting techniques, 

as well as an overview of the digital editing 

process.

기초
(235)

촬영초급 Elementary Cinematography

영상 촬영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조작법을 연습한다. 영화 촬영에 필요한 장비의 종

류와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 영상 제작에 활용해 

보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cinematography and practice basic 

operating. Student will find out all kinds of 

equipments and the use of them.

심화
(334)

방송제작워크샵 Basic of TV Program

기초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

정이다.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들을 

이해하고,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을 실습한다. 방송

제작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제작 실습

을 통해, 고급 방송 제작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the basic tools 

and techniques of TV program. You’ll cover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basic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V program 

production.

기초
(244)

시나리오초급 Scenario Basic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그리고 '글쓰기'란 무엇인가

를 학생 자신의 경험과 시나리오 감독과 필사를 

통해 배운다. 시나리오의 구성 작법을 이해하고 단

편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문학적인 글쓰기와의 차

이를 인식하고, 시각매체인 영화의 특성에 맞는 시

나리오 작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Examination of screen writing fundamentals: 

structure, character and scene development, 

conflict, locale, theme, history of drama.

심화
(244)

촬영중급 Intermediate Cinematography

촬영초급의 심화과정으로 카메라 움직임과 렌즈의 

사용을 이해하고 조명설계를 통한 촬영방법을 습

득한다. 실내촬영, 실외 촬영, 낮 촬영과 밤 촬영 

등 다양한 빛의 상황에 대한 조명설계를 통해 촬

영 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is advanced course of Elementary 

Cinematography. The aim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photographing. Through analyzing of lighting  that is 

consist of color, tone and mood, student will find out 

how to improve their works of photographing. Also 

student exercise various camera and lighting 

instrument.

심화
(352)

영상사운드입문 Elementary Sound Design

음향에 대한 폭넓은 개념부터 영화에 필요한 요소

까지를 배워서 실제 영화제작에서 음향이 재현되는 

세부적인 과정을 인지토록 한다. 또한 영상에서의 

음향이 가진 미학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

Advanced course designed to practice sound & 

video work in the practical, technical, and 

aesthetic aspects of sound for visu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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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다.

심화
(442)

영화사의명장면 Best Scenes of Cinema History

영화 언어형성의 방법 및 예술형식의 발달과정, 그

리고 시대 사회적 배경에 따른 사조적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상을 진단한다. 찰리 채플린, 존 

포드, 알프레드 히치코크, 오손 웰즈 등 위대한 작

가 감독의 작품을 연구한다.

Today’s strongest film maker's actively study the 

films of the past for inspiration, guidance, and 

focus. You will study the films of some of the 

great Auteur directors, including Chaplin, Ford, 

Griffith, Hawkes, Hitchcock, Keaton, Lang, Lubitsch, 

Ophuls, Preminger, Renoir, von Sternberg, and 

Welles.

실무
(334)

내러티브워크샵(1) Narrative Workshop(1)

실제 단편 영화영상작품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습

득케 함으로써 영화제작에  있어 문제점들을 이해

하고, 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 녹음 등 다양한 

영화제작분야의 특성을 체험한다. 또한 디지털 매

체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the tools and 

techniques of digital film production. You will 

cover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basic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digital camera operation, sound and lighting 

techniques, as well as an overview of the digital 

editing process.

심화
(334)

편집중급 Intermediate Editing

디지털 매체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영화 제작 

형태도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아날로그 시

절의 종합편집실에서 하던 작업을 이제 한대의 PC

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디지털편집 시스템의 특

성을 이해하고 사용방법을 익힌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digital nonlinear 

editing techniques covering the post-production 

work flow from logging of source footage through 

capture, editing, and output.

심화
(352)

영상사운드심화 Advanced Sound Design

음향에 대한 개념부터 영화에 필요한 요소까지 배

워서 실제 영상제작에서 음향이 재현되는 세부적 

과정을 인지토록 학습한다.

From the concept against an acoustic until the 

element which is necessary to a motion picture to 

learn and it probably is a detail process where the 

acoustic is reappeared from actual image production 

in order.

실무
(352)

모션그래픽기초 Motion Graphics Basic

영상 제작에 편집 이상의 다양한 그래픽 툴을 필

요로 한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활용법을 알아보

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힌다.

Video production requires a variety of graphic 

programs, more than editing. Find out how to use 

these programs and learn the basics.

심화
(244)

웹드라마워크샵(캡스톤디자인) Web Drama Workshop(Capstone Design)

웹드라마의 주제와 제작기법을 연구하여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하나의 웹드라마

를 기획하여 여러 편의 시리즈로 제작해본다.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online contents by studying the 

themes and production techniques of web-dramas. 

After that, all the students plan and produce one web 

drama.

심화

시나리오중급 Intermediate Scenario

시나리오초급의 계속 및 심화학습. 좋은 스토리의 요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stru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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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343)

건을 파악하고, 스토리텔링의 기초와 이야기 구성요

소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영화 시나리오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극영화대본의 기초를 습득한다.

good story. You'll analyze various scenario of 

famous director and understand basic of 

storytelling.

실무
(244)

촬영고급 Advanced Cinematography

HD영화제작에 대한 조명과 촬영에 대한 다양한 기

법을 습득한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HD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필름 촬영과 다

른 HD 카메라의 특성과 조명방법을 연구하고, 최

고의 디지털 화질을 위한 방법을 습득한다.

The lighting and camera crew is a key component 

in film making. Get hands-on experience working 

with HD Camera, and learn the basic techniques 

of cinematography and lighting, including use of 

equipment, camera operation, composition, 

shooting for the edit, and the dolly shot

전문
(253)

모션그래픽심화 Advanced Motion Graphic

비디오 영상 혹은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영

상 속에 다양한 움직임이나 회전의 환영을 만들어

낸다.

This course is to use video footage and/or 

animation technology to create the illusion of 

motion or rotation, and are usually combined with 

audio for use in multimedia projects.

전문
(244)

내러티브워크샵(2)(캡스톤디자인) Narrative Workshop(2)(Capstone Design)

내러티브워크샵(1)의 계속 및 심화학습. 20분 내외

의 단편영화 작품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습득케 

함으로써 영화제작에  있어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 녹 등 다양한 영화제

작분야의 특성을 체험한다. 또한 디지털 매체의 특

성을 활용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the tools and 

narrative workshop(1) production. You’ll cover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basic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digital 

camera operation, sound and lighting techniques, 

as well as an overview of the digital editing 

process.

실무
(442)

영상연출 Study on Directing

효율적인 영화제작을 위해 영화를 어떻게 형상화

할지에 대한 연출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This class is to study how director gives direction 

to the cast and crew and createan overall vision 

through which a film eventually becomes realized.

실무
(343)

방송기획 TV Program Planning

방송기획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이 과목에서는 방송제작에 있어서 

기획의 역할, 주요 전략 이론 및 발전과정, 전략모

델, 기획의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TV program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making of TV program.  The course of 

TV program planning provides serial lectures 

focusing on analysis of roles of planning, major 

theories of strategy, the development of planning, 

strategic models and the procedures of planning 

with respect to TV program planning

실무
(253)

시나리오고급 Advanced Screenplay

시나리오중급의 계속 및 심화학습. 좋은 스토리의 

요건을 파악하고, 스토리텔링의 기초와 이야기 구성

요소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structure of 

good story. You'll analyze various scenario of 

famous director and understand bas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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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양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영화 시나리오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극영화대본의 기초를 습득

한다.

storytelling.

실무
(244)

편집고급 Advanced Editing

영화의 다양한 장르편집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다

양한 작가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상업적

인 성격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장르에 대해 알아

보고, 독특한 편집스타일을 분석한다. 이들 작품들

을 통해 장르 영화의 미학적 완성도를 이해하고, 

실제 영화제작에 이를 응용함으로서 좀 더 뛰어난 

영화제작의 바탕을 마련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aesthetics of 

cinema. You'll analyze various editing style of 

genre.

실무
(244)

졸업영화제작(1)(캡스톤디자인) Graduation Film Workshop(1)(Capstone Design)

졸업영화제작 코스로서, 연출, 촬영, 각본 등 제작

과정을 최종 평가하는 과목이다. 실습작품의 수준

을 넘어서 극장용 상영이 가능한 수준의 촬영 장

비를 가지고, 작품성과 재미를 갖춘 영화를 제작한

다. 졸업영화제작(2)(캡스톤디자인)와의 연계 수업

으로 개인별 진행 상태에 따라 촬영기간을 1학기, 

2학기 구분하여 진행한다.

Students will confront the advanced film maker's 

storytelling craft, and be asked to write and 

workshop a script for a short narrative. The 

filming period is divided into 1st semester and 2nd 

semester depending on individual progress.

실무
(442)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Film Analysis Workshop

영화의 다양한 장르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작가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고유한 작가적 미학을 완성한 감독의 

작품들을 통해 예술로서의 영화의 지위에 오른 영

화의 미학적 완성도를 이해하고, 실제 영화제작에 

이를 응용함으로서 좀 더 뛰어난 영화제작의 바탕

을 마련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aesthetics of 

cinema. You'll analyze various genre and style of 

famous director.

전문
(244)

영상편집분석세미나 Video Editing Analysis Seminar

영화, 드라마, 방송,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

폼과 매체의 영상을 편집의 관점에서 감상하고 분

석한다. 이를 통해 고전적 편집문법의 다양한 활용

과 시대적 변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여러 편집 방식들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examines and analyzes videos from 

various platforms and media such as movies, 

dramas, broadcasts, and online contents from the 

perspective of editing. Through this, students can 

learn about the various uses of classical editing 

grammar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times, and 

study and discuss various editing methods suitable 

for the subject and purpose.

전문
(244)

졸업영화제작(2)(캡스톤디자인) Graduation Film Workshop (2)(Capstone Design)

졸업영화제작(1)(캡스톤디자인)의 계속 및 심화학

습. 졸업영화를 전제로 한 고급영화제작 코스로서, 

연출, 촬영, 각본 등 제작과정을 최종 평가하는 과

목이다. 실습작품의 수준을 넘어서 극장용 상영이 

Continued learning of the graduation film 

workshop (2)(capstone design). Students will 

confront the advanced film maker's storytelling 

craft, and be asked to write and worksho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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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가능한 수준의 촬영 장비를 가지고, 작품성과 재미

를 갖춘 영화를 제작한다.

script for a short narrative.

전문
(442)

조명워크샵 Lighting Workshop

영화 조명의 가장 기본적인 3점 조명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영상물의 인물 라이팅을 습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간, 실내, 로케이션, 조명을 실습한

다. 영화 방송, 다양한 미디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창의적인 조명 설계를 목표로 하는 실기 위

주의 수업이다.

Starting with the most basic three-point lighting of 

the cinematic films, it acquires character lighting 

from various situation. furthermore, practice the 

lighting about space, indoor, and location. The 

practical class aimed  by students who designing 

creative lighting. so that can be used in movie, 

broadcasting and various media.



754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예술심리치료학과 (Dept. of Creative Arts Psychotherapy)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는 예술심리치료 분야 글로벌 인재  

전공능력  예술매체 응용능력·내담자 특성 이해능력·임상 적용능력·전문적 의사소통 및 상담 능력 

교육목표
예술심리치료학과는 국제기준에 준거하여 예술적 소양을 다양한 임상분야에 활용하고 적용

시킬 수 있는 예술심리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 임상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예술적 소양과 실기 능력을 갖춘 예술심리치료 전문가를 양성

하기 위한 예술실기 교육 과정 운영

◾ 임상분야의 심도 깊은 지식 습득 및 학문적 소양을 고취시켜,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의 적

용 능력 함양

◾ 국제기준에 준거하는 임상실습 및 인턴십을 제공하는 한편, 임상현장감독(on-site supervisor)

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교내 임상지도(clinical supervision: tutorial) 제공

◾ 임상관련기관 산학협력을 통해 장·단기 임상 실습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하는 한편, 산학

협력 공동연구 진행

◾ 전공 관련 해외 우수 대학과 MOU 등 지속적 협력관계를 맺고,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유학 

및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공인예술심리치료사 자격증 제도의 확립을 위해 학회와 협회 활동의 활성화 

수여학위 예술심리치료학사 (Bachelor of Creative Arts Psychotherapy)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심리상담센터

예술치료사

예술심리중재전문가 1급, 음악중재전문가(KCMT),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임상심

리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노인요양원 

예술치료사

예술심리중재전문가 1급,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KCMT), 임상미술심

리상담사

언어치료센터

예술치료사

예술심리중재전문가 1급, 음악중재전문가(KCMT),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임상심

리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병원(대학병원, 

정신과 등) 

예술치료사

예술심리중재전문가 1급,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KCMT), 임상미술심

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일반학교

(초·중·고)

의 방과 후 

예술치료사

예술심리중재전문가 1급,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KCMT), 임상미술심
리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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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예술매체 응용 내담자 특성  이해 임상 적용

전문적 의사소통 및 
상담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예술매체 응용

정의 다양한 예술 매체를 구체적인 사례에 맞추어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본적으로 건반·기타·목소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다양한 미술 재료의 특성을 알고, 계획에 맞춰 적용할 줄 안다.

내담자 특성 
이해

정의
각 내담자의 치료 동기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 목적 및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준거
◾내담자 특성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치료 목적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내담자에게 필요한 치료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 적용

정의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한 예술매체를 적용하며 내담자와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예술심리치료 임상기법의 이론을 습득하여 이를 적절하게 실무에 적용한다.
◾치료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설정한 치료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전문적 의사소통 
및 상담

정의 내담자 및 내담자 관련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내담자와 보호자, 기관 담당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치료관련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예술매체 응용 내담자 특성  이해 임상 적용

전문적 의사소통 및 
상담

심리상담센터

예술치료사
◐ ● ● ●

노인요양원

예술치료사
◐ ● ● ◐

언어치료센터 

예술치료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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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병원

(대학병원,정신과 
등)

예술치료사

◐ ● ● ●

일반학교

(초·중·고)의 

방과 후 

예술치료사

◐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인턴쉽을 통한 

예술심리치료 전공의 

전문화 단계

예술치료 매체와 중재 기법의 

심화단계, 예술심리치료전략 

수립 

임상관련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임상실습입문 및 임상 

대상자별 적용 

예술심리치료집단 경험 및 

예술치료 사례연구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예술매체를 통한 관찰과 참여 

기술 

현장임상 실습에서의 

협업적인 태도, 자신이 맡은 

내담자에 대한 책임감

심화

예술심리치료의 

심화이론과 실제: 

음악/미술치료 심리진단과 

평가, 임상기법 및 

대상자별 적용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심화된 예술실기 (음악, 미술)  

및 예술심리치료 훈련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한 

적극적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예술심리치료의 이해, 

기초 개론 소개  
기초 예술 실기 (음악, 미술)

예술매체를 통한 적극적 자기 

탐색 및 치료사의 기본 자세 

습득: 공감(empathy)과 

경청(listening)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예술매체 
응용

내담자 
특성 이해

임상 적용
전문적 

의사소통 
및 상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음악치료인턴쉽과슈퍼비전1 ◐ ● ● ● 3 5 2

음악치료인턴쉽과슈퍼비전2 ◐ ● ● ● 3 5 2

미술치료인턴쉽과슈퍼비전1 ◐ ● ● ● 3 5 2

미술치료인턴쉽과슈퍼비전2 ◐ ● ● ● 3 5 2

장애아동의이해 ○ ● ◐ ● 5 2 3

예술심리치료스타트업 ○ ◐ ◐ ●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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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예술매체 
응용

내담자 
특성 이해

임상 적용
전문적 

의사소통 
및 상담

지식
(K)

기술
(S)

태도
(A)

가족치료와부모상담 ○ ◐ ◐ ● 4 2 4

실무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전1 ◐ ● ● ◐ 3 5 2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전2 ◐ ● ● ◐ 3 5 2

즉흥연주 ● ◐ ● ○ 4 4 2

아동음악 ◐ ● ◐ ○ 5 3 2

아동미술 ◐ ● ◐ ○ 5 3 2

성인/노인을위한음악치료 ● ● ◐ ○ 5 3 2

성인/노인을위한미술치료 ● ● ◐ ○ 5 3 2

예술치료사례연구 ◐ ● ● ◐ 5 3 2

심화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 ◐ ● ● ○ 4 4 2

미술심리진단평가 ◐ ● ● ○ 4 4 2

음악치료임상기술 ◐ ● ● ◐ 5 3 2

미술치료임상기술 ◐ ● ● ◐ 5 3 2

집단예술치료(1) ◐ ◐ ● ◐ 2 5 3

집단예술치료(2) ◐ ◐ ● ◐ 2 5 3

발달심리학 ○ ● ◐ ◐ 7 1 2

상담심리학 ○ ● ◐ ● 6 2 2

놀이지도 ○ ● ◐ ◐ 6 2 2

예술치료표현기법(1)-기타 ● ○ ○ ○ 2 6 2

매체연구 및 실습 ● ○ ○ ○ 2 6 2

예술치료표현기법(3)-기타응용 ● ○ ○ ○ 2 6 2

예술치료표현기법(4)-입체 ● ○ ○ ○ 2 6 2

예술치료표현기법(5)-건반 ● ○ ○ ○ 2 6 2

미술표현기법 ● ○ ○ ○ 2 6 2

예술치료표현기법(7)-건반응용 ● ○ ○ ○ 2 6 2

창의적미술치료 ● ○ ○ ○ 2 6 2

기초

음악치료개론 ○ ◐ ◐ ◐ 6 2 2

미술치료학개론 ○ ◐ ◐ ◐ 6 2 2

예술의이해 ◐ ○ ◐ ○ 6 2 2

심리학개론 ○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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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예술매체응용 능력 내담자 특성 이해 임상 적용 전문적 의사소통 및 

상담능력

심리상담센터

예술치료사

(P)

전문

장애아동의이해[필] 음악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미술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예술심리치료스타트업[필]
가족치료와부모상담

실무

즉흥연주 아동음악
아동미술
성인/노인을위한음악치료
성인/노인을위한미술치료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
전(1),(2)[필]
예술치료사례연구

심화

예술치료표현기법((1))-기타
매체연구및실습
예술치료표현기법(3)-기타응용
예술치료표현기법(4)-입체
예술치료표현기법(5)-건반
미술표현기법
예술치료표현기법(7)-건반응용
창의적미술치료

발달심리학[필]
놀이지도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필]
미술심리진단평가[필]
음악치료임상기술[필]
미술치료임상기술[필]
집단예술치료(1),(2)

상담심리학

 기초
예술의이해[초] 심리학개론[초] 음악치료개론[필]

미술치료학개론[필]

노인요양원

예술치료사

(N)

전문

장애아동의이해[필] 음악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미술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예술심리치료스타트업[필]

실무

즉흥연주 성인/노인을위한음악치료
성인/노인을위한미술치료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
전(1),(2)[필]
예술치료사례연구

심화

예술치료표현기법((1))-기타
매체연구 및 실습
예술치료표현기법(3)-기타응용
예술치료표현기법(4)-입체
예술치료표현기법(5)-건반
미술표현기법
예술치료표현기법(7)-건반응용
창의적미술치료

발달심리학[필]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필]
미술심리진단평가[필]
음악치료임상기술[필]
미술치료임상기술[필]
집단예술치료(1),(2)

상담심리학

기초
예술의이해[초] 심리학개론[초] 음악치료개론[필]

미술치료학개론[필]

언어치료센터 

예술치료사

(L)

전문

장애아동의이해[필] 음악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미술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예술심리치료스타트업[필]
가족치료와부모상담

실무

즉흥연주 아동음악
아동미술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
전(1),(2)[필]
예술치료사례연구

심화
예술치료표현기법((1))-기타
매체연구및실습

발달심리학[필]
놀이지도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필]
미술심리진단평가[필]

상담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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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예술매체응용 능력 내담자 특성 이해 임상 적용 전문적 의사소통 및 

상담능력

예술치료표현기법(3)-기타응용
예술치료표현기법(4)-입체
예술치료표현기법(5)-건반
미술표현기법
예술치료표현기법(7)-건반응용
창의적미술치료

음악치료임상기술[필]
미술치료임상기술[필]
집단예술치료(1),(2)

기초
예술의이해[초] 심리학개론[초] 음악치료개론[필]

미술치료학개론[필]

병원

(대학병원,

정신과 등)

예술치료사

(H)

전문

장애아동의이해[필] 음악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미술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예술심리치료스타트업[필]
가족치료와부모상담

실무

즉흥연주 아동음악
아동미술
성인/노인을위한음악치료
성인/노인을위한미술치료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
전(1),(2)[필]
예술치료사례연구

심화

예술치료표현기법((1))-기타
매체연구및실습
예술치료표현기법(3)-기타응용
예술치료표현기법(4)-입체
예술치료표현기법(5)-건반
미술표현기법
예술치료표현기법(7)-건반응용
창의적미술치료

발달심리학[필]
놀이지도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필]
미술심리진단평가[필]
음악치료임상기술[필]
미술치료임상기술[필]
집단예술치료((1)),(2)

상담심리학

기초
예술의이해[초] 심리학개론[초] 음악치료개론[필]

미술치료학개론[필]

일반학교

(초·중·고) 

방과후 

예술치료사

(S)

전문

장애아동의이해[필] 음악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미술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
전(1),(2)

예술심리치료스타트업[필]
가족치료와부모상담

실무

즉흥연주 아동음악
아동미술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
전(1),(2)[필]
예술치료사례연구

심화

예술치료표현기법((1))-기타
매체연구및실습
예술치료표현기법(3)-기타응용
예술치료표현기법(4)-입체
예술치료표현기법(5)-건반
미술표현기법
예술치료표현기법(7)-건반응용
창의적미술치료

발달심리학[필]
놀이지도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필]
미술심리진단평가[필]
음악치료임상기술[필]
미술치료임상기술[필]
집단예술치료(1),(2)

상담심리학

기초
예술의이해[초] 심리학개론[초] 음악치료개론[필]

미술치료학개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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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인턴쉽을 통한 전문화 
치료 전략 전문화

에술매체 응용 및 개발  
전문

음악치료인턴쉽과슈퍼비전

(1),(2) (G) 

미술치료인턴쉽과슈퍼비전

(1),(2) (G)

가족치료와부모상담 (PLHS)

예술심리치료스타트업 (G) 

장애아동의이해 (G)

임상실습입문
대상자별 맞춤형 

치료전략 
사례연구를 통한 
임상능력 개발 

실무

아동음악 (PLHS)

아동미술 (PLHS)

성인/노인을위한음악치료(PNH)

성인/노인을위한미술치료(PNH)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
비전(1),(2) (G) 

예술치료사례연구 (G)  

즉흥연주 (G)

예술심리치료의 
심화이론과 실제 
임상적용 가능한 
심화예술실기 및 

관찰실습훈련 

심화

발달심리학 (G)

매체연구및실습 (G) 

예술치료표현기법(4) (G)

예술치료표현기법(1),(5) (G)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 (G) 

음악치료임상기술 (G)

미술심리진단평가 (G) 

미술치료임상기술 (G)

예술치료표현기법(3),(7) (G)

미술표현기법 (G)

창의적미술치료 (G)

집단예술치료(1) (G) 

집단예술치료(2) (G) 

상담심리학 (G) 

놀이지도 (PLHS)

예술심리치료의 이해
기초 개론 및 
예술실기훈련

기초

음악치료개론 (G) 

미술치료학개론 (G)

예술의이해 (G)

심리학개론 (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G)공통교과 (P)심리상담센터 예술치료사 (N)노인요양원 예술치료사 (L)언어치료
센터 예술치료사 (H)병원(대학병원, 정신과 등) 예술치료사 (S)일반학교(초·중·고) 방과후 예술치
료사

비
교
과

 학과단위 전공연계 해외연수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의 역할과 요구되는 전문성

 전공영어교육

 무용동작치료

 예술심리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소양과 현장 업무 능력

 예술심리치료학과 음악회 및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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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65학점(기초 6 + 전필 32 + 전선 27) 이상 

- 심화과정: 전공 86학점(기초 6 + 전필 32 + 전선 48) 이상

전필 32 1~4

전선
27 1~4

21 2~4

졸업자격(논문) P 4  예술심리중재전문가 자격증 2급 이상 취득

졸업 이수학점 130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2 + 전선 27)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2 + 전선 27)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연계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
전공

51학점 이상 21학점 이내 30학점 이상 39학점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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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심화,실무,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2134 음악치료개론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3 3 기초 6 2 2

전필 13209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3 3 심화 7 1 2

전선 13960 예술치료표현기법(1)-기타 Creative Arts Method (1)- Guitar 2 2 심화 2 6 2

전선 16306 매체연구및실습 Art Therapy Materials 2 2 심화 2 6 2

기초 16020 예술의이해 Comprehension of Arts 3 3 기초 6 2 2

2

전필 16308 미술치료학개론 Introduction to Art Therapy Counseling 3 3 기초 6 2 2

전선 13962 예술치료표현기법(4)-입체
Creative Arts Method (4) 
- Dimensional work 

2 2 심화 2 6 2

전선 13973 예술치료표현기법(5)-건반 Creative Arts Method (5) – Keyboard 2 2 심화 2 6 2

기초 16019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3 3 기초 6 2 2

2

1

전필 13972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 Music Therapy Assessment & Evaluation 3 3 심화 4 4 2

전필 16307 미술심리진단평가
Psychological Diagnosis and Assessment of 
Drawings

3 3 심화 4 4 2

전선 12521 아동미술 Art Therapy for Children 3 3 실무 5 3 2

전선 13971 예술치료표현기법(3)
-기타응용

Creative Arts Methods (3) 
- Guitar Improvisation 2 2 심화 2 6 2

전선 16309 미술표현기법 Art Expression & Techniques 2 2 심화  2 6 2

전선 14222 아동음악 Music Therapy for Children 3 3 실무 5 3 2

2

전필 15743 음악치료임상기술 Music Therapy Techniques 3 3 심화 5 3 2

전필 15742 미술치료임상기술 Art Therapy Techniques 3 3 심화 5 3 2

전선 13967 성인/노인을위한미술치료 Art Therapy for Adults & Elderly 3 3 실무 5 3 2

전선 13974 성인/노인을위한음악치료 Music Therapy for Adults & Elderly 3 3 실무 5 3 2

전선 13963 예술치료표현기법(7)
-건반응용

Creative Arts Method (7)
- Keyboard Improvisation 2 2 심화 2 6 2

전선 16311 창의적미술치료 Creative Art Therapy Seminar 2 2 심화 2 6 2

3

1

전필 13965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전(1) Creative Arts Therapy Clinical Practice & 
Supervision(1) 3 3 실무 2 6 2

전선 13968 집단예술치료(1) Group Creative Arts Therapy (1) 3 4 심화 2 5 3

전선 13964 예술치료사례연구 Creative Arts Therapy Case Study 2 2 실무 5 3 2

전선 16310 즉흥연주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2 2 실무 4 4 2

전선 13969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 2 2 심화 6 2 2

2

전필 13975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전(2) Creative Arts Therapy Clinical Practice & 
Supervision2 3 3 실무 2 6 2

전선 13978 집단예술치료(2) Group Creative Arts Therapy(2) 3 4 심화 2 5 3

전선 12693 놀이지도 Play Instruction 3 3 심화  6 2 2

4

1

전필 15688 장애아동의 이해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3 3 전문 5 2 3

전필 16084 예술심리치료스타트업 Creative Arts Psychotherapy Start-up 2 2 전문 3 4 3

전선 15686 음악치료현장인턴쉽과
슈퍼비전(1)

Music Therapy Field Internship & 
Supervision (1) 3 3 전문 3 5 2

전선 15687 미술치료현장인턴쉽과
슈퍼비전(1)

Art Therapy Field Internship & 
Supervision(1) 3 3 전문 3 5 2

2

전선 15700 음악치료현장인턴쉽과
슈퍼비전(2)

Music Therapy Field Internship & 
Supervision(2) 3 3 전문 3 5 2

전선 15699 미술치료현장인턴쉽과
슈퍼비전(2)

Art Therapy Field Internship & 
Supervision(2) 3 3 전문 3 5 2

전선 15698 가족치료와부모상담 Family Therapy and Parent Counseling 3 3 전문 4 2 4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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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712)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major psychological 

concepts and principles.

기초
(712)

예술의이해 Comprehension of Arts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음악 전문용어들을 

배우며 음악감상 등을 통해 음악에 대해 쉽게 접

근할 수 있으며, 서양과 한국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알아보고 작품 감상을 통해 미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is devoted to acquiring basic 

knowledge of music, musical terminology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rt.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음악치료개론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음악치료의 기초이론, 원리, 임상적용 등을 다루며, 

음악을 주매체로 사용하는 치료기법의 이해를 도

모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he theorie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music therapy with 

reference points in many areas of psychology, 

and psychology of music and therapy.

심화
(712)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인간의 생애를 통해 심신의 성장 발달과정을 심리

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다루는 것으로 특히 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상발달과 이상발달을 함께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developmental psyc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also known as human 

development, is the scientific study of systematic 

psychological changes that occur in human beings 

over the course of their life span. Originally 

concerned with infants and children, the field has 

expanded to include adolescence, adult 

development, aging, and the entire life span.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both typical 

development and abnormal development.

기초
(622)

미술치료학개론 Introduction to Art Therapy Counseling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본 테라피를 중심으로, 개인 및 단체의 표현이 시

대별 공간별 문화적 배경에 의해 어떻게 달리 나

타났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the history of Art 

Therapy through Fine Art from Ancient Age to 

these days with the view of the history of Fine 

Art. Students will investigate how the expressions 

and their meaning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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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to the sociocultural backgrounds.

심화
(442)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 Music Therapy Assessment and Evaluation

음악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을 활성화한다.

This course provides assessment and evaluation 

skills using music and musical activities in music 

therapy.

심화
(442)

미술심리진단평가
Psychological Diagnosis and Assessment of 

Drawings

투사적 그림검사(HTP와 KFD를 중심으로)의 역사, 

종류 및 이론적 접근법, 실시 방법 등을 소개하며, 

그림기법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평가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을 활성화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Projective Drawing 

Tests(HTP and KFD): Its background, different 

types of projective drawing tests, and their 

applications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ir use in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art therapy.

심화
(532)

음악치료임상기술 Music Therapy Techniques 

내담자의 특성과 병리, 상태에 따라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치료 기법과 기술을 

소개하고 탐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models and 

methods in music therapy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apply effective clinical skills 

depending on the client’s needs.

심화
(532)

미술치료임상기술 Art Therapy Techniques 

내담자의 특성과 병리, 상태에 따라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치료 기법과 기술을 

소개하고 탐구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various models and 

methods in art therapy in order to enhance 

students’ability to apply effective clinical skills 

depending on the client’s needs.

실무
(262)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전(1)
Creative Arts Therapy Clinical Practice & 

Supervision(1)

예술치료사 훈련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임상실

습을 다루며,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2학기 간 

주 1회 (하루 8시간 기본) 총 16주 기관실습을 실

시한다. (총 360시간 이상). 임상현장에서 예술치료

나 관련 전문가의 현장 수퍼비젼을 받으며, 전주대 

예술치료학과 교수진의 수퍼비젼을 함께 병행한다. 

매학기 예술치료학과 학과장의 주관 하에 교수진

과 기관 수퍼바이져의 실습회의가 열리며, 필요에 

따라 교수진이 기관현장지도를 하기도 한다.

 Practical experience of creative arts therapy 

gained through a minimum of 16 week clinical 

practice with weekly supervision. Students are to 

experience with various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adults and elderly.

실무
(262)

예술치료임상실습과슈퍼비전(2)
Creative Arts Therapy Clinical Practice & 

Supervision(2)

예술치료사 훈련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임상실

습을 다루며,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2학기 간 

주 1회 (하루 8시간 기본) 총 16주 기관실습을 실

 Practical experience of creative arts therapy 

gained through a minimum of 16 week clinical 

practice with weekly supervision. Students a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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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262)

예술치료표현기법(1)-기타 Creative Arts Method (1) - Guitar 

예술치료 입문에 필요한 초급기타연주의 기초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skills for guitar 

playing.

심화
(262)

매체연구 및 실습 Art Therapy Materials

미술기법의 기초과정으로 드로잉과 페인팅을 배운

다.

This course provides basic skills in drawing and 

Painting.

심화
(262)

예술치료표현기법(4)-입체 Creative Arts Method (4) – Dimentional work 

미술치료 임상실습의 선수과목으로 보다 심도 깊은 

미술표현에 대한 실습 과정으로서 조형작업의 다양

한 기법을 학습한다.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소/ 조각, 또는 도예 뿐 만 아니라 장식미

술과 공예미술을 포함하는 입체표현 기술을 훈련한

다.

This course provides practical arts skills that 

include decorative arts and crafts as well as 

modeling such as sculpture, or ceramics in clinical 

practice.

심화
(262)

예술치료표현기법(5)-건반 Creative Arts Methods (5) - Keyboard

臨床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음악연주 기술을 가

르치는 과목으로, 피아노 반주법 및 기술을 다룬다. 

이 과정은 임상에 자주 활용되는 실질적 음악기술 

(연주법)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기본 과정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skills for keyboard 

playing.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시한다.(총 360시간 이상). 임상현장에서 예술치료

나 관련 전문가의 현장 수퍼비젼을 받으며, 전주대 

예술치료학과 교수진의 수퍼비젼을 함께 병행한다. 

매학기 예술치료학과 학과장의 주관 하에 교수진

과 기관 수퍼바이져의 실습회의가 열리며, 필요에 

따라 교수진이 기관현장지도를 하기도 한다.

experience with various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adults and elderly.

전문
(523)

장애아동의이해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이 과목은 다양한 아동기 발달장애 유형과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student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s to 

support their growth.

전문
(343)

예술심리치료스타트업 Creative Arts Psychotherapy Start-up

직업 검색, 응용 프로그램 및 인터뷰, 창업에 관한 

특별 강의와 워크숍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예술 

치료사로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epare students as 

professional creative arts therapists, providing 

special lectures and workshops regarding job 

searching, applications and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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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532)

아동음악 Music Therapy for Children 

정상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위한 음악과 동작의 원

리, 활용도, 교육방법 등을 다루며, 나아가 다양한 

진단군의 특수아동을 위한 치료적 접근법과 원리

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exposure to various 

approaches of music education i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nd then introduces 

therapeutic approaches for a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실무
(532)

아동미술 Art Therapy for Children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지도에 대해 다루며, 

나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적 접근법, 원

리 및 과정에  대해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art class for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nd then art therapy with 

children, including principles and processes in 

working with various population and possible 

approaches in both typically and a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심화
(262)

예술치료표현기법(3)-기타응용 Creative Arts Method (3) - Guitar Improvisation

음악치료 임상실습의 선수과목으로 음악치료 입문

에 필요한 기타 즉흥연주 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s essential guitar techniques 

for improvisations in music therapy sessions.

심화
(262)

미술표현기법 Art Expression & Techniques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미술매체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실습 과정으로서 다양한 매체의 활용 

기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essential explorations and 

experiences of art materials in clinical practice.

실무
(532)

성인/노인을위한음악치료 Music Therapy for Adults & Elderly 

성인 및 노인대상 이론과 적용을 다루며, 다양한 

음악치료의 임상 기법을 소개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applications of music 

therapy for adults and the elderly.

실무
(532)

성인/노인을위한미술치료 Art Therapy for Adults & Elderly 

성인 및 노인대상 미술치료의 적용 원리, 과정, 평

가 및 접근법을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applications of art 

therapy for adults and the elderly.

심화
(262)

예술치료표현기법(7)-건반응용
Creative Arts Method (7) - Keyboard 

Improvisation 

臨床에 적용할 수 있는 심화 음악연주 기술을 가르

치는 과목으로, 피아노 반주법 및 기술을 다룬다. 

이 과정은 임상에 자주 활용되는 실질적 음악기술 

(연주법)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심화 과정이다.

 This course provides essential keyboard 

techniques for improvisations in music therapy 

sessions.

심화
(262)

창의적미술치료 Creative Art Therapy Seminar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미술매체에 대한 응용학습

이 이루어지는 실습 과정으로서 매체표현과 활용

의 심화 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intensive explorations 

techniques for improvisations in art therapy 

sessions.

심화 집단예술치료(1) Group Creative Arts Therap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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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253)

경험적 집단예술치료는 예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인격 수양과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

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내면세

계가 예술치료와 집단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반

영되는지 탐색하고 경험함으로써 관계 역동에 대

한 종합적인 통찰과 성찰을 얻는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mote students 

insights on themselv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through creative arts therapy experiences 

in group settings.

실무
(532)

예술치료사례연구 Creative Arts Therapy Case Study 

예술치료 임상에서 필수 과정인 예술치료 임상사

례연구를 다룬다. 각 사례의 배경, 특성, 의뢰, 초

기 평가, 치료 계획 및 목표, 치료, 평가 및 종결

까지를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essential part of arts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by involving students 

to present their own case in their clinical 

placement in order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and insights in dealing with clinical 

phenomena and issues. This includes background 

of institution and patient, referral, assessment, 

treatment plan, goals and objectives, treatment, 

evaluation and ending in arts therapy.

실무
(442)

즉흥연주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임상즉흥연주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기술을 학습

하고 습득하여, 임상에 적용하게 한다.

This course provides practical techniques in 

clinical improvisations in music therapy.

심화
(622)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탐구함으로 임상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도모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heories and 

practices of counselling in order to promote 

students’ abilities of verbal applications.

심화
(253)

집단예술치료(2) Group Creative Arts Therapy (2)

경험적 집단예술치료는 예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인격 수양과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

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내면세

계가 예술치료와 집단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반

영되는지 탐색하고 경험함으로써 관계 역동에 대

한 종합적인 통찰과 성찰을 얻는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mote students 

insights on themselv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through creative arts therapy experiences 

in group settings.

심화
(622)

놀이지도 Play Instruction 

정상발달 과정에서의 놀이의 역할, 의미, 방법 등

을 살피고, 나아가 놀이의 치료적 쓰임새 및 원리

를 다루어, 예술치료에서의 ‘놀이’의 역할과 방

법을 고찰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he theorie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play in typical 

development with reference points in many areas 

of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and play 

therapy.

전문
(352)

음악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전(1) Music Therapy Field Internship & Supervision(1)

임상실습과 슈퍼비전 (1, 2)을 이수한 학생들만이 This is the most advanced level of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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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학습할 수 있는 임상실습에서의 최고심화과정이며, 

기관 수퍼바이저의 임상감독 하에 예술치료사의 

역할을 1000 시간 이상 수행한다.

training. Clinical Placement Internship (1), (2) can 

be only carried out if students completed Clinical 

Practice and Supervision (1), (2). Internship 

requires no less than 1000 hours.

전문
(352)

미술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전(1) Art Therapy Field Internship & Supervision (1)

임상실습과 슈퍼비전 (1, 2)을 이수한 학생들만이 

학습할 수 있는 임상실습에서의 최고심화과정이며, 

기관 수퍼바이저의 임상감독 하에 예술치료사의 

역할을 1000시간 이상 수행한다.

This is the most advanced level of clinical 

training. Clinical Placement Internship (1), (2) can 

be only carried out if students completed Clinical 

Practice and Supervision (1), (2). Internship 

requires no less than 1000 hours.

전문
(352)

음악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전(2) Music Therapy Field Internship & Supervision(2)

임상실습과 슈퍼비전 (1, 2)을 이수한 학생들만이 

학습할 수 있는 임상실습에서의 최고심화과정이며, 

기관 수퍼바이저의 임상감독 하에 예술치료사의 

역할을 1000 시간 이상 수행한다.

 This is the most advanced level of clinical 

training. Clinical Placement Internship (1), (2) can 

be only carried out if students completed Clinical 

Practice and Supervision (1), (2). Internship 

requires no less than 1000 hours.

전문
(352)

미술치료현장인턴쉽과슈퍼비전(2) Art Therapy Field Internship & Supervision(2)

임상실습과 슈퍼비전 (1, 2)을 이수한 학생들만이 

학습할 수 있는 임상실습에서의 최고심화과정이며, 

기관 수퍼바이저의 임상감독 하에 예술치료사의 

역할을 1000 시간 이상 수행한다.

This is the most advanced level of clinical 

training. Clinical Placement Internship (1), (2) can 

be only carried out if students completed Clinical 

Practice and Supervision (1), (2). Internship 

requires no less than 1000 hours.

전문
(424)

가족치료와부모상담 Family Therapy and Parent Counseling

개인의 심리적 장애와 문제가 가족 간의 부적응으

로 인해 생긴다는 전제 아래 가족 간 상호작용에

서 발생하는 여러 부적응 현상을 치료하는 가족치

료를 다루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을 위한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상

담의 원리와 실제를 학습한다.

It deals with family therapy, which cures various 

maladjustments that occur in family interaction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paren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healthy growth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sychological disorders and problems are caused 

by family in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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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과 (Dept. of Music)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음악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전문 연주자, 현시대의 음악적 흐름과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음악가

전공능력 연주 능력 · 음악이론 능력 · 앙상블 능력 · 예술경영 능력

교육목표

◾ 전문적 음악 이론 교육 및 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 연주자로서의 능력을 배양

◾ 학내외의 다양한 실내악 연주와 음악 캠프, 세미나를 통해 음악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고

취 및 자발적 음악활동 유도

◾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음악가 양성  

교육과정

음악학과의 전공은 피아노전공과 관현악전공으로 나뉘며, 체계적인 음악이론 교육 및 학생 개인

별 1:1 맞춤 실기 지도를 통한 실기 전문 교육 중점 학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졸업 후 전

문연주자(독주, 실내악, 오케스트라 단원), 반주자 및 음악 교육가, 음악기획 및 행정가로서의 소

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음악교육에 힘쓰고 있다.

수여학위 음악학사(Bachelor of Music)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교육(학교음악선생님, 방과 후 교사) 중등교사 자격증2급

연주자(교향악단 단원 및 지휘자, 피아니스트 및 솔리스트) 곽샘 메소드 자격증

행정(음악예술 기획가) 우쿨렐레 1급, 2급 자격증

음악관련 출판(출판사, 잡지사) 편집자, 기획자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연주 능력

정의
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악기 연주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충실히 표
현해내는 능력 

준거
◾각 시대와 작곡가에 따른 연주관습을 인지한다.
◾음악적 표현력과 기교를 연마한다. 

음악이론 능력

정의 음악 전반에 걸쳐 기본이 되는 음악이론을 숙지하고 실기연주에 적용시키는 능력

준거
◾음악통론, 리듬론, 화성학, 대위법, 관현악법, 음악 형식론을 숙지한다.
◾음악이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기연주에 적용한다.

앙상블 능력

정의 실내악연주에 있어 호흡을 맞추고 음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능력

준거
◾실내악곡을 분석하고 연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음악적 역량을 갖춘다.
◾실내악주자로써 책임감 및 공동체에서 원활히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예술경영 능력

정의 예술단체나 기관을 경영하고 예술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

준거
◾예술기관 경영에 대한 이해, 예술의 사회기여 측면에 대해 인지하고 적용한다.
◾예술의 품질과 예술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서비스
를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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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주 능력 음악이론 능력 앙상블 능력 예술경영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연주 능력 음악이론 능력 앙상블 능력 예술경영 능력

교육 ○ ● ○ ○

연주자 ● ◐ ● ○

행정 ○ ◐ ◐ ●

음악관련 출판 ○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현대음악론, 지휘법, 

음악분석, 국악개론을 통한 
음악이론과 지식

음악인과 직업, 오케스트라 
실무와 실습을 통한 새롭고 
효과적인 수업 수행 능력

음악 지도와 음악교육을 
발전시키려는 태도

실무

대위법과 피아노앙상블, 
반주법, 피날레, 

음악분석에 관한 이론과 
실습

음악창업과 실내악 수업, 
생활음악 지도법 수행 능력, 

창의적 진로의 탐색

합창.합주, 관악,현악합주를 
통한 연주활동

심화
화성법과 피아노문헌에 

관한 이론
전공실기 능력 심화 교육

합창, 합주 뿐만 아니라 
세분화되어 관악합주, 

현악합주를 통한 음악인의 
자세

기초
서양음악 역사에 대한 

지식
전공실기 능력 기초향상 교육

음악인의 자세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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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연주능력 음악이론 
능력

앙상블 
능력

예술경영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현대음악론 ● 8 0 2

음악분석(1),(2) ● 5 5 0

음악(국악)교수법 ◐ 5 3 2

국악개론 ◐ 8 0 2

국악개론(2) ◐ 8 0 2

K - c l a s s i c전공실기
(7),(8)(관악,작곡,피아
노,현악)

● 4 4 2

지휘법 ○ 4 4 2

K-classic합주(7),(8) ◐ ● 4 4 2

K-classic합창(7),(8) ◐ ● 4 4 2

오케스트라 실무와 실습(1) ○ ● 2 3 5

오케스트라 실무와 실습(2) ○ ● 3 4 3

음악인과 직업(1),(2) ● 8 0 2

K-classic관악합주(5),(6) ◐ ● 4 4 2

K-classic현악합주(5),(6) ◐ ● 4 4 2

실무

대위법(1),(2) ● 5 5 0

음악분석및형식론 ● 5 5 0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4 4 2

음악교과교육론 ● 8 0 2

국악 가창 지도법 ◐ 2 4 4

K-classic피아노세미나 ◐ ◐ ◐ 8 0 2

음악창업 ● 2 5 3

K - c l a s s i c전공실기
(5),(6)(관악,작곡,피아
노,현악)

● 4 4 2

피아노 반주법 ◐ ● 4 4 2

반주법(2) ◐ ● 4 4 2

K-classic피아노 
앙상블(1),(2)

◐ ● 2 4 4

피날레
(음악사보소프트웨어)

● 5 5 0

피날레(2)
(음악사보소프트웨어)

● 5 5 0

K-classic합주(5),(6) ◐ ● 4 4 2

K-classic합창(5),(6) ◐ ● 4 4 2

실내악(1),(2) ◐ ● 3 4 3

K-classic관악합주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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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연주능력 음악이론 
능력

앙상블 
능력

예술경영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3),(4)

K-classic현악합주
(3),(4)

◐ ● 4 4 2

K-classic연주(5),(6) ● ○ 2 4 4

생활음악 지도법(1),(2) ● ◐ ● ○ 2 7 1

심화

화성법 ● 5 5 0

화성법(2) ● 5 5 0

피아노문헌 ● 8 0 2

K-classic합주(3),(4) ◐ ● 4 4 2

K-classic합창(3),(4) ◐ ● 4 4 2

K-classic관악합주(1),(2) ◐ ● 4 4 2

K-classic현악합주(1),(2) ◐ ● 4 4 2

시창. 청음 ● 4 4 2

시창. 청음(2) ● 4 4 2

전공실기(관악,피아노,
현악)

● 4 4 2

전공실기(2),(3),(4)(관
악,피아노,현악)

● 4 4 2

K-classic연주(3),(4) ● ○ 2 4 4

기초

서양음악사 ● 8 0 2

서양음악사(2) ● 8 0 2

K-classic합주(2) ◐ ● 4 4 2

합창,합주지도법 ◐ ● 4 4 2

K-classic합창(2) ◐ ● 4 4 2

K-classic연주(1),(2) ● ○ 2 4 4

음악으로보는서양문화(1),(2)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연주능력 음악이론 능력 앙상블 능력 예술경영 능력

교육

(R)

전문

지휘법
K-c l a s s i c전공실기
(7),(8)(관악,작곡,피아
노,현악)[필]

현대음악론
음악분석(1),(2)[필]
국악개론
국악개론(2)
음악(국악)교수법

K-classic합주(7),(8)
[필]
K-classic합창(7),(8)
[필]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5),(6)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5),(6)

오케스트라 실무와 
실습(1),(2)

실무
음악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대위법(1),(2)[필]
음악분석및형식론

피아노반주법
반주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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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연주능력 음악이론 능력 앙상블 능력 예술경영 능력

K-classic피아노세미
나
K-c l a s s i c전공실기
(5),(6)(관악,작곡,피아
노,현악)[필]
K-classic연주(5),(6)
[필]
생활음악지도법(1),(2)

음악교과교육론
국악가창지도법
피날레
(음악사보소프트웨어)
피날레(2)(음악사보소
프트웨어)

K-classic피아노앙상
블(1),(2)
K-classic합주(5),(6)
[필]
K-classic합창(5),(6)
[필]
실내악(1),(2)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3),(4)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3),(4)

심화

K-classic연주(3),(4)
[필]
전공실기(관악,피아노,
현악)[필]
전공실기(2),(3),(4)(관
악,피아노,현악)[필]

화성법[필]
화성법(2)[필]
피아노 문헌
시창. 청음
시창. 청음(2)

K-classic합주(3),(4)
[필]
K-classic합창(3),(4)
[필]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1),(2)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1),(2)

기초

K-classic연주(1),(2)
[필]

서양음악사[필]
서양음악사(2)[필]
음악으로보는 서양문
화(1),(2)[초]

합창.합주지도법[필]
K-classic합주(2)[필]
K-classic합창(2)[필]

연주자

(T)

전문

지휘법
K-c l a s s i c전공실기
(7),(8)(관악,작곡,피아
노,현악)[필]

현대음악론
음악분석(1),(2)[필]
국악개론
국악개론(2)
음악(국악)교수법

K-classic합주(7),(8)
[필]
K-classic합창(7),(8)
[필]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5),(6)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5),(6)

오케스트라 실무와 
실습(1),(2)

실무

음악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K-classic피아노세미
나
K-c l a s s i c전공실기
(5),(6)(관악,작곡,피아
노,현악)[필]
K-classic연주(5),(6)
[필]
생활음악지도법(1),(2)

대위법(1),(2)[필]
음악분석및형식론
음악교과교육론
국악가창지도법
피날레(음악사보소프
트웨어)
피날레(2)(음악사보소
프트웨어)

피아노반주법
반주법(2)
K-classic피아노앙상
블(1),(2)
K-classic합주(5),(6)
[필]
K-classic합창(5),(6)
[필]
실내악(1),(2)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3),(4)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3),(4)

심화

K-classic연주(3),(4)
[필]
전공실기(관악,피아노,
현악)[필]
전공실기(2),(3),(4)(관
악,피아노,현악)[필]

화성법[필]
화성법(2)[필]
피아노 문헌
시창. 청음
시창. 청음(2)

K-classic합주(3),(4)
[필]
K-classic합창(3),(4)
[필]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1),(2)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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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연주능력 음악이론 능력 앙상블 능력 예술경영 능력

기초

K-classic연주(1),(2)
[필]

서양음악사[필]
서양음악사(2)[필]
음악으로보는 서양문
화(1),(2)[초]

합창.합주지도법[필]
K-classic합주(2)[필]
K-classic합창(2)[필]

행정

(E)

전문

지휘법
K-c l a s s i c전공실기
(7),(8)(관악,작곡,피아
노,현악)[필]

현대음악론
음악분석(1),(2)[필]
국악개론
국악개론(2)
음악(국악)교수법

K-classic합주(7),(8)
[필]
K-classic합창(7),(8)
[필]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5),(6)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5),(6)

오케스트라 실무와 
실습(1),(2)

실무

음악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K-classic피아노세미
나
K-c l a s s i c전공실기
(5),(6)(관악,작곡,피아
노,현악)[필]
K-classic연주(5),(6)
[필]
생활음악지도법(1),(2)

대위법(1),(2)[필]
음악분석및형식론
음악교과교육론
국악가창지도법
피날레(음악사보소프
트웨어)
피날레(2)(음악사보소
프트웨어)

피아노반주법
반주법(2)
K-classic피아노앙상
블(1),(2)
K-classic합주(5),(6)
[필]
K-classic합창(5),(6)
[필]
실내악(1),(2)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3),(4)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3),(4)

심화

K-classic연주(3),(4)
[필]
전공실기(관악,피아노,
현악)[필]
전공실기(2),(3),(4)(관
악,피아노,현악)[필]

화성법[필]
화성법(2)[필]
피아노 문헌
시창. 청음
시창. 청음(2)

K-classic합주(3),(4)
[필]
K-classic합창(3),(4)
[필]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1),(2)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1),(2)

기초

K-classic연주(1),(2)
[필]

서양음악사[필]
서양음악사(2)[필]
음악으로보는 서양문
화(1),(2)[초]

합창.합주지도법[필]
K-classic합주(2)[필]
K-classic합창(2)[필]

음악관련 
출판

(A)

전문

지휘법
K-c l a s s i c전공실기
(7),(8)(관악,작곡,피아
노,현악)[필]

현대음악론
음악분석(1),(2)[필]
국악개론
국악개론(2)
음악(국악)교수법

K-classic합주(7),(8)
[필]
K-classic합창(7),(8)
[필]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5),(6)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5),(6)

오케스트라 실무와 
실습
(1),(2)
음악인과 직업(1),(2)

실무

음악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K-classic피아노세미
나
K-c l a s s i c전공실기
(5),(6)(관악,작곡,피아
노,현악)[필]

대위법(1),(2)[필]
음악분석및형식론
음악교과교육론
국악가창지도법
피날레
(음악사보소프트웨어)
피날레(2)

피아노반주법
반주법(2)
K-classic피아노앙상
블(1),(2)
K-classic합주(5),(6)
[필]
K-classic합창(5),(6)

음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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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연주능력 음악이론 능력 앙상블 능력 예술경영 능력

K-classic연주(5),(6)
[필]
생활음악지도법(1),(2)

(음악사보소프트웨어) [필]
실내악(1),(2)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3),(4)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3),(4)

심화

K-classic연주(3),(4)
[필]
전공실기
(관악,피아노,현악)[필]
전공실기(2),(3),(4)
(관악,피아노,현악)[필]

화성법[필]
화성법(2)[필]
피아노 문헌
시창. 청음
시창. 청음(2)

K-classic합주(3),(4)
[필]
K-classic합창(3),(4)
[필]
K - c l a s s i c관악합주
(1),(2)
K - c l a s s i c현악합주
(1),(2)

기초

K-classic연주(1),(2)
[필]

서양음악사[필]
서양음악사(2)[필]
음악으로 보는 서양
문화 (1),(2)[초]

합창.합주지도법[필]
K-classic합주(2)[필]
K-classic합창(2)[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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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전문적 
음악지식 

교육
전문

현대음악론(G)
지휘법(G)
음악인과 직업(1),(2)(A)
음악분석(1),(2)(G)
국악개론(G)
국악개론(2)(G)
음악(국악)교수법(G)
K-classic전공실기(7),(8)(관
악,작곡,피아노,현악)(G)
K-classic합창(7),(8)(G)
K-classic합주(7),(8)(G)
K-classic관악합주(5),(6)(G)
K-classic현악합주(5),(6)(G)
오케스트라실무와실습
(1),(2)(G)

창의적 
평가 및 

실행 
실무

음악창업(A)
K-classic피아노세미
나(G)
국악가창지도법(G)
실내악(1),(2)(G)

대위법(1),(2)(G)
K-classic피아노앙상블(1),(2)(G)
피아노반주법(G)
반주법(2)(G)
피날레(음악사보소프트웨어)(G)
피날레(2)(음악사보소프트웨어)(G)
K-classic전공실기
(5),(6)(관악,작곡,피아노,현악)(G)
K-classic연주(5),(6)(G)
K-classic합창(5),(6)(G)
K-classic합주(5),(6)(G)
음악분석및형식론(G)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G)
음악교과교육론(G)
K-classic관악합주(3),(4)(G)
K-classic현악합주(3),(4)(G)

생활음악 지도법(1),(2)(G)

연주 및 
앙상블 

심화과정
심화

시창.청음(G)
시창.청음(2)(G)
전공실기(관악,피아노,
현악)(G)
전공실기(2)(관악,피아노,현
악)(G)

화성법(G)
화성법(2)(G)
피아노문헌(G)
전공실기(3),(4)(관악,피
아노,현악)(G)
K-classic연주(3),(4)(G)
K-classic합창(3),(4)(G)
K-classic합주(3),(4)(G)
K-classic관악합주(1),(2)(G)
K-classic현악합주(1),(2)(G)

탐색 및 
이해

기초

서양음악사(G)
서양음악사(2)(G)
K-classic연주(1),(2)(G)
합창.합주지도법(G)
K-classic합창(2)(G)
K-classic합주(2)(G)
음악으로보는서양문화
(1),(2)(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R) 교육 (T) 연주자  (E) 행정  (A) 음악관련 출판

비 
교 
과

■Hands on Steps 운영
- 1~2학년을 주 대상으로 한
  전공기초(실무)과정
-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 있는
  지역사회현장기관 및 기업의 분위기를
  익히고, 현장을 체험하는 학생중심
  소집단프로그램

■Service Learning 운영
- 3~4학년을 주 대상으로 한 전공심화(실무)과정
- 교과목에서 학습한 이론적 내용을
  소집단봉사활동을 통해 실제현장에 적용하고
  경험하는 학생중심 프로그램

유일 악기 (야마하 공식대리점) 대표의 특강: 악기제작, 수리, 관리 등 악기에 관한 기본지식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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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74학점(기초 6+ 전필 52 + 전선 16) 이상

- 심화과정: 전공 86학점(기초 6+ 전필 52 + 전선 28) 이상

전필 52

전선
16

12

교직 21 2~4

- 교직 21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 교직소양 4학점 + 교과교육 8

학점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합격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연주회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연주(1,2,3,4,5,6) 6학기 이수했을 시 졸업 가능

- 합주 및 합창 과목은 8학기(1,2,3,4,5,6,7,8) 이수했을 시 졸업 가능

   (단, 조기졸업자 경우에는 예외)

- 적용대상: 2018학번 이후부터

※ 심화과정 이수자는 세부전공(피아노, 관현악)에 따라 해당 영역의 과목들을 이수해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 기본이수영역의 교과목을 포함해서 전공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 시 음악 중등정교

사(2급) 자격증 부여함

■ 복수(부)전공 이수 

■ 융합전공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전필 52 + 전선 16)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시
- 기본과정(기초 6+ 전필 52 + 전선 16)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전필, 전선) 21학점 이수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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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보컬트레이닝 1,2, 뮤지컬가사의 이해, 뮤지컬 레파토리 실습, 뮤지컬 제작 실습

[10] 교육과정 편람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4805 서양음악사 A History of Western Music 3 3 기초 8 0 2

전필 14808 전공실기(관악) Individual Major(Wood Wind) 2 2 심화 4 4 2

전필 14807 전공실기(피아노) Individual Major(Piano) 2 2 심화 4 4 2

전필 14806 전공실기(현악) Individual Major(String) 2 2 심화 4 4 2

전필 14809 합창.합주지도법 Chorus·Orchestra Training 2 4 기초 4 4 2

전필 14810 합창.합주지도법 Chorus·Orchestra Training 2 4 기초 4 4 2

전필 15765 K-classic연주(1) K-classic Performance(1) 1 2 기초 2 4 4

전선 14889 시창. 청음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2 2 심화 3 3 4

기초 15948 음악으로보는 서양문화(1) Western Culture by Music(1) 3 3 기초 5 3 2

2

전필 08529 서양음악사(2) A History of Western Music(2) 3 3 기초 8 0 2

전필 06541 전공실기(2)(관악) Individual Major(Wood Wind)(2) 2 2 심화 4 4 2

전필 06575 전공실기(2)(피아노) Individual Major(Piano)(2) 2 2 심화 4 4 2

전필 06540 전공실기(2)(현악) Individual Major(String)(2) 2 2 심화 4 4 2

전필 15344 K-classic합주(2) K-classic Orchestra(2) 2 4 기초 4 4 2

전필 15345 K-classic합창(2) K-classic Chorus(2) 2 4 기초 4 4 2

전필 15341 K-classic연주(2) K-classic Performance(2) 1 2 기초 2 4 4

전선 06542 시창. 청음(2)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2) 2 2 심화 3 3 4

기초 15947 음악으로보는 서양문화(2) Western Culture by Music(2) 3 3 기초 5 3 2

2

1

전필 07245 전공실기(3)(관악) Individual Major(Wood Wind)(3) 2 2 심화 4 4 2

전필 07243 전공실기(3)(피아노) Individual Major(Piano)(3) 2 2 심화 4 4 2

전필 07244 전공실기(3)(현악) Individual Major(String)(3) 2 2 심화 4 4 2

전필 15768 K-classic합주(3) K-classic Orchestra(3) 2 4 심화 4 4 2

전필 15771 K-classic합창(3) K-classic Chorus(3) 2 4 심화 4 4 2

전필 15766 K-classic연주(3) K-classic Performance(3) 1 2 심화 2 4 4

전필 14812 화성법 Tonal Harmony 2 2 심화 5 5 0

전선 15174
국악가창지도법
(캡스톤디자인)

Teaching Metho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ight Singing(Capstone Design)

2 2 실무 2 4 4

전선 05773 실내악(1) Chamber Music(1) 2 2 실무 4 4 2

전선 11588 피아노문헌 Piano Literature 2 2 심화 8 0 2

전선 15777 K-classic관악합주(1) K-classic Wind Ensemble(1) 1 2 심화 4 4 2

전선 15774 K-classic현악합주(1) K-classic String Chamber Ensemble(1) 1 2 심화 4 4 2

2

전필 06155 전공실기(4)(관악) Individual Major(Wood Wind)(4) 2 2 심화 4 4 2

전필 06710 전공실기(4)(피아노) Individual Major(Piano)(4) 2 2 심화 4 4 2

전필 06713 전공실기(4)(현악) Individual Major(String)(4) 2 2 심화 4 4 2

전필 15346 K-classic합주(4) K-classic Orchestra(4) 2 4 심화 4 4 2

전필 15347 K-classic합창(4) K-classic Chorus(4) 2 4 심화 4 4 2

전필 06546 화성법(2) Tonal Harmony(2) 2 2 심화 5 5 0

전필 15342 K-classic연주(4) K-classic Performance(4) 1 2 심화 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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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전선 15084 음악창업 Music Establishment 2 2 실무 2 5 3

전선 07192 실내악(2) Chamber Music(2) 2 2 실무 3 4 3

전선 15348 K-classic피아노세미나 K-classic Piano Literature 2 2 실무 8 0 2

전선 15349 K-classic관악합주(2) K-classic Wind Ensemble(2) 1 2 심화 4 4 2

전선 15350 K-classic현악합주(2) K-classic String Chamber Ensemble(2) 1 2 심화 4 4 2

3

1

전필 15329 K-classic전공실기(5)(관악) K-classic Individual Major(Wood Wind)(5) 2 2 실무 4 4 2

전필 15330
K-classic전공실기(5)
(피아노)(캡스톤디자인)

K-classic Individual Major(Piano)(5)
(CapstoneDesign)

2 2 실무 4 4 2

전필 15331 K-classic전공실기(5)(현악) K-classic Individual Major(String)(5) 2 2 실무 4 4 2

전필 15332 K-classic전공실기(5)(작곡) K-classic Individual Major(Composition) (5) 2 2 실무 4 4 2

전필 15769 K-classic합주(5)(캡스톤디자인) K-classic Orchestra(5)(Capstone Design) 2 4 실무 4 4 2

전필 15772
K-classic합창(5)
(캡스톤디자인)

K-classic Chorus(5)(Capstone Design) 2 4 실무 4 4 2

전필 08350 대위법(1) Tonal Counterpoint(1) 2 2 실무 5 5 0

전필 15767 K-classic연주(5) K-classic Performance(5) 1 2 실무 2 4 4

전선 15778 K-classic관악합주(3) K-classic Wind Ensemble(3) 2 2 실무 4 4 2

전선 09262 음악교과교육론 Education on Music 3 3 실무 8 0 2

전선 15775 K-classic현악합주(3) K-classic String Chamber Ensemble(3) 2 2 실무 4 4 2

전선 15173
피아노반주법
(캡스톤디자인)

Accompaniment of Piano
(Capstone Design)

2 2 실무 4 4 2

전선 15328
K-classic피아노앙상블(1)
(캡스톤디자인)

K-classic Piano Ensemble(1)
(Capstone Design)

2 2 실무 2 4 4

전선 15323 피날레(음악사보소프트웨어) Finale(Music Notation Software) 2 2 실무 5 5 0

2

전필 14935 K-classic전공실기(6)(관악) K-classic Individual Major(Wood Wind)(6) 2 2 실무 4 4 2

전필 14736 K-classic전공실기(6)(피아노) K-classic Individual Major(Piano)(6) 2 2 실무 4 4 2

전필 14934 K-classic전공실기(6)(현악) K-classic Individual Major(String)(6) 2 2 실무 4 4 2

전필 15514 K-classic전공실기(6)(작곡) K-classic Individual Major(Composition) (6) 2 2 실무 4 4 2

전필 15352 K-classic합주(6) K-classic Orchestra(6) 2 4 실무 4 4 2

전필 15353 K-classic합창(6)(캡스톤디자인) K-classic Chorus(6)(Capstone design) 2 4 실무 4 4 2

전필 06892 대위법(2) Tonal Counterpoint(2) 2 2 실무 5 5 0

전필 15343 K-classic연주(6) K-classic Performance(6) 1 2 실무 2 4 4

전선 15354 K-classic관악합주(4) K-classic Wind Ensemble(4) 2 2 실무 4 4 2

전선 15355 K-classic현악합주(4) K-classic String Chamber Ensemble(4) 2 2 실무 4 4 2

전선 14917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Research of Teaching Materials in Music 3 3 실무 4 4 2

전선 06255 반주법(2) Theory of Accompaniment(2) 2 2 실무 4 4 2

전선 14636 음악분석및형식론 Analysis of Music and Musical Form 2 2 실무 5 5 0

전선 15356 K-classic피아노앙상블(2) K-classic Piano Ensemble(2) 2 2 실무 2 4 4

전선 15515 피날레(2)(음악사보소프트웨어) Finale(2)(Music software) 2 2 실무 5 5 0

4 1

전필 15333 K-classic전공실기(7)(관악) K-classic Individual Major(Wood Wind) (7) 2 2 전문 4 4 2

전필 15334 K-classic전공실기(7)(작곡) K-classic Individual Major(Composition) (7) 2 2 전문 4 4 2

전필 15335
K-classic전공실기(7)(피아노)
(캡스톤디자인)

K-classic Individual Major(Piano)(7)
(Capstone Design)

2 2 전문 4 4 2

전필 15336 K-classic전공실기(7)(현악) K-classic Individual Major(String)(7) 2 2 전문 4 4 2

전필 15770
K-classic합주(7)
(캡스톤디자인)

K-classic Orchestra(7)
(Capstone Design)

2 4 전문 4 4 2

전필 15180
음악분석(1)
(캡스톤디자인)

Analysis of Music(1)
(Capstone Design)

2 2 전문 5 5 0

전필 15773
K-classic합창(7)
(캡스톤디자인)

K-classic Chorus(7)
(Capstone Design)

2 4 전문 4 4 2

전선 15779
K-classic관악합주(5)
(종합설계)

K-classic Wind Ensemble(5) 2 2 전문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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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은 교직이수학생만 수강신청 가능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전선 15776
K-classic현악합주(5)
(종합설계)

K-classic String Chamber Ensemble(5) 2 2 전문 4 4 2

전선 15181
오케스트라실무와실습(1)
(캡스톤디자인)

Orchestra Practice(1)
(Capstone Design)

2 2 전문 2 3 5

전선 15833 생활음악 지도법(1) A Life-music Guidance(1) 2 2 실무 2 7 1

전선 15175
음악(국악)교수법
(캡스톤디자인)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ing(Capstone Design)

2 2 전문 5 3 2

전선 13506 현대음악론 Theory of Modern Music 2 2 전문 8 0 2

전선 14814 국악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Music 2 2 전문 8 0 2

전선 15086 음악인과직업(1) Musician and Job(1) 2 2 전문 8 0 2

2

전필 06703 음악분석(2) Musical Analysis(2) 2 2 전문 5 5 0

전선 15516
K-classic전공실기(8)(작곡)
(캡스톤디자인)

K-classic Individual Major(Composition)(8) 2 2 전문 4 4 2

전선 13743 K-classic전공실기(8)(관악) K-classic Individual Major(Wood Wind)(8) 2 2 전문 4 4 2

전선 14937 K-classic전공실기(8)(피아노) K-classic Individual Major(Piano)(8) 2 2 전문 4 4 2

전선 15115 K-classic전공실기(8)(현악) K-classic Individual Major(String)(8) 2 2 전문 4 4 2

전선 15357 K-classic합주(8) K-classic Orchestra(8) 2 4 전문 4 4 2

전선 15358
K-classic합창(8)
(캡스톤디자인)

K-classic Chorus(8)(Capstone design) 2 4 전문 4 4 2

전선 15359
K-classic관악합주(6)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K-classic Wind Ensemble(6)
(Capstone design)

2 2 전문 4 4 2

전선 15361
K-classic현악합주(6)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K-classic String Chamber Ensemble(6) 
(Capstone design)

2 2 전문 4 4 2

전선 15238
오케스트라실무와실습(2)
(캡스톤디자인)

Orchestra Practice(2)
(Capstone design)

2 2 전문 3 4 3

전선 15844 지휘법 Conducting 2 2 전문 4 4 2

전선 15834 생활음악 지도법(2) A Life-music Guidance(2) 2 2 실무 2 7 1

전선 07035 국악개론(2)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Music(2) 2 2 전문 8 0 2

전선 15089 음악인과직업(2) Musician and Job(2) 2 2 전문 8 0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음악으로보는서양문화(1)~(2) Western Culture by Music(1)~(2)

본 과목은 기초 음악이론을 통해 서양음악, 더 나

아가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수업이

다.

This course is aimed at understanding western 

culture through western music through basic 

music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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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802)

서양음악사(1)~(2) A History of Western Music(1)~(2)

서양 음악의 시대적, 양식적 변천사와 문헌을 탐구

하고 서양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역사적

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Introduction to music history, which discusses 

basic concepts in historical thinking and presents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western music.

심화
(442)

전공실기(1)~(4)(관악,피아노,현악) Individual Major(1)~(4)

주 1회의 개인지도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분야의 작품을 직접 연구, 연주하여 연주가 및 작

곡가로서 요구되는 기교를 비롯하여 악곡의 해석 

및 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

Through one individual instruction at least per a 

week, development of better skill of performance 

and understanding of brass.

기초
(442)

합창·합주지도법 Chorus·Orchestra Training

합창, 합주를 통한 조화와 균형속에서 이루어지는 

관현악곡을 연주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개발, 합

동정신, 예술적 표현을 배운다.

By playing strings and brasses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with orchestra, individuals 

not only can development one's own skills but 

also can learn team spirit and artistic expression.

기초
(442)

K-classic합창·합주(2) K-classic Chorus·Orchestra (2)

합주를 통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현

악곡을 연주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개발, 합동정

신, 예술적 표현을 배운다.

By playing strings and brasses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with orchestra, individuals 

not only can development one's own skills but 

also can learn team spirit and artistic expression.

기초
(244)

K-classic연주(1)~(2) K-classic Performance(1)~(2)

공개 연주무대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 작품의 

정신성이나 예술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To attain an understanding of true essence of 

music through the expression on the open stage.

심화
(442)

K-classic합창·합주(3)~(4) K-classic Chorus·Orchestra (3)~(4)

합주를 통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현

악곡을 연주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개발, 합동정

신, 예술적 표현을 배운다.

By playing strings and brasses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with orchestra, individuals 

not only can development one's own skills but 

also can learn team spirit and artistic expression.

심화
(244)

K-classic연주(3)~(4) K-classic Performance(3)~(4)

공개 연주무대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 작품의 

정신성이나 예술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To attain an understanding of true essence of 

music through the expression on the open stage.

심화
(550)

화성법(1)~(2) Tonal Harmony(1)~(2)

음악의 주요한 부분인 화성을 이해하고 음악적 조

직력과 화음감을 체득케 하여 많은 음악을 화성 

To develop the originality on new music, many 

works are analyzed harmonically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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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적으로 풀이하고 이해하며 새로운 음악에 대한 창

의력을 개발하도록 지도한다.

important part of music is understood exploring 

more advanced harmonic techniques.

실무
(442)

K-classic전공실기(5)~(6)(관악,피아노,현악,작곡) K-classic Individual Major(5)~(6)

주 1회의 개인지도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분야의 작품을 직접 연구, 연주하여 연주가 및 작

곡가로서 요구되는 기교를 비롯하여 악곡의 해석 

및 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

Through one individual instruction at least per a 

week, development of better skill of performance 

and understanding of brass.

실무
(442)

K-classic합창·합주(5)~(6) K-classic Chorus·Orchestra (5)~(6)

합주를 통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현

악곡을 연주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개발, 합동정

신, 예술적 표현을 배운다.

By playing strings and brasses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with orchestra, individuals 

not only can development one's own skills but 

also can learn team spirit and artistic expression.

실무
(550)

대위법(1)~(2) Tonal Counterpoint(1)~(2)

고전적 양식을 바탕으로 2성 대위법에서 시작하여 

3성 4성 대위법을 거쳐 Fuga를 분석 작곡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To develop the ability of composing fuga by 

analysis of it from two voice counterpoint to 

three and four counterpoint study.

실무
(244)

K-classic연주(5)~(6) K-classic Performance(5)~(6)

공개 연주무대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 작품의 

정신성이나 예술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To attain an understanding of true essence of 

music through the expression on the open stage.

전문
(442)

K-classic전공실기(7)(관악,피아노,현악,작곡) K-classic Individual Major(7)

주 1회의 개인지도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분야의 작품을 직접 연구, 연주하여 연주가 및 작

곡가로서 요구되는 기교를 비롯하여 악곡의 해석 

및 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

Through one individual instruction at least per a 

week, development of better skill of performance 

and understanding of brass.

전문
(442)

K-classic합창·합주(7) K-classic Chorus·Orchestra (7)

합주를 통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현

악곡을 연주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개발, 합동정

신, 예술적 표현을 배운다.

By playing strings and brasses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with orchestra, individuals 

not only can development one's own skills but 

also can learn team spirit and artistic expression.

전문
(550)

음악분석(1)~(2) Musical Analysis(1)~(2)

음악구조의 기본요소에서 비롯하여 각 시대의 음

악 양식에 따른 실제적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작품에 응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o develop the skill of adaption from the analysis 

of music structures of various music history into 

actual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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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334)

시창·청음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어떤 음자리표나 조표로 된 악보라도 정확한 리듬

과 음정으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음악가로

서의 실력을 연마하고 리듬, 선율, 화음을 듣고 받

아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연주가 또는 작곡가

로서의 확고한 바탕을 마련한다.

To make a skillful player or a composer through 

the proper training of sight singing by singing 

right notes and through the dictation of rhythm, 

melody and harmony for skill development.

심화
(334)

시창·청음(2)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2)

어떤 음자리표나 조표로 된 악보라도 정확한 리듬

과 음정으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음악가로

서의 실력을 연마하고 리듬, 선율, 화음을 듣고 받

아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연주가 또는 작곡가

로서의 확고한 바탕을 마련한다.

To make a skillful player or a composer through 

the proper training of sight singing by singing 

right notes and through the dictation of rhythm, 

melody and harmony for skill development.

실무
(244)

국악가창지도법
Teaching Metho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Sight Singing

한국가곡의 특징과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

고 한국어, 이태리어의 가사를 가진 성악곡을 실습

을 통해 이해한다.

To understand the lyrics of Korean and Italian by 

singing and to study their characteristics and 

social background.

실무
(442)

실내악(1) Chamber Music(1)

소규모의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통하여 조화로운 

연주를 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과 협동정신을 함

양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인다.

Coached chamber music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ensemble skill and the 

familiarization with the repertory and musical 

analysis through performance.

심화
(802)

피아노문헌 Piano Literature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써 이론을 바

탕으로 하여 전공연마에 주력한다.

Theories of piano practice are studied to achieve 

better performance among the students of piano 

major.

심화
(442)

K-classic관악합주(1)~(2) K-classic Wind Ensemble(1)~(2)

관악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써 이론을 바탕

으로 하여 앙상블 등 연주법을 중점 연구한다.

Concentrated study of performance technique on 

wind ensemble among the students of wind major.

심화
(442)

K-classic현악합주(1)~(2) K-classic String Chamber Ensemble(1)~(2)

현악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써 이론을 바탕

으로 하여 앙상블 등 연주법을 중점 연구한다.

Performance of representative works for strings 

in each era of music history emphasizing on both 

performing skill and theory.

실무
(253)

음악창업 Music Establishment

음악 창업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기른다. Develop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of 

self-employment

실무 실내악(2) Chamber Musi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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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342)

소규모의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통하여 조화로운 

연주를 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과 협동정신을 함

양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인다.

Coached chamber music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ensemble skill and the 

familiarization with the repertory and musical 

analysis through performance.

실무
(802)

K-classic피아노세미나 K-classic Piano Literature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써 이론을 바

탕으로 하여 전공연마에 주력한다.

Theories of piano practice are studied for the 

better performance among the students of piano 

major.

실무
(802)

음악교과교육론 Education on Music

음악교육의 개념과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음

악 교육사를 분석 정리함으로써 현대음악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케 하는 음악교육 이론 과목.

Theory of music education which induce the true 

and right aim of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through the proper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 and analyzing the history of Korean 

music education.

실무
(442)

K-classic관악합주(3)~(4) k- classic Wind Ensemble(3)~(4)

관악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써 이론을 바탕

으로 하여 앙상블 등 연주법을 중점 연구한다.

Concentrated study of performance technique on 

wind ensemble among the students of wind major.

실무
(442)

K-classic현악합주(3)~(4) K-classic String Chamber Ensemble(3)~(4)

현악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써 이론을 바탕

으로 하여 앙상블 등 연주법을 중점 연구한다.

Performance of representative works for strings 

in each era of music history emphasizing on both 

performing skill and theory.

실무
(442)

피아노반주법 Accompaniment of Piano

피아노는 독주악기인 동시에 다른 음악과의 합주 

또는 성악이나 기악의 반주를 하는 활용범위가 넓

은 악기이다. 그러므로 건반 상에서 자유로이 이조 

및 전조를 할 수 있고, 선율에 반주를 부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Piano is not only a solo instrument but 

accompanying instrument for voice and other 

musical areas with wide spectrum of applying.

실무
(244)

K-classic피아노앙상블(1)~(2) K-classic Piano Ensemble(1)~(2)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서 이론을 바

탕으로 하여 독주곡 및 성악곡, 관현악곡 등의 반

주를 전문으로 실습, 전공 연마에 주력한다.

As an advanced subject of piano major, 

techniques of piano playing and of 

accompaniment for voice, orchestra are 

developed.

실무
(550)

피날레(음악사보소프트웨어)(1)~(2) Finale(Music Notation Software)(1)~(2)

이 수업은 사보 프로그램 피날레를 통해 악보를 

만들고 더 나아가 편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lesson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produce music and make further 

arrangements through the closing of the 

newsletter.

실무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Research of Teaching Materials i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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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442)

학습교재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창의적 음악교육

의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실기 교육의 방법. 유의

점. 바람작한 수업전개 등을 정서교육과 전인교육

의 차원에서 정리케 하는 음악교육 이론 교과목이

다.

Theory of music which compromise the 

wholesome and emotional education of music 

through proper environment of education by the 

development of research of teaching materials 

and through better teaching by that of teaching 

method in playing.

실무
(442)

반주법(2) Theory of Accompaniment(2)

피아노는 독주악기인 동시에 다른 음악과의 합주 

또는 성악이나 기악의 반주를 하는 활용범위가 넓

은 악기이다. 그러므로 건반 상에서 자유로이 이조 

및 전조를 할 수 있고, 선율에 반주를 만들 수 있

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Piano is not only a solo instrument but 

accompanying instrument for voice and other 

musical areas with wide spectrum of applying.

실무
550

음악분석및형식론 Analysis of the Music and Theory

음악의 기초구조를 공부하는 학문으로서 음악의 

본질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essence music by 

studying basics of music.

전문
442

K-classic 관악합주(5)~(6) K-classic Wind Ensemble(5)~(6)

관악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써 이론을 바탕

으로 하여 앙상블 등 연주법을 중점 연구한다.

Concentrated study of performance technique on 

wind ensemble among the students of wind major.

전문
(442)

K-classic현악합주(5)~(6) K-classic String Chamber Ensemble(5)~(6)

현악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써 이론을 바탕

으로 하여 앙상블 등 연주법을 중점 연구한다.

Performance of representative works for strings 

in each era of music history emphasizing on both 

performing skill and theory.

전문
(235)

오케스트라실무와실습(1) Orchestra Practice(1)

4학년 학생 수업으로 졸업 후 학생들이 오케스트

라에 취업을 하 기 위한 취업대비를 목적으로 수

업에서 앙상블을 배워 오케스트라 취업에 꼭 필요

한 오케스트라 초 견 곡 을 미리 배우며 연주를 

통하여 경험을 쌓게 합니다.

After graduating from a fourth grade class, 

students learn to work in an orchestra to prepare 

for a job in an orchestra. And with the emphasis 

on the orchestra and the string of the orchestra, 

the lessons with the professors and the teaching 

staff are highly efficient lessons for students with 

a major in the after-class tutoring process.

실무
(271)

생활음악지도법(1)~(2) A Life-music Guidance(1)~(2)

음악 관련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

하여 지도한다.

Provide guidance on the process of acquiring 

qualifications licenses required for music related 

jobs.

전문
(532)

음악(국악)교수법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ing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전문 과목으로써 이론을 바

탕으로 하여 전공연마에 주력한다.

Theories of piano practice are studied to achieve 

better performance among the students of piano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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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802)

현대음악론 Contemporary Music Theory

인상주의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현대음악의 기반을 

작곡가별로 또는 유형별로 이론과 분석, 연주 및 

레코드를 통하여 연구한다. 특히 각 작곡가의 특성

의 원칙을 추구 연구하여 모든 기법을 응용하여 

직접 작곡한 작품으로 연주, 평가하기도 한다.

Study on modern music from expressionism to 

contemporary music both by composers and by 

modes emphasiz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posers. This basic theoretical studies are 

applied into performance of students' own 

composition.

전문
(802)

국악개론(1)~(2)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Music (1)~(2)

국악 전반에 걸친 국악의 부류와 주요 문헌의 분

석 및 대표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과 시

제감상에 대하여 지도한다.

Instru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on 

classification and on analysis of major references.

전문
(802)

음악인과직업(1)~(2) Musician and Job (1)~(2)

음악 관련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

하여 지도한다.

Provide guidance on the process of acquiring 

qualifications licenses required for music related 

jobs.

전문
(442)

K-classic전공실기(8)(관악,피아노,현악,작곡) K-classic Individual Major(8)

전공실기는 각 개인의 전공별 개인레슨을 바탕으

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교수님들과의 협의를 통

해 각각의 전공분야의 작품을 선정 및 계획하여 

연주 및 작곡된 곡을 연주하여 개인의 연주력 및 

작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Based on individual lessons, each individual 

chooses to write and write a piece of music and 

composing a composition composed of individual 

majors through consultation with each other 

through consultation with each other through 

consultation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based on the specialized private 

lessons (specialized business) in the musical 

department of music department, a single major 

is played and composed based on Korean sounds 

based on the deep lessons of individual subjects.

전문
(442)

K-classic합주(8) K-classic Orchestra(8)

합주를 통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현

악곡을 연주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개발, 합동정

신, 예술적 표현을 배운다.

By playing strings and brasses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with orchestra, individuals 

not only can development one's own skills but 

also can learn team spirit and artistic expression.

전문
(442)

K-classic합창(8)(캡스톤디자인) K-classic Chorus(8)(Capstone design)

합창을 통해 각 파트의 시창 능력과 표현기법을 

숙달하고 화음감을 느낌은 물론,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합창곡을 연구 발표함으로써 모든 음악연

주의 기본문제를 습득케 하고 연주체험을 쌓게 한

다.

To experience the performance and to develop 

the performing basic skills of listening and 

harmony by singing chorus from folk music to 

contemporary classics.

전문 오케스트라실무와실습(2)(캡스톤디자인) Orchestra Practice(2)(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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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343)

4학년 학생 수업으로 졸업 후 학생들이 오케스트

라에 취업을 하기위한 취업대비를 목적으로 수업

에서 앙상블을 배워 오케스트라 취업에 꼭 필요한 

오케스트라 초견곡을 미리 배우며 연주를 통하여 

경험을 쌓게 합니다.

또한 오케스트라 실무와 실습 과목을 캡스톤디자

인 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하나의 

공연을 만들게 함으로써 사회에 나가 보다 나은 

사회초년생이 될 수 있기 위함입니다.

After graduating from a fourth grade class, 

students learn to work in an orchestra to prepare 

for a job in an orchestra. And with the emphasis 

on the orchestra and the string of the orchestra, 

the lessons with the professors and the teaching 

staff are highly efficient lessons for students with 

a major in the after-class tutoring process.

It will also be a great experience for students to 

experience the performances of the orchestra and 

the practice of performing the concert as a 

capstone design, making it a very small 

experience for students to experience,

전문
(442)

지휘법 Conduction

지휘법 기본 타법 및 양손 사용법들의 이론과 실

체를 다루며 합창, 합주, 지휘를 통하여 그 요령을 

터득케 한다.

Advanced conducting skills applied to selected 

excerpts from standard literature, including 

concertos, recitatives, and contemporary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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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학과(D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 인재

전공능력
4차 산업 관련 지식과 주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 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략과 대응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교육목표

◾인공지능융합학과는 4차 산업에서 기본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 및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각 학생의 주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지식과 주 전공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합니다.

교육과정

◾인공지능융합학과는 특정 학문 분야나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과 
응용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지식배양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여학위
인공지능학사(Bachelor of Engineering) 또는 

주 전공학사(인공지능융합교육)(Bachelor of major_name(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주 전공 분야 해당 주 전공 분야 자격증

인공지능 활용분야

현재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소프트웨어 교육자, 
모바일콘텐츠개발자

미래

뇌-컴퓨터인터페이스 개발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뉴로모픽칩개발자 등, 감성인식기술전문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 자율주행이동체 개발자, 스마트팩토리 설계자, 
스마트도시전문가

빅데이터 분석분야

현재

조사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산업공학기술자, 
IT컨설턴트

미래
인포그래픽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투자 및 신용 분석가, 데이터 
거래 중개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스마트팩토리 설계자, 스마트도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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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정의
주 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에 논리적 사고 및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실무능력

준거

◾논리적 문제분석 및 해결책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추출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책 입안능력을 가진다.

◾서비스러닝, 리빙랩, 현장실습을 통해 단계적으로 현장 감각을 확보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진취적인도전

의식

정의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해결 방법을 지향하고 데이터에 담겨있는 데이터들 간의 인과
관계, 상관관계를 통해 기존의 문재해결방법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
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능력

준거

◾다양한 시장과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문제해결 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성과
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내어 기존의 문제해결 방법을 재설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데이터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추출하여 새로운 운영방법 및 전략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기획을 할 수 있으며,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정의
전공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토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Fact에 근거한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현장문제의 해결책을 입안하고 해결하는 능력

준거

◾주 전공의 전공지식과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 능력과 해결책 입안 능력으로, 부분 
최적해가 아닌 전체 최적해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진다.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의 특성 정의와 데이터 취급능력 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부터 가치 있는 의미를 도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인공지능 활용분야 ◐ ◐ ●

빅데이터 활용분야 ◐ ◐ ●

소프트웨어 개발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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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더 나은 해결안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

실무

문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양등에 따른 예상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현장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방법 등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매 및 데이터의 분석 

및 인공지능 방법론에 대한 

활용 능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의 

선택 및 해결

심화

데이터와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재정의 

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문제해결

기초 논리적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4차 산업혁명 특성의 이해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

석 및 

AI지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AI캡스톤디자인 I(*) ◐ ◐ ● ○ ◐ ●

AI캡스톤디자인 II(*) ◐ ◐ ● ○ ◐ ●

인공지능세미나I ○ ● ◐ ◐ ● ○

인공지능세미나II ○ ● ◐ ◐ ● ○

첨단신경망(*) ◐ ○ ● ● ◐ ◐

리빙랩(*) ◐ ◐ ● ○ ◐ ●

실무

서비스러닝I(*) ◐ ● ◐ ○ ◐ ●

서비스러닝II(*) ◐ ● ◐ ○ ◐ ●

의료영상분석 ◐ ● ◐ ○ ◐ ●

심화

최적화 이론(*) ○ ○ ● ● ○ ◐

웹프로그래밍 ● ◐ ◐ ◐ ◐ ○

영상처리기초(*) ○ ○ ● ● ○ ◐

통계적기계학습(*) ○ ○ ● ● ○ ◐

IoT와 통신 ○ ○ ● ● ○ ◐

데이터베이스(*) ○ ○ ● ● ○ ◐

데이터시각화 ◐ ○ ● ● ◐ ◐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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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

석 및 

AI지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유전알고리즘 ○ ○ ● ● ○ ◐

Linux운영체제 ○ ○ ● ● ○ ◐

시각시스템과 

청각시스템의 원리
○ ○ ● ● ◐ ◐

컴퓨터비전(*) ◐ ○ ● ● ◐ ◐

신경망기반머신러닝 ○ ○ ● ● ○ ◐

분산처리시스템 ○ ○ ● ● ○ ◐

강화학습(*) ○ ○ ● ● ○ ◐

자연어처리 ○ ○ ● ● ○ ◐

인공지능과윤리문제 ◐ ○ ○ ◐ ○ ●

기초

파이선기초및실습(*) ○ ○ ● ● ○ ◐

논리적문제해결 ○ ○ ● ● ○ ◐

선형대수(*) ○ ○ ● ● ○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 ◐ ● ● ◐ ◐

확률통계개론(*) ○ ○ ● ● ○ ◐

자바프로그래밍 ● ◐ ○ ◐ ◐ ○

Bigdata개론(*) ○ ○ ● ● ○ ◐

진로분야 직무수준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인공지능 
활용분야

전문

리빙랩(*)

AI캡스톤디자인 I

AI캡스톤디자인 II

인공지능세미나I

인공지능세미나II

실무

의료영상분석

서비스러닝I

서비스러닝II

데이터시각화

컴퓨터비전

심화

유전알고리즘 강화학습

분산처리시스템

첨단신경망

뇌공학개론

통계적기계학습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신경망 기반머신러닝

IoT와 통신

데이터베이스 

기초 논리적문제해결 선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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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수준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확률 및 통계

파이선 기초 및 실습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빅데이터 
활용분야

전문

리빙랩(*)

AI캡스톤디자인 I

AI캡스톤디자인 II

인공지능세미나I

인공지능세미나II

실무

의료영상분석

서비스러닝I

서비스러닝II

데이터시각화

컴퓨터비전

청각과 Sound데이터

심화

분산처리시스템

첨단신경망

통계적기계학습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신경망 기반머신러닝 

청각과 시각의 원리

기초

논리적문제해결 데이터 수집 및 설계 선형대수

확률 및 통계

파이선 기초 및 실습1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문

리빙랩(*)

AI캡스톤디자인 I

AI캡스톤디자인 II

인공지능세미나I

인공지능세미나II

실무

의료영상분석

서비스러닝I

서비스러닝II

데이터시각화

컴퓨터비전

심화

웹프로그래밍 분산처리시스템

첨단신경망

리눅스운영체제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신경망 기반머신러닝 

IoT와 통신

데이터베이스 

기초
논리적문제해결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 수집 및 설계 파이선 기초 및 실습1

오픈소스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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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데이터 
분석능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능력

전문

 리빙랩

 AI캡스톤디자인 I

 AI캡스톤디자인 II

창의적 이론 
및 

실무적용능력
지능적 

의사결정능력

실무

 컴퓨터비전

 서비스러닝I

 서비스러닝II

 의료영상처리

문제해결능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능력

효율성 
분석능력

심화

 최적화 이론

 IoT와통신

 빅데이타개론

 영상처리기초

 데이터베이스

 뇌공학개론

 분산처리시스템 

 통계적기계학습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웹프로그래밍

 리눅스운영체제

 시각시스템과      

 청각시스템의원리

 데이터시각화

 신경망기반머신러닝

 유전알고리즘

 자연어처리

 강화학습

 첨단신경망

 인공지능세미나I

 인공지능세미나II

 인공지능과윤리문제

논리적 
사고능력

소프트웨어 
구현능력

기초

 파이썬기초및실습
 논리적문제해결
 선형대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확률통계개론

 자바프로그래밍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구분: 

비 
교 
과

 Intensive Python(특강, 

 선형대수, 확률통계   

 Programming)

 Intensive 신호처리

 (특강, 영상처리기초  

 Programming)

 Intensive Algorithm

 (특강, Algorithm 

 Programming)

 현장실습

 Intensive AI1(특강, 

심층신경망 및 

Programming)

 Intensive AI2(특강,  

 CNN 및 유전알고리즘 

 Programming)

 인턴

 Intensive AI3(특강,  

 Neural Network 종합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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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256 파이썬기초및실습 Python Programming and Practice 3 3 기초 2 5 3

전선 16253 논리적문제해결 Logical Problem Solving 3 3 기초 2 5 3

기초 16317 확률통계개론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기초 5 2 3

2

전선 00000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3 기초 4 4 2

전선 00000 영상처리기초 Digital Signal Processing 3 3 심화 5 2 3

기초 16254 선형대수 Linear Algebra 3 3 기초 5 2 3

2

1

전필 00000 최적화이론 Optimization Theory 3 3 심화 5 2 3

전선 00000 IoT와통신 IoT and Communication 3 3 심화 2 4 4

전선 00000 빅데이터개론 Introduction to Bigdata 3 3 심화 3 4 3

전선 16255 오픈소스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3 3 기초 2 5 3

전선 00000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심화 4 4 2

2

전선 00000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 3 심화 5 2 3

전선 00000 뇌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rain Engineering 3 3 심화 4 2 4

전선 00000 분산처리시스템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 3 3 심화 3 4 3

전선 00000 통계적기계학습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 3 3 심화 5 2 3

전필 00000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Algorithm Based Machine Learning 3 3 심화 5 2 3

3

1

전선 00000 리눅스운영체제 Linux Operating System 3 3 심화 4 4 2

전선 00000 시각시스템과청각시스
템의원리

Principles of vVisual and Auditory 
Systems 3 3 심화 5 2 3

전선 00000 데이터시각화 Data Visualization 3 3 심화 5 2 3

전필 00000 신경망기반머신러닝 Neural Network Based Machine 
Learning 3 3 심화 5 2 3

전선 00000 유전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3 3 심화 5 2 3

2

전선 00000 서비스러닝I Service Learning I 3 3 실무 2 3 5

전선 00000 컴퓨터비젼 Computer Vision 3 3 실무 5 2 3

전선 00000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3 3 심화 5 2 3

전선 00000 강화학습 Reinforced Learning 3 3 심화 5 2 3

전선 00000 첨단신경망 Advanced Neural Network 3 3 심화 5 2 3

4 1 전선 00000 AI캡스톤디자인I AI Capstonedesign I 3 3 실무 2 3 5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9학점 27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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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인공지능
학과

기초

(253)

파이썬기초및실습 Python Programming and Practice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

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습득을 통해 컴

퓨터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적 사

고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In this course, we understand the concepts 

of computer programming and learn the 

basic python programming for 

understanding of computer programming 

and computational thinking. 

기초

(523)

선형대수 Linear Algebra

이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영역에 자주 사용

되는 선형대수의 기본 개념을 소개합니다. 

특히, 선형 대수학의 일부 입문 부분은 통계 

선형 모형 및 최적화 이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This lecture introduce elementary  concepts 

of Linear Algebra frequently used for the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some introductory parts of linear algebra 

are useful to understand statistical linear 

models and optimization theories.

기초

(523)

확률통계개론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이 강의에서는 인공 지능 영역에 자주 사용

되는 기본 확률 및 통계 개념을 소개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기계 / 

딥 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유용한 확률과 

통계의 입문 부분을 학습합니다.

This lecture introduce elementary 

probability and statistics concepts frequently 

used for the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students will learn some 

introductory parts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which is useful to building 

machine/deep learning models with 

corresponding applications.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전선 00000 서비스러닝II Service Learning II 3 3 실무 2 3 5

전선 00000 의료영상분석 Medical Imaging Analysis 3 3 실무 5 2 3

전선 00000 인공지능세미나I Artificial Intelligence Seminar I 3 3 심화 3 3 4

전선 00000 인공지능세미나II Artificial Intelligence Seminar II 3 3 심화 3 3 4

2

전선 00000 인공지능과윤리문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al 
Problems 3 3 심화 3 3 4

전선 00000 AI캡스톤디자인II AI Capstonedesign II 3 3 전문 2 3 5

전선 00000 리빙랩 Living Lab 3 3 전문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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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인공지능
학과

심화
(523)

최적화이론 Optimization Theory

이 강의는 인공 지능 영역에 자주 사용되는 

기본 최적화 개념에 대한 소개를 제공합니

다. 특히, 학생들은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볼록 최적화 및 알고리즘의 일부 소개 

부분을 배웁니다.

This lecture provide the introduction on 

elementary optimization concepts frequently 

used for the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students will learn some 

introductory parts of convex optimization 

and algorithms to find optimal solution. 

심화
(523)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Algorithm Based Machine Learning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현재 인공 지능의 기

본 및 핵심 기술인 기계 학습을 위한 다양

한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이 과정

은 기계 학습,지도 학습 방법 (회귀 및 분

류), 비지도 학습 방법 (클러스터링 및 차원 

축소), 앙상블 모델, 베이지안 접근 및 모델

의 기본 이론을 다룹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algorithms for machine learning, 

which are the fundamental and core 

technology for current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al 

theories of machine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methods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unsupervised learning 

methods (clustering and dimensionality 

reduction), ensemble models, Bayesian 

approaches and models.

심화
(523)

신경망기반머신러닝 Neural Network Based Machine Learning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딥러

닝)의 배경지식과 활용 방법을 습득하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와 

Recurrent Neural Networks 에 관한 지식과 

활용법을 실습한다. 딥러닝 기본개념, 

Stochastic Gradient Descent, 

backpropagation기법, 초기화기법, 

regularization기법, 콘볼류션 신경망 (CNN), 

CNN 구조, 복신경망(RNN), RNN의 응용을 

다룬다.

In this course, basic knowledge and 

programming skills for deep learning which 

is a key technolog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taught. This course will cover 

basic concepts of deep learning, 

backpropagation techniques such as 

stochastic gradient descent, initialization 

techniques, regularization techniques such 

as drop ou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CNN architectures, visualization of 

CNN,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 

RNN applications, and other applications 

including reinforced learning.



797

                                                            

                                                             문화융합대학 – 인공지능학과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인공지능
학과

기초
(253)

논리적문제해결 Logical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문제분석 및 해결을 

위한 logic tree와 다양한 framework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problem 

solving skills. In the educational content, 

student will learn logic tree and various 

frameworks for problem analysis and 

solution.

기초
(253)

오픈소스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 가능한 핵심 오픈소

스인 numpy, matplotlib 및 pandas를 포함한 

주요 오픈소스의 활용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to increase the ability to use 

major open sources, including numpy, 

matplotlib, and pandas, which are core 

open sources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기초
(442)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이 과목은 자바를 이용하여 객체지향 프로

그램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타입, 변수, 제어구

조, 함수, 데이터구조, 그리고 구조적 프로

그램설계를 학습하며, 객체지향 설계 및 프

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fundamentals of 

object oriented programming concepts and 

software development using the Java 

Language. Topics covered include data 

types, variables, control structures, 

functions, data structures, and structured 

program design. Elements of 

object-oriented design and programming 

are also introduced.

심화
(44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본 교육과정에서 웹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기본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본적

인 웹 문서의 작성 기법들에 대해 공부한

다. 특히 HTML5, CSS3, Javascript와 같은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과 

JQUERY, MOBILE WEB PAGES와 같은 고급 

웹 프로그래밍 기술들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process 

of web programming service and study 

methods for writing basic web documents. 

Also we study client-side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HTML, CSS3 and Java 

Script and advanced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JQUERY and Mobile 

WEB.

심화
(244)

IoT와통신 IoT and Communication

다양한 센서 및 웹으로부터 데이터 수집방

법의 설계, 수집된 데이터를 통신을 전송하

는 방법 및 수집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접근하도록 

자료구조의 다양한 개념을 소개한다. 특히 

같은 목적을 위해 작성된 코드 안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구조들 중에서 어떤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various 

data collection methods from sensors, data 

transmission from sensors to server and  

data structures for efficient data storage 

and access.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which data structures are 

more efficient than others among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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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가 어떤 상황에서 더 유리한지를 

이해하고, 주어진 응용에 적합한 자료구조

를 선택하고 새로운 자료구조를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possible data structure candidates, and to 

choose the best one or design a new one. 

심화
(343)

빅데이터개론 Introduction to Bigdata

본 교과목의 목적은 수강생이 빅데이터의 

의의와 기회, 그리고 한계 등을 정확히 이

해하여, 각자의 관심 분야에 적합한 “빅데

이터”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가 생성되는 

환경의 변화와 기술적 배경을 배우고, 이미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응용 사례를 공부하

며, 각자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서 가능한 

새로운 의미 있는 응용 아이디어를 제안한

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big data’s significanc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so that they can find good big 

data applications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interest. They will learn what drives the change 

and its technical background. In addition, they 

will study applications in various areas. At the 

end of the course, each student will present 

ideas about new applications in the area of 

their choice.

심화
(523)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본 강의에서는 Digital Signal Processing의 

전반인 이론과 디지털 필터를 포함한 디지

털 시스템을 이해한다. 간단한 이미지 및 

소리에 대한 디지털 신호처리를 위한 여러 

필터, 푸리에 변환의 고속계산 방법 (Fast 

Fourier Transform)을 학습하고 디지털 신호

가 가지는 주요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

해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the general theory of digital 

signal processing and digital systems 

including digital filters. Also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filters for digital signal 

processing for simple images and sounds, 

and Fast Fourier Transform of Fourier 

transform, and how to extrac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digital signals.

심화
(523)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관, DBMS, Data Model,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 

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 공부하

고 고급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복 병행, 제

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study of database 

management systems (DBMS) features, 

functions, and architecture, including logical 

design, data models, normalization, 

object-oriented data, and database 

administration. A DBMS product will be 

used to illustrate principles.

심화
(424)

뇌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rain Engineering

인간 또는 동물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데

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이

미 잘 알려진 실험을 통해 동물의 뇌가 정

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과

정을 신경망으로 구성하여 본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how 

the human or animal brain processes 

information and learns through data. 

Through well-known experiments, we 

understand the process by which the 

animal's brain processes inform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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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to organize these processes into neural 

networks.

심화
(343)

분산처리시스템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

연산그라프를 이용한 다양한 연산방법에 대

해 학습한다. 여러 개의 연산처리기가 존재

하는 경우 이의 분산처리와 여러 컴퓨터를 

이용한 분산처리 등에 관해 학습한다. 

Tensorflow를 이용하여 연산그라프를 이용

한 연산을 분산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computation methods using 

computation graphs. Students learn about 

the distributed processing of multiple 

computational processors and the 

distributed processing using multiple 

computers. Learn how to use Tensorflow to 

process computations using computational 

graphs.

심화
(523)

통계적기계학습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

최근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통계적 기계학습 

방법들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응용에 대

한 내용들을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선형 

회귀, 분류, 샘플링 방법, 모델 선택 및 제

한 기법, 결정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비

지도 학습법 등의 주제에서 통계 기반의 학

습들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modern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approaches. Topics include: linear 

regression, classification, sampling methods, 

model selection and regularization, decision 

tree, support vector machine, and 

unsupervised learning algorithms.

심화
(442)

리눅스운영체제 Linux Operating System

이 과목은 Linux 운영체제가 무엇이며, 그것

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또 운영체제

가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는지를 소개한

다. 주요한 주제들로는 프로세스 관리, 저장

장치 관리, 입출력 시스템, 분산처리 및 보

안 등이다. 

This course probes into Linux operating 

systems. It covers process management, 

storage management, and I/O systems. The 

course also studies distributed systems and 

security issues.

심화
(523)

시각시스템과청각시스템의원리 Principles of Visual and Auditory Systems

정보기반 시스템의 인지과학적 배경지식으

로서 인간정보처리기능과 인간의사결정에 

대한 현상적 이론을 다루고 그에 상응하는 

모형론, 지원방법들을 학습하여, 인간과 컴

퓨터로 이루어진 지능시스템의 분석과 설계

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능적 인

터페이스와 인간-기계 협업적 시스템의 구

축을 지향한 시스템적 응용 능력을 배양한

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issues in modern information-based systems 

such as human cognition and 

decision-making, computer modeling, and 

intelligent aiding approaches, with emphasis 

on application to systemic design and 

analysis of human-computer systems. 

Topics extends to general cognitive systems 

engineering concepts such as intelligent 

interface and joint cognitive systems that 

are essential in modern technolo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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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environments.

심화
(523)

데이터시각화 Data Visualization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

기 위한 방법론 중의 하나인 데이터시각화

에 대해 학습한다. python언어를 기반으로 

matplotlib을 중심으로 원시데이터의 다양한 

시각화 방법 뿐 아니라 인공지능 결과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data visualization, one of the methodologies 

for analyzing and processing various large 

amounts of data.  Based on the python 

language,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visualization methods of raw data, as well 

as visualization methods to help underst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sults, centering on 

matplotlib.

심화
(523)

유전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최적화와 관련된 휴리스틱 접근법을 다룬

다. 유전알고리즘과 타부서치의 이론적 연

구와 알고리즘의 개선 방법을 검토한다. 유

전알고리즘에서는 해의 coding 방법, 유전인

자의 교배 및 돌연변이, 개체의 선택방법을 

다루며, 타부서치에서는 search의 심화 및 

다양화를 다룬다.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응용도 포함한다.

Heuristic procedures for optimization are 

studied. Theories and computer 

implementation of Genetic Algorithm and 

Tabu search are covered. Encoding / 

representation, operators, selection methods, 

schema and parallel GA are included for 

the Genetic Algorithm. Fundamentals, 

short-term and long-term memory are 

examined in Tabu search.

실무
(235)

서비스러닝I, II Service Learning I, II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업체 선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주변 관련기관으로

부터 소규모 프로젝트를 요청받아 교과목에

서 학습한 이론적 내용을 실제 기업 프로젝

트에 적용 경험을 통하여 성취감 및 전공, 

실무경험을 획득한다.

This course aims to apply theoretical 

contents learned in the subject course upon 

request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around 

universities to foster students team who 

prefer to solve problems with creative 

skills, and major achievements through 

experience.

실무
(523)

컴퓨터비전 Computer Vision

컴퓨터비전은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분야로, 3차원 

세계를 기록한 사진 및 동영상과 같은 시각

정보들을 획득, 처리, 분석,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컴퓨터비전과 관련한 기초

적인 개념과 방법론 및 그 응용을 배운다. 

아울러 프로그래밍으로 구성된 과제들과 학

기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영상을 다루는 경

험을 쌓는데 주안점을 둔다. 본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영상처리 및 분할, 특징점 

Computer vision is one of fastest growing 

subfiel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camedia and industry. The goal of 

computer vision is to acquire, process, 

analyze, and understand the images of a 

three-dimensional world.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important applications of 

computer vision. This course will cover 

topics including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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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영상 추적, 물체 인식과 검출 등을 포

함한다.

segmentation, feature extraction, motion 

and tracking, object recognition and 

detection.

심화
(523)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 과정은 NLP 분야에 대한 개론 교과목입

니다. Python 언어와 NLTK (Natural 

Language Toolkit)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NLP의 핵심개념, NLP의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들과 NLP 기법들의 성능

측정 방법

This course provides a introduction to the 

field of NLP and is based on the Python 

programming language together with an 

open source library called the Natural 

Language Toolkit (NLTK). The detailed 

learning contents are as follows: the  key 

concepts of NLP,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which are used in NLP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NLP techniques.

심화
(523)

강화학습 Reinforced Learning

이 과정은 기계 학습 및 인공지능의 핵심 

연구 분야 중 하나인 강화학습을 다룹니다. 

강화학습에는 지능적인 의사결정 및 제어가 

필요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며 다

양한 기계 학습 모델의 교육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This course covers reinforcement learning, 

which is one of the core research areas in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inforcement learning has various 

applications that requires intelligent decision 

and control, and can used as training 

method for various machine learning 

models. 

심화
(523)

첨단신경망 Advanced Neural Network

이 과정은 딥 러닝 분야의 최근 발전을 다

룹니다. 신경망은 30 년 이상 인공 지능의 

많은 응용 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력한 컴퓨팅 성능과 대규모 데이

터 세트로 인해이 분야는 특히 지난 5 년간 

새로운 기술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

었습니다. 이 과정은 고급 신경망 모델과 

응용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This course covers recent advances in the 

field of deep learning. Neural networks 

have been used for many applic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more than 30 

years. However, due to powerful computing 

powers and large-scale data sets available 

nowadays, the field currently made 

breakthroughs via new techniques, in 

particular, for last 5 years. This course 

introduce advanced neural network models 

as well as their applications.

전문
(235)

AI캡스톤디자인I, II AI Capstonedesign I, II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일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개발을 Concept – Engineering 
- Design의 순서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화된 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고, 

산학협력을 기본으로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This course covers process of concept – 
engineering - design to develop a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overall practical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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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한다. acquired.

실무
(523)

의료영상분석 Medical Imaging Analysis

우리는 대규모 전자 건강 기록을 처리하고 

다양한 예측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 학습 방

법, 특히 딥 러닝 기술을 소개합니다. 또한 

다양한 건강 관리 관련 주제(예: 해석 가능

성, 인과관계) 및 양식(예: 이미지, 텍스트, 

지식 그래프)에 대해 논의합니다.

This course introduce machine learning 

methods, especially deep learning 

techniques to process large-scale electronic 

health records and perform various 

prediction tasks. In addition, we discuss 

diverse healthcare-related topics (e.g. 

interpretability, causality) and modalities 

(e.g. images, text, knowledge graphs).

심화
(334)

인공지능세미나I, II Artificial Intelligence Seminar I, II

이 과정은 인공지능에서 선택한 특수 주제

와 다른 과정을 다루기 어려운 관련 분야를 

다룹니다. AI 및 기타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최신 개발 및 동향을 소개합니다.

This course deals with selected special 

topic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lated 

fields that are hard to cover the other 

courses. It will cover various topics of the 

fields of AI and others to keep up with the 

latest developments and trends.

심화
(334)

인공지능과윤리문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hical Issues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개발자에

게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기존 가치관의 충돌 문제를 

이해하고 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가

치관 등에 대해 생각해 본다.

Rapidly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quires developers to establish 

new values. Students will understand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new values 

created by new technologies and existing 

values  and think about new values that 

developers should have.

전문
(235)

리빙랩 Living Lab

리빙 랩에서는 그동안 학습한 전공지식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실제 문

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이론 중심의 전공지

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

는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Living Lab applies the knowledge you have 

learned to solve problems in the 

community. Students develop practical 

problem-solving skills and apply 

theory-based major knowledge to the field. 

It aims to learn and contribute to the 

community through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theory that 

arises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se 

problems.



 

문화관광대학 교육과정

  ¦ 관광경영학과

¦ 외식산업학과

¦ 패션산업학과

¦ 한식조리학과

¦ 호텔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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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대학

문화관광대학 (College of Culture & Tourism)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미래 핵심 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교육목표
문화관광대학은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사고와 글로벌 마인드

를 갖춘 문화관광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산업체현장실습 의무학점제를 비롯한 CEO 및 실무자 특강, 산업체 견학, 멘토링 등 실

무중심형 교육과정 운영

◾각종 자격증 및 외국어 교육을 위한 특성화과정, 세계 유수의 호텔, 여행사, 식품 및 외

식, 패션기업 등에서의 인턴십, 단기연수 등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언어 능력과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발견

하고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외국인 학생들과 융화하는 국제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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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학과 (Dept. of Tourism Management)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글로벌 관광혁신 인재

전공능력   현장 중심 경영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글로벌 마케팅

교육목표

관광경영학과는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관광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역량 강화교육, 국제적 관광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영능력배양 교육을 통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관광전문인 양성에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관광 전문지식교육, 외국어 강

화교육, 국내 및 해외 관광지 방문을 통한 현장 중심교육, 전국 100여 개 여행사·항공

사·이벤트회사·관광공사 등 관광 관련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전문지식 중심교육· 외국어 중심교육·현장 중심교육

 ◾국내외 관광지 현장학습 및 국내외 관광업체에서의 실습과 인턴십을 통한 국제적 감각 

배양

 ◾외국대학 연계학점교류를 통한 글로벌 관광인재 양성

 ◾특성화 교육내용

   - 관광경영 분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항공실무 교육, 여행사 실무 교육

   - 관광어학 교과목 운영 

   - 영어·일어 과정

   -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자매 대학과 학점 교류

   - 필리핀 바기오대학 1년간 어학 및 전공연수(학점 인정)

   - 산업체 실무중심 교과목 확대

   - 국외여행 인솔자 과정 운영

   - 관광교사 교직과정(중등교원 2급 정교사) 설치 및 운영

수여학위 관광학사 (Bachelor of Tourism Management)

진로분야
및 

자 격 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여행사/항공사 국내여행안내사, 예약발권 CRS, 국외여행인솔자

호텔/리조트/MICE업계 컨벤션기획사, 공인어학

공공기관/컨설팅업계 공인어학, 컴퓨터활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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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현장 중심 
경영 능력

정의 관광활동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사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능력

준거
◾다양한 관광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관리 기법을 현장에 적용한다.

◾효율적 관광경영을 위한 마케팅 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창의적 사고 
능력

정의 관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

준거
◾시대 변화에 맞는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관광상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글로벌 마케팅

정의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획능력, 문화 이해력, 의사표현 능력

준거
◾세계 각국의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해 인지한다.

◾해외여행, 이벤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현장 중심 경영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글로벌 마케팅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현장 중심 경영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글로벌 마케팅

여행사/항공사 ◐ ○ ●

호텔/리조트/MICE업계 ● ○ ◐

공공기관/컨설팅업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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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기획 및 전략, 환대산업 사례 

연구

관광경영 전략 수립 방법론

(비전과 목표 설정, 환경 분

석, 전략설정, 평가)

전략적 사고, 윤리 경영, 전

문가적인 태도

실무
항공객실서비스, 여행사경영

실무, 산업체현장실습

항공예약발권실무, 해외인솔

실무, 교과교재연구

고객 지향적 태도, 자신의 직

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관광산업분야별(항공사, 여행

사 등) 서비스 실무론

항공 접객서비스와 문화관광

종합설계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 제공 

및 서비스 환경 분석과 적절

한 응대

기초
문화관광 관련 지식,

서비스산업의 이해

외국어 활용능력, 

의사소통 및 관계구축

고객지향적인 태도, 

고객의견 경청 및 응대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 중심 
경영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글로벌 
마케팅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녹색관광창업 ● ○ 3 4 3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 ● ◐ 4 2 4

관광정책론 ○ ● 5 3 2

항공고객만족경영론 ● 4 3 3

관광경영론 ● ○ ◐ 4 3 3

관광학연구방법론 ○ ● 3 5 2

MICE산업론 ○ ◐ ● 4 3 3

문화관광종합설계 ● ○ 3 4 3

관광교과교육론 ● 4 2 4

실무

여행사경영실무 ● ○ ◐ 3 4 3

관광외국어 ○ ● 4 4 2

항공예약발권실습 ● 2 4 4

축제이벤트론 ● ◐ ○ 3 4 3

서비스관리론 ◐ ○ ● 2 3 5

국외여행인솔실무론 ● ◐ 3 2 5

토탈관광프로젝트 ○ ● ◐ 4 4 2

관광여가론 ● ○ 3 3 4

관광교과교재및연구 ○ ● 3 5 2

산업체현장실습(1)~(4) ● 3 4 3

심화
관광콘텐츠기획론 ○ ● ◐ 3 4 3

관광개발창업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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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현장 중심 
경영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글로벌 
마케팅

지식
(K)

기술
(S)

태도
(A)

관광행동론 ○ ● 4 3 3

이미지메이킹글로벌매너 ○ ● 3 2 5

관광마케팅 ◐ ● 4 2 4

관광산업론 ● ○ ◐ 3 4 3

기초

관광학원론 ● ○ 5 3 2

문화관광론 ○ ● 4 3 3

관광자원론 ○ ● 4 3 3

관광법규 ● ○ 5 3 2

문화의이해 ● ◐ 4 3 3

관광스토리텔링 ● ◐ 4 3 3

관광사 ○ ● 5 3 2

항공서비스론 ● ○ 4 3 3

관광영어회화 ◐ ● 3 4 3

진로분야 직무수준 현장중심 경영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글로벌 마케팅

여행사/

항공사

전문
녹색관광창업
관광경영론

관광학연구방법론 관광정책론
항공고객만족경영론
MICE산업론

실무

여행사경영실무[필]
항공예약발권실습
축제이벤트론
국외여행인솔실무론
관광여가론
산업체현장실습(1)~(4)

토탈관광프로젝트 관광외국어
서비스관리론

심화
관광개발창업[필]
관광산업론[필]

관광콘텐츠기획론 관광행동론
이미지메이킹글로벌매너
관광마케팅[필]

기초
관광학원론[필]
관광법규[필]
항공서비스론

문화관광론
문화의이해[초]
관광스토리텔링[초]

관광자원론
관광사
관광영어회화[필]

호텔/

리조트/

MICE업계

전문
녹색관광창업
관광경영론

관광학연구방법론 관광정책론
항공고객만족경영론
MICE산업론

실무

여행사경영실무[필]
항공예약발권실습
축제이벤트론
관광여가론
산업체현장실습(1)~(4)

토탈관광프로젝트 관광외국어
서비스관리론

심화
관광개발창업[필]
관광산업론[필]

관광콘텐츠기획론 관광행동론
이미지메이킹글로벌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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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수준 현장중심 경영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글로벌 마케팅

관광마케팅[필]

기초
관광학원론[필]
관광법규[필]
항공서비스론

문화관광론
문화의이해[초]
관광스토리텔링[초]

관광자원론
관광사
관광영어회화[필]

공공기관/

컨설팅

전문

녹색관광창업 관광학연구방법론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문화관광종합설계
관광교과교육론

관광정책론
MICE산업론

실무

여행사경영실무[필]
축제이벤트론
관광여가론
산업체현장실습(1)~(4)

토탈관광프로젝트
관광교과교재연구

관광외국어
서비스관리론

심화
관광개발창업[필]
관광산업론[필]

관광콘텐츠기획론 관광행동론
이미지메이킹글로벌매너
관광마케팅[필]

기초

관광학원론[필]
관광법규[필]

문화관광론
문화의이해[초]
관광스토리텔링[초]

관광자원론
관광사
관광영어회화[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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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T)여행사/항공사  (H)호텔/리조트  (C)공공기관/컨설팅

비 
교 
과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Hands on steps 
체험학습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취득반

선배와의 대화, 재학생 직무능력 향상 특강, 공공기관/컨설팅업계/호텔/리조트 
전문가 초청 특강, 전공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해외취업 동아리

기획 및 전략,
관광경영 전략 수립 
방법론(비전과 목표 

설정, 환경 분석, 
전략설정, 평가),

전략적 사고

전문

녹색관광창업(T)
관광정책론(C)
항공고객만족경영론(T)
관광경영론(T)
관광교과교육론(C)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C)
문화관광종합설계(C)
MICE산업론(H)
관광학연구방법론(C)

항공객실서비스,

항공예약발권 
컴퓨터실무,

고객 지향적 태도

실무

여행사경영실무론(G)
관광외국어(G)

축제이벤트론(C)
서비스관리론(H)
관광교과교재및연구(C)
산업체현장실습(1,2)(G)

국외여행인솔실무론(T)
토탈관광프로젝트(H)
항공예약발권실습(T
관광여가론(C)
산업체현장실습(3,4)(G)

관광산업분야별

(항공사, 여행사 등) 

서비스 실무론, 

항공 접객서비스와

 문화관광 디자인 설계,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 제공 및 

서비스 환경 분석과 
적절한 응대 

심화 관광개발창업(G)
관광마케팅(G)
관광산업론(G)
관광행동론(H)
이미지메이킹글로벌매너(T) 관광콘텐츠기획론(H)

문화관광 관련 지식,

외국어 활용능력, 

고객지향적인 태도,

기초

문화의이해(G)
문화관광론(G)
관광스토리텔링(G)
관광학원론(G)
항공서비스론(T)
관광자원론(G)
관광영어회화(G)

관광사(T)
관광법규(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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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21 + 전선 21) 이상

 ◾심화과정: 전공 78학점(기초 6 + 전필 21 + 전선 51) 이상

전필 21 1~3

전선
21 2~4

30 2~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시험 및 공인어학시험

   (TOEIC 500 이상 또는 재직증명서 + 사대보험)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산업체현장실습 1회(3학점)는 심화과정에 포함됨

   (단, 국제학생은 선택)

※ 교직과정 이수자를 제외한 최소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제2의 전공(연계전공 포함)을 복수(부)전공으로 이수해
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 기본이수 영역의 교과목을 포함해서 전공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시 관광 중등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

■ 복수(부) 전공

■ 교직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다른 모집단위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하고자 할 때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21 + 전선 21)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 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21 + 전선 21)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교직
비사범계열 교직 전공 신청 이
수자

◾42학점 이상 이수

  (기본이수 7과목 21학점이상 이수)

◾교과교육영역 9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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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08041 관광학원론 Introduction to Tourism 3 3 기초 5 3 2
전선 14198　문화관광론 Cultural Tourism 3 3 기초 4 3 3
기초 16093 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culture 3 3 기초 4 3 3

2
전선 09830 관광자원론 Tourism Resources 3 3 기초 4 3 3
전필 13637 관광영어회화 Tourism English Conversation 3 3 기초 3 4 3
기초 15877 관광스토리텔링 Tourism Storytelling 3 3 기초 4 3 3

2

1

전필 08646 관광마케팅 Tourism Marketing 3 3 심화 4 2 4
전필 16133 관광산업론 Tourism Industry 3 3 심화 3 4 3

전필 08043　관광법규 Tourism Law 3 3 기초 5 3 2

2

전필 14363 관광개발창업 Tourism Development and foundation 3 3 심화 5 3 2
전필 14501 여행사경영실무론 Travel Agency management & Operation 3 3 실무 3 4 3

전선 09016 관광행동론 Tourism Behavior 3 3 심화 4 3 3

전선 15874 관광사 Tourism History 3 3 기초 5 3 2
전선 15887 이미지메이킹글로벌매너 Image-making & Global Manner 3 3 심화 3 2 5

전선 13634 항공서비스론 Airline Service 3 3 기초 4 3 3

3

1

전선 15884 관광콘텐츠기획론 Tourism Content Planning 3 3 심화 3 4 3
전선 15883 관광정책론 Tourism Policy 3 3 전문 5 3 2
전선 15888 항공고객만족경영론 Aviation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3 3 전문 4 3 3
전선 14950 산업체현장실습(1) Field Experience(1) 3 1 실무 3 4 3
전선 10243 관광교과교육론 Pedagogy for Tourism Education 3 3 전문 4 2 4
전선 14500 녹색관광창업 Green Tourism and foundation 3 3 전문 3 4 3

2

전선 10083 관광경영론 Tourism Management 3 3 전문 4 3 3
전선 11798 축제이벤트론 Festival Event 3 3 실무 3 4 3
전선 15886 서비스관리론 Service managemen 3 3 실무 2 3 5
전선 14951 산업체현장실습(2) Field Experience(2) 3 1 실무 3 4 3
전선 14906 관광교과교재및연구법 Teaching Methodology for Tourism Contents 3 3 실무 3 5 2
전선 15882 관광외국어 Foreign Language in Tourism 3 3 실무 4 4 2

4

1

전선 10897 국외여행인솔실무론 Tour Conductor Exercise 3 3 실무 3 2 5
전선 14952 산업체현장실습(3) Field Experience(3) 3 1 실무 3 4 3
전선 14595 토탈관광프로젝트 Project of Total tourism P 3 실무 4 4 2
전선 14201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of Culture Tourism 3 3 전문 4 2 4
전선 15095 항공예약발권실습 Reservation Practice 3 3 실무 2 4 4
전선 10899 관광여가론 Tourism & Leisure Management 3 3 실무 3 3 4

2

전선 14203 MICE산업론 MICE industry theory 3 3 전문 4 3 3
전선 14202 문화관광종합설계 Comprehensive Design of Culture Tourism 3 3 전문 3 4 3
전선 14953 산업체현장실습(4) Field Experience(4) 3 1 실무 3 4 3
전선 15885 관광학연구방법론 Tourism Research Methodology 3 3 전문 3 5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목은 교직이수자만 수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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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33)

관광스토리텔링 Tourism Storytelling

문화관광자원과 스토리텔링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

보고 이미지 형성요소와 브랜드전략을 통해 관광

지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전략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지식을 배운다

Learn about the role of cultural tourism resources 

and storytelling, and learn the basic knowledge to 

develop a content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to 

tourist destinations through brand strategy 

necessary for image formation.

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culture

본 교과목은 인간사회의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문화의 특

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인간 문화에 대한 객

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 and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human culture on 

the assumption that human culture has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at the same time.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관광법규 Tourism Law

관광 사업이나 관광 행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관광기본법을 기본으로 학

습하며 이의 세부 법규인 관광진흥법 및 기타 관

광 관련 법규와 이에 따르는 동시행령과 시행세칙

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광 실무자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mination of the laws regulating the tourism 

business and tourism policy. Emphasis on the 

practical aspects of tourism-related regulations.

관광학원론 Introduction to Tourism

관광의 어원, 정의, 역사와 효용성, 그리고 관광자

원의 종류와 보호 보존 및 개발, 관광산업의 개요 

등 관광의 기초로부터 관광에 대한 이론까지 제반

적인 관광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Overview of the tourism; topics include the 

history of tourism, its definition, and the different 

types of tourism resources and development with 

emphasis 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ourism 

and issues as related to the tourism business.

기초
(343)

관광영어회화 Tourism English Conversation

관광에 필요한 회화를 익히고 관광지에서 자주 발

생하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영어를 연습함으로써 

글로벌 관광 리더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목이다. 

Practice of English conversation with emphasis on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실무
(343)

여행사경영실무론 Travel Agency management & Operation

관광산업의 주요 분야인 여행알선업의 경영이론을 The trends operation management procedu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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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주제로 하여 여행업의 원가계산, 여행일정 작성방

법 및 여행알선 등의 요령을 실무중심으로 교육하

여 여행산업 전반에 대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practices of travel agents. Emphasis on agency 

operations including cost control of travel, 

scheduling of itinerary, and recruiting travelers.

심화
(532)

관광개발창업 Tourism Development and foundation

관광 개발학의 가장 기초과목으로써 관광개발의 유

형을 분류하고 이의 특징 및 효과적인 개발방법 등

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관광개발계획수립 시의 이론

적 관점을 확고히 한다. 아울러 상기 관광개발의 여

러 관점의 현실적용에 관한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

Working knowledge of tourism concepts and 

theories applicable to the tourism development by 

classifying different types of tourism development.

심화
(343)

관광산업론 Tourism Industry

관광 법규상의 사업체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객 이용시설업, 관광객 편의 시설업, 카지노업, 유

원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들의 업무를 파악하며 이와 관련한 기타관광 관

련 업체 등의 사업상 특징과 관광사업 전반의 사

업방법론과 그 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Study of overall business operations as related to 

the tourism business. Includes travel business, 

travel lodging business, tourism facilities, and 

tourism-related business.

심화
(424)

관광마케팅 Tourism Marketing

현대기업의 마케팅관리에 대한 제 기법을 바탕으

로 관광시장의 형태, 규모, 관광시장 분석, 관광 조

사방법, 시장계획, 시장광고, 관광객 행동의 유형 

분석, 관광의 환경 분석 등을 통해 관광 전문가로

서 행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체계적으로 연구

한다.

Study of basic theory and practice of marketing 

as related to the tourism including types of 

tourism market, its size, research method of 

tourism market, planning, and advertising.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33)

문화관광론 Cultural Tourism

관광과 문화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관광의 일반적

인 현상이 문화적 파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

로 연구한다. 특히 모든 관광에 있어 문화의 특징을 파

악하고 이를 관광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

다.

In this study, we can comprehend analyses of 

various cultural and tourism factors affecting 

tourism industries. All of students know how to 

understand various tourism cultures.

관광자원론 Tourism Resources

관광의 대상이 되는 국내외 수많은 관광 자원을 

분류, 파악하고 특히,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

은 문화재, 명승고적, 역사 문화자원, 사회 인문자

원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관광자원의 효

율적 이용관리에 대한 방안을 탐구한다.

Study of effective management of tourism 

resources based on the knowledge of concepts 

and classification methods for cultural heritages 

and historical sites.

항공서비스론 Airl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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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관광산업의 주요 분야인 항공산업에 대한 기초적

인 서비스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고 항공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업무지식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The study of basic services in airline industry and 

practice of operation skills required in airline 

business such as airline service manners, 

understanding of the industries, and in-flight 

service.

기초
(532)

관광사 Tourism History

관광의 기원과 관광학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역

사적사실과 관광학과의 관계 등 관광역사 학습을 

통해 관광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tourism through the study of tourism history, 

including the origin of tourism, the development 

of touris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historical history and tourism.

전문
(352)

관광학연구방법론 Tourism Research Methodology

관광 정보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함과 동시에 이

를 응용할 수 있는 자료처리 및 분석에 사용되는 소

프트웨어를 고찰하고, 실습을 하여 관광 실무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응용능력을 습득

한다.

Exploration of software utilized in the tourism 

information. Working knowledge of application of 

multi-media software including planning, 

storyboard.

심화
(433)

관광행동론 Tourism Behavior

관광객의 관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과 관광객의 심리 및 관광객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광사업경영과 관광객 행동의 형태

를 체계화한다.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onsumer behavior to 

develop systematized management practices of 

tourism business.

심화
(343)

관광콘텐츠기획론 Tourism Content Planning

관광의 중요 부분인 이벤트를 이해하고 직접 실무

에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벤트의 의의와 파

급효과를 규명하고 이벤트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 봄으로써 관광이벤트비즈니스의 중

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과목이다.

Provides an im-depth understanding of the event 

business and hands-on situation analysis; emphasis 

on study of value of event operations by 

exploring an effect of event business on tourism 

industry.

전문
(532)

관광정책론 Tourism Policy

관광행정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외 관광정책의 발전과정과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광정책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

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tourism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direction of tourism policy at 

home and abroad.

전문
(433)

관광경영론 Tourism Management

전문 관광 전문가로서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능력향상을 목표로 여행 알선업, 관광숙박업, 관광

객 이용 시설업, 기타 관광 관련 업체 등의 경영상 

특징과 관광사업 전반의 경영방법론과 그 방향에 

Functions and methods of management as related 

to the tourism including travel agency, hotel, and 

tourism-relat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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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관하여 연구한다.

실무
(343)

축제이벤트론 Festival Event

현대사회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인 축제를 통해 관

광을 이해하고 축제를 통한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제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는 축제 전문인 양성에 목적이 있다.

An in-depth study of the festival, focusing on 

various aspects of organizing a festival in terms 

of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impacts in order 

to train a future festival planner.

실무
(235)

서비스관리론 Service Management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경영할 때를 대비한 

서비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향상과 관광객 접

대 서비스 능력을 배양하여 국제 감각과 세련된 

매너와 교양을 겸비한 국제 관광인으로서의 소양

을 기른다.

Practice of service skills, international business 

etiquettes applicable to the "real-world" setting in 

the tourism business.

실무
(334)

관광여가론 Tourism & Leisure Management

현대 사회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가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인간

이 추구하는 삶의 질적인 향상을 관광과 여가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Examination of the multi-faceted phenomenon of 

leisure in relation to tourism industr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various ways of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전문
(433)

MICE산업론 MICE industry theory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포상 관광 또는 인

센티브여행(incentive tour, incentivetravel,
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의 4개 비즈니스 분야를 지칭한다.

본 과목은 비즈니스 관광의 관점에서 4분야의 이

론과 실무적 내용을 탐구한다.

MICE refers to four business sectors: meetings, 

incentive tours, incentivetravel, incentives, 

conventions, and exhibitions.

This course explor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nts of four fields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tourism.

전문
(343)

문화관광종합설계 Comprehensive Design of Culture Tourism

문화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

관광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

운 관광상품을 제시한다.

Develop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culture 

tourism to understand the status of cultural 

tourism and related problems in order to suggest 

new cultural tourism products.

전문
(433)

항공고객만족경영론 Aviation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항공기 기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론 및 실습

을 통해 항공사 승무원 및 항공 종사자가 되기 위

한 업무 능력과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항공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

기 위한 과목이다. 

The study of fundamentals in airline industry and 

practice of operation skills required in airline 

business such airline cruising services and tray 

table services.

실무
(343)

산업체현장실습(1)~(4) Field Experience (1)~(4)

학부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기업체 혹은 관광이벤트 현장에서 이론의 응용 

및 수행능력을 기른다.

An internship experience in hospitality industry 

segments including food service, lodging, tourism, 

and convention/exposition. Focus on on-site 

training to apply knowledge acquired in classroom 

to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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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325)

이미지메이킹글로벌매너 Image-making & Global Manner

항공사 승무원 및 항공 종사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Make up 

등 모의 현장을 통하여 실습한다.

Conduct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to foster 

airline crew members and aviation workers. In 

order to cultivate practical skills that can be used 

in the actual field, we practice through simulated 

sites such as Make up.

실무
(244)

항공예약발권실습 Reservation Practice

항공예약 실습 항공예약의 기초, 개인과 단체 예약 

작성/수정, 항공운임의 기초, fare system, 항공운

임 계산, 개인/단체 발권 등의 이론 및 실무를 교

육 등에 관하여 이론 및 실무 중심으로 실습함으

로써 항공사 지상직, 여행사 그 외 관광서비스 산

업전문인을 양성한다.

Practice of overall reservation base, Individual & 

Group booking etc. for future staff of Airline 

ground service, Travel Agent and other tourism 

service industry.

실무
(325)

국외여행인솔실무론 Tour Conductor Exercise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증진하

고 이와 관련한 TC의 총체적인 실무를 익힘으로써 

향후 자질 있는 전문적인 국외여행 인솔자를 양성

함을 목적으로 한다.

Develop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our 

conductor for overseas travel. Focuses on 

practices and training of students for future 

career as a professional tour conductor.

전문
(424)

관광교과교육론 Pedagogy for Tourism Education

본 교과는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현장교육을 

담당하면서 관광을 실무적이고 이론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중등 관광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고 관

광의 현장 실무를 파악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배

양하고 교사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다.

This study course is pre-exercise for students who 

will be teachers in the future. In order to solve 

problem and cultivate teacher's ability, students 

study how to teach Tourism subjects.

실무
(352)

관광교과교재및연구법 Teaching Methodology for Tourism Contents)

본 교과는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수록된 관광 과목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학생들에

게 현장감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 기자재를 

활용하여 관광 학습 내용을 지도함으로써 교사의 

능력 배양과 자질 함양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lesson is to provide students 

with researching and teaching methods in all kinds 

of Tourism, Students study methods to research 

and teach Tourism.

전문
(424)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of Culture Tourism

문화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향상하고, 문화

관광 전반에 대한 기획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극

대화한다.

Develop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culture 

tourism cultivating skills of overall planning and 

problem solving in culture tourism.

실무
(442)

토탈관광프로젝트 project of Total tourism

전북의 문화 관광지를 답사하여 조사하고 조별로 

토탈관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개발, 상

품개발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Explore cultural tourism areas in Jeonbuk and 

investigate problems of total tourism by group, 

and suggest solutions such as program 

development and product development.

전문 녹색관광창업 Green Tourism and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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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343)

녹색 관광은 21세기 테마인 환경과 관광을 접목함

으로써 친환경적 관광개발의 유형, 녹색 관광의 특

징 및 효과적인 개발방법 등을 분석하고 실제 관

광개발 계획수립 시의 이론적 관점을 확고히 한다.

Integrated study of environment and tourism. 

Analysis of types of tourism development in favor 

of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green tourism 

and its effective development methods.

실무
(442)

관광외국어 Foreign Language in Tourism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중국어와 일본어 기초를 학

습한다.

Learning Chinese and Japanese as Basic Foreign 

Language i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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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학과 (Dept. of Foodservice Management)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국내·외 외식산업이 요구하는 산업 맞춤형 글로벌 인재

전공능력 서비스실무능력, 조리실무능력, 외식경영관리 능력

교육목표

외식산업학과는 전문적인 조리실무능력과 외식경영능력 배양을 원칙으로 외식산업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글로벌 외식조리전문 경영인을 양성하

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외식산업이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외식조리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제반이론과 실무교육과정 운영

◾외식의 주요 전공과목인 조리·식음료의 특성화된 학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인턴십, 공모전, 캡스톤 디자인 등 산학관련 경쟁력 있

는 교과목 운영

◾다양한 외식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이론과 실습을 바

탕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통한 현장실무 중심의 교과목 운영

수여학위 외식경영학사 (Bachelor of Foodservice Management)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외식조리실무 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일식,제과,제빵,복어), 위생사 등

외식 경영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능사, 외식경영관리사, 유통관리사, 위생사 등

외식 관리 조리기능사, 외식경영관리사, 유통관리사, 위생사 등

식음료서비스 조주기능사, 소믈리에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서비스실무

능력

정의
고객에게 제공되는데 필요한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이해하며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개념, 특성, 품질 등 서비스 실무 능력을 갖춘다
◾고객과 소통하며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실무능력을 적용한
다

조리실무 정의
다양한 식자재를 가공하여 메뉴를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변형하고 표준화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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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서비스실무능력 조리실무능력 외식경영관리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능력 준거

◾식재료와 조리에 대한 특성과 기초 용어 상식 등 이론을 학습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다양한 실습을 통해 기초 조리 기술을 학습하며 조리기술 능력과 메뉴개발에 
필요한 창의적 변형, 표준화 능력을 현장실무에서 적용한다

외식경영관리 

능력

정의
외식산업 전반에 관한 이해와 전문 경영 지식, 식품과 조리와 직원관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역량을 갖춘 능력

준거

◾외식산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행동과 현장을 연구하여 현장에서의 홀과 주방
의 합리적 경영 방안 역량을 갖춘다

◾현장에서의 관리자나 경영주로서의 종업원 관리기법 및 원가관리 등 마케팅 
방안 능력을 실무에 적용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서비스실무능력 조리실무능력 외식경영관리 능력

외식 조리 ◐ ● ●

외식 경영 ● ◐ ●

외식 관리 ● ◐ ●

식 음료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기획 및 전략, 사례 연구, 외
식산업 환경, 외식 창업

외식산업 외부환경 분석, 창
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전문가적인 신뢰성과 정
직성

실무
점포관리, 주방관리, 프랜차
이즈 실무, 레스토랑경영 실
무 

전공 실무 언어 및 서비스 
능력 관리, 실무조리 및 식음
료 실습

리더십을 통한 협동심, 
창의적 조직운영 및 인성
에 기반을 둔 태도 

심화 외식 마케팅, 전문 조리, 외 레스토랑 및 프랜차이즈 관 변화된 환경의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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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식 원가관리. 식음료 관리
리 업무, 인적 자원 및 시설
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보 분석에 따른 효율적 
접목과 고객지향적인 태
도

기초
외식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기초 조리

기초 전공 언어 능력 향상,  
기초 이론 습득 및 이해

서비스 마인드적인 태도, 
새로운 기술 습득의 적극
적 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서비스실무능력
조리실무

능력

외식경영

관리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음식문화의이해와평론 ◐ ○ ● 6 2 2

레스토랑경영론 ● ◐ ● 4 3 3

기업가정신과프랜차이즈 ● ○ ● 4 3 3

메뉴관리론 ○ ● ◐ 5 3 2

외식조사방법론 ○ ○ ● 4 4 2

외식연구및세미나 ○ ○ ● 6 2 2

외식사업창업론 ● ◐ ● 5 3 2

실무

글로벌한국조리 ◐ ● ○ 3 5 2

서비스매너와이미지 ● ○ ◐ 3 4 3

서양조리 ◐ ● ○ 3 5 2

바리스타실무 ◐ ● ○ 3 4 3

이태리메뉴실습 ◐ ● ○ 3 4 3

제빵실습 ◐ ● ○ 3 4 3

제과및디저트실무 ◐ ● ○ 3 4 3

조주음료론및실습 ◐ ● ○ 3 4 3

동양조리 ◐ ● ○ 3 4 3

소믈리에실무 ● ● ◐ 3 4 3

레스토랑서비스실습 ● ○ ● 3 4 3

테이블코디네이션 ◐ ◐ ◐ 3 4 3

심화

외식소비자행동론 ● ◐ ● 5 3 2

외식원가관리 ○ ◐ ● 5 3 2

외식서비스마케팅 ● ○ ● 5 3 2

식품위생학 ○ ● ◐ 6 2 2

서비스실무영어(2) ● ◐ ◐ 6 2 2

주방관리론 ○ ● ● 5 3 2

식품과영양학 ○ ● ○ 4 3 3



823

문화관광대학 - 외식산업학과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서비스실무능력
조리실무

능력

외식경영

관리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기초

외식상품기획 ◐ ◐ ● 6 2 2

기업과창업·비즈니스 ◐ ○ ● 5 3 2

조리과학 ○ ● ◐ 5 3 2

외식조리의이해 ◐ ● ○ 6 3 1

외식산업론 ◐ ○ ● 6 2 2

서비스실무영어(1) ● ◐ ◐ 6 2 2

진로분야 직무수준 서비스실무능력 조리실무능력 외식경영관리능력

외식 조리

전문

메뉴관리론 음식문화의이해와평론
외식조사방법론
외식연구및세미나
기업가정신과프랜차이즈[필]

실무

테이블코디네이션
서비스매너와이미지
레스토랑서비스실습[필]

글로벌한국조리
서양조리
제빵실습
동양조리
제과및디저트실무
이태리메뉴실습[필]
바리스타실무[필]
소믈리에실무[필]

심화
서비스실무영어(2)[필] 식품과영양학

식품위생학
외식원가관리
주방관리론

기초
서비스실무영어(1)[필] 외식조리의이해

조리과학[초]
외식상품기획
기업과창업·비즈니스[초]

외식 경영

전문

메뉴관리론 음식문화의이해와평론
레스토랑경영론
외식조사방법론
외식연구및세미나
외식사업창업론
기업가정신과프랜차이즈[필]

실무

서비스매너와이미지
레스토랑서비스실습[필]

글로벌한국조리
서양조리
제빵실습
동양조리
제과및디저트실무
이태리메뉴실습[필]
바리스타실무[필]
소믈리에실무[필]

심화
외식서비스마케팅 식품위생학 외식소비자행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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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수준 서비스실무능력 조리실무능력 외식경영관리능력

서비스실무영어(2)[필] 외식원가관리
주방관리론

기초
서비스실무영어(1)[필] 외식조리의이해

조리과학[초]
외식상품기획
외식산업론
기업과창업·비즈니스[초]

외식 관리

전문

메뉴관리론 음식문화의이해와평론
레스토랑경영론
외식조사방법론
외식연구및세미나
외식사업창업론
기업가정신과프랜차이즈[필]

실무
테이블코디네이션
서비스매너와이미지
레스토랑서비스실습[필]

이태리메뉴실습[필]
바리스타실무[필]
소믈리에실무[필]

심화
외식서비스마케팅
서비스실무영어(2)[필]

식품과영양학
식품위생학

외식소비자행동론
외식원가관리
주방관리론

기초
서비스실무영어(1)[필] 외식조리의이해

조리과학[초]
외식상품기획
외식산업론
기업과창업·비즈니스[초]

식 음료

전문

메뉴관리론 음식문화의이해와평론
레스토랑경영론
외식조사방법론
외식연구및세미나
외식사업창업론
기업가정신과프랜차이즈[필]

실무

테이블코디네이션
서비스매너와이미지
레스토랑서비스실습[필]

조주음료론및실습
바리스타실무[필]
소믈리에실무[필]
이태리메뉴실습[필]

심화
외식서비스마케팅
서비스실무영어(2)[필]

식품과영양학
식품위생학

외식소비자행동론
외식원가관리
주방관리론

기초
서비스실무영어(1)[필] 외식조리의이해

조리과학[초]
외식상품기획
기업과창업·비즈니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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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획 및 전략
사례연구

외식산업 환경분석
외식사업 창업

전문 레스토랑경영론(M)
외식조사방법론(M)
음식문화이해와평론(G)

메뉴관리론(S)
외식연구세미나(M)
외식사업창업론(M)
기업가정신과프랜차이즈(M)

식음료서비스
조리 및 메뉴관리

점포 관리 및 
레스토랑 경영

실무

글로벌한국조리(C)

서양조리(C)
바리스타실무(F)
이태리메뉴실습(C)
조주음료론및실습(F)
제과및디저트실무(C)

동양조리(C)
제빵실습(C)
소믈리에실무(F)
테이블코디네이션(F)
서비스매너와이미지(F) 레스토랑서비스실습(F)

외식마케팅
외식원가관리
주방관리능력

관련사업의 이해
외국어 능력

심화 외식원가관리(S)
외식소비자행동론(M)
외식서비스마케팅(S)

주방관리론(S)
식품과영양학(G)
식품위생학(G)
서비스실무영어(2)(G)

외식산업의 이해
음식문화의 이해
기초조리의 이해 기초

조리과학(G)
외식산업론(G)
외식상품기획(M)
외식조리의이해(G)
기업과창업·비즈니스(G) 서비스실무영어(1)(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C)외식조리  (M)외식경영  (S)외식관리  (F)식음료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호텔게스트

  체험 학습▪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진로세미나 특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식음료 전문가의 
중요성과 전망 특강▪진로세미나 특강

▪외식창업 마인드와 
실전 창업 준비 특강▪외식산업 진출을 위한 
전문가 특강▪진로세미나 특강

▪LINC+ 창업강좌 
특강▪진로세미나 특강

조리 역량 증진, 베이커리역량증진, 식음료역량증진, 외식마케팅역량증진
전공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토익반, 취업교육(제과기능사). 비교과연계교육과정(제과제빵),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외식인력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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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21 + 전선 21) 이상

 ◾심화과정: 전공 78학점(기초 6 + 전필 21 + 전선 51) 이상

전필 21 2~3

전선
21

2~4
30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 (외식조사방법론 이수)

 ◾졸업논문 발표회 (외식연구 및 세미나 이수)

 ◾졸업영어시험 70점 이상

 ◾공인어학시험(TOEIC) 500점 이상

졸업 이수학점 130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21  + 전선 21)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졸업영어시험 패스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21  + 전선 21)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

◾졸업영어시험 패스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4211 외식상품기획 Food product development 3 3 기초 6 2 2

전선 10537 외식산업론 Foodservice and Restaurant Industry 3 3 기초 6 2 2

전선 13641 외식조리의이해 Understanding of Food Service Cuisine 3 3 기초 6 3 1

2

전선 13121 글로벌한국조리 Global Korean Cuisine Practice 3 4 실무 3 5 2

기초 16071 기업과창업·비즈니스 Enterprise, start-up, and Business 3 3 기초 5 3 2

기초 15098 조리과학 Understanding of Culinary Science 3 3 기초 5 3 2

2 1

전필 10879 서비스실무영어(1) Service Practical English(1) 3 3 기초 6 2 2

전선 13119 서양조리 Western Cuisine 3 4 실무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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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심화,실무,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전선 11951 외식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for foodservice 3 3 심화 5 3 2

전선 10881 외식원가관리 Food and Beverage Cost Control 3 3 심화 5 3 2

전필 11337 바리스타실무 Barista Training 3 4 실무 3 4 3

2

전필 10885 이태리메뉴실습 Italian Cuisine 3 4 실무 3 4 3

전선 10883 외식서비스마케팅 Foodservice Service marketing 3 3 심화 5 3 2

전선 10886 제빵실습 Baking Practice 3 4 실무 3 4 3

전선 10887 조주음료론및실습 Bar Cocktail Practice 3 4 실무 3 4 3

3

1

전선 10884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3 3 심화 6 2 2

전선 11328 동양조리 Oriental cuisine 3 4 실무 3 4 3

전필 11339 서비스실무영어(2) Service Practical English(2) 3 3 심화 6 2 2

전선 11326 레스토랑경영론 Management of Restaurant 3 3 전문 4 3 3

전선 15875 제과및디저트실무 Pastry and Dessert Practice 3 4 실무 3 4 3

전선 13120 서비스매너와이미지 Service Manner and Image 3 4 실무 3 4 3

2

전필 11332 소믈리에실무 Sommelier Training 3 4 실무 3 4 3

전선 13040 주방관리론 Kitchen Operations Management 3 3 심화 5 3 2

전선 15097 식품과영양학 Food and Nutrition 3 3 심화 4 3 3

전선 15099 음식문화의이해와평론 Review in Food Culture 3 3 전문 6 2 2

전선 14389 테이블코디네이션 Table Coordination 3 4 실무 3 4 3

4

1

전필 11335 기업가정신과프랜차이즈 Entrepreneurship & Franchise 3 3 전문 4 3 3

전선 11336 메뉴관리론 Menu Planning 3 3 전문 5 3 2

전선 11952 외식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 in foodservice 3 3 전문 4 4 2

2

전필 11342 레스토랑서비스실습 Restaurant Restaurant Service Training 3 4 실무 3 4 3

전선 11953 외식연구및세미나 Seminar for the foodservice 3 3 전문 6 2 2

전선 11344 외식사업창업론 Restaurant Planning and Design 3 3 전문 5 3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전문 5 3 2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식재료의 특성과 영양성분, 조리 시 일어나는 과

학적인 원리와 적용 음식을 다루며, 실생활에 유

용한 식품 조리 관련 용어와 조리 상식과 관련

된 학습을 한다. 

Characteristics of foods ingredients and 

nutritional content, and  the scientific 

application of scientific principles and foods that 

occur during cooking, food preparation and 

related useful in real life associated with 

learning and cooking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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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서비스실무영어(1) Service Practical English(1)

외식산업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

무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 외국인과

의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communication skill in English to serve 

foreigners in restaurants and non commercial 

restaurants.

심화
(622)

서비스실무영어(2) Service Practical English(2)

외식산업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

무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 외국인과

의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communication skill in English to serve 

foreigners in restaurants and non commercial 

restaurants.

실무
(343)

이태리메뉴실습 Italian Cuisine

서양조리에 대한 기초 기술을 학습한 후 실무에

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태리 

요리를 실습을 통해 배우고 평가한다.

 After studying the culinary western food in 

practice, this subject mainly focus on Italian food 

menu design. At the end of the study, students 

are able to cook and design Italian food and will 

ready to work in restaurant business.

전문
(433)

기업가정신과프랜차이즈 Entrepreneurship & Franchise

체인 레스토랑의 가맹점이 어떻게 조직되고, 경

영되는가를 밝혀내기 위한 새로운 경영모델을 학

습하며, 일반적인 이론 정립을 목표로 하여 특히 

다점포 경영의 장단점과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전문경영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한다.

Learn the new administration model to figure 

out how the branches of chain restaurant would 

be organized and managed, and then for the 

target to building up the general theory enhance 

the ability to be the professional administrator 

by analyzing the various case studies of the 

merits and weak points of the multi branches 

administration. 

실무
(343)

바리스타실무 Barista Training

다양한 커피 메뉴를 실습하면서 커피에 대한 소

비자의 반응을 조사해 보고 과학적인 커피 메뉴

By practicing with the various coffees, check 

the responses of the customers and study and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기업과창업·비즈니스 Enterprise, start-up, and Business

다양한 성공적인 기업과 비즈니스(실무) 사례를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관리, 생산, 영업 

업무에 대해 배운다. 또한  이 수업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 인재가 되기 위해 글쓰기 능

력, 말하기 능력, 매너, 사고방식, 리더십을 훈련

한다. 

We understand a variety of successful business 

and business practices. Specifically, we learn 

about management, production, and sales work 

of company. This class also trains writing, 

speaking, manners, thinking and leadership to 

become a leader for the next generation.



829

문화관광대학 - 외식산업학과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532)

메뉴관리론 Menu Planning

메뉴를 기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와 

기존 운영 중이거나, 창업에 필요한 메뉴를 신상

품 개발 측면에서 시장조사와 경쟁업체 메뉴 비

교를 통하여 공급자(점포  측), 수요자(소비자) 관

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성공적인 메뉴상품

개발, 메뉴관리방안 등을 깊이 있게 학습한다.

Subject to the development of the new, for the 

purpose of founding the business by surveying 

the menus from the existing markets, or the 

menus currently studied and serviced, and 

comparing them with the rival companies, try to 

approach to the suppliers(store) to learn the 

successful menu development and management 

plan. 

기초

(622)

외식상품기획 Food product development

외식업체에서 판매되는 주요상품에 대한 이해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 및 상품기획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This module is for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main product of food service business and the 

basic techniques of quality design, sensory 

analysis, quality assurance and project 

management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new food products. 

기초

(631)

외식조리의이해 Understanding of Food Service Cuisine

외식분야의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외식

조리 관련 용어를 학습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Working in the field of cooking and various 

cooking related terms used in the learning skill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field feeder.

전문

(433)

레스토랑경영론 Management of Restaurant

식당경영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레스토

랑의 식음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주방을 합

Restaurant management requires a specific 

knowledge and operation skills. Includes the role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를 개발하고 연구한다. develop the more scientific coffee. 

실무
(343)

소믈리에실무 Sommelier Training

와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 소믈리

에로서 임무를 살펴보고 와인의 중요성 및 와인

과 음식의 조화를 중심으로 주류와 관련된 학습

을 한다.

After learning the general knowledge of the 

wine, look at the mission as the Sommelier and 

also learn the alcoholic liquors related things 

with the importance and misunderstanding of the 

wine, and its decorative side dishes. 

전문
(343)

레스토랑서비스실습 Restaurant Service Training

4년 동안 배운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적인 

레스토랑을 기획하여, 실제로 간접체험 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고 결과를 분석해 본

다.

Based upon the theories and skills during the 4 

year courses, by taking the chance of the 

service for the customers indirectly through the 

virtual plan to make the restaurant, try to get 

the problems from it and analyze them, and 

then plan the supplement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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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of managerial leadership, staff selection and staff 

development, effective approaches to successful 

client relations, and approaches to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food service and facilities 

quality.

심화

(532)

외식서비스마케팅 Foodservice Service marketing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고객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고객관리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관

리자나 경영주로서의 종업원관리 기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Learn the way to manage the customers for 

satisfying them ranging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the customers from the basic 

knowledge of the customers in the service 

industry, and also learn how I as the executive 

or manager have to manage the employees. 

기초

(622)

외식산업론 Foodservice and Restaurant Industry

외식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황과 전망, 성장

요인 및 분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이론 및 실제

를 터득하게 한다. 외식업체 실태 및 외식산업의 

조직, 경영기법, 판매관리에 이르기까지 외식업체

에서 근무하거나 경영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한다.

Analysis of current issues in foodservice 

management with emphasis on historical, current 

and future trends; theoretical applications of 

foodservice management coupled with laboratory 

experience.

실무

(352)

글로벌한국조리 Global Korean Cuisine Practice

한국 음식 고유의 문화적 배경과 기본 조리에 대

한 이론적인 강의와 조리법에 따른 조리기술의 

실기를 실습 지도하여 한국 음식에 대한 정확한 

이론의 정립과 기초적인 조리기술을 익히도록 한

다.

Practicing the advanced cooking methods of 

Korean traditional foods, also covers specific and 

more detail knowledge and cultural aspects of 

Korean food.

기초

(721)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식품의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

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정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 위생 지

식과 수단을 공부하고 이와 관련한 위생 법규의 

내용과 적용에 대해 학습한다.

Provides basic principles of food sanitation for 

ensuring the safety, wholesomeness, and 

soundness of food at all stages from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final 

consumption. Also covers food sanitation codes 

and their adaptations in restaurant business.

실무

(343)

서비스매너와이미지 Service Manner and Image

 서비스는 상품이 되고 지식은 재화가 되는 시대

에 외식분야에 근무하게 될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예절과 매너, 화술, 

에티켓 등을 학습한다.

 Laboratory aspects of overall foodservice 

management with service manners, art of 

conversation, etiquette.

실무

(352)

서양조리 Western Cuisine

서양조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교육함으로써 학

생이 서양요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기본

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양식조리기능사 실기

This subject design to train practical skills to 

cook western foods in relation with western food 

culture. At the end of this course, stud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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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able to apply international western cook test.

심화

(532)

외식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for foodservice

외식산업에 관련된 소비패턴을 연구하고 소비자

의 관점에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태도, 행동, 양

식 및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을 교육한다.

 A study of consumer behavior in purchasing 

Foodservice products with an emphasis of 

consumers' lifestyle, attitude, and behavior.

심화

(532)

외식원가관리 Food and Beverage Cost Control

원가의 효율적인 관리는 곧 수익증대 효과를 가

져온다. 식음료 재료를 구매, 검수, 저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원가 관리 

방안을 학습한다. 

 The efficient of cost brings a benefit 

augmentation effect at once. purchasing, storage, 

marketing channels of various foods, storage and 

inventory control

실무

(343)

제빵실습 Baking Practice

제빵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기본과정을 체계적

으로 학습하며 제조방법 및 기술을 실습을 통해 

전달한다. 실습을 통하여 제방기능사 시험에 대비

하도록 하며 메뉴개발에 필요한 창의적 변형, 표

준화를 공부하고 기술을 익힌다. 

Learn the theory of confectionery and bread, 

learn the basic process systematically, and 

communicate the manufacturing methods and 

techniques through practical practice. Prepare 

the testing of confectioners and confectioners 

through practical practice and study the creative 

changes, standardization, and techniques required 

to develop menu.

실무

(343)

조주음료론및실습 Bar Cocktail Practice

 여러 종류의 바 기자재를 확인하고 다양한 칵테

일 조주 방법을 교수하며 직접 학생들에게 조주 

하도록 하여 유능한 주장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

표로 한다.

This subject design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beverage in restaurant operation. The study 

explain various utensil which is mainly use in the 

bar. Also the study explain to mix a drink to 

train bartenders.

기초

(532)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식재료의 특성과 영양성분, 조리 시 일어나는 과

학적인 원리와 적용 음식을 다루며, 실생활에 유

용한 식품 조리 관련 용어와 조리 상식과 관련된 

학습을 한다. 

Characteristics of foods ingredients and 

nutritional content, and  the scientific application 

of scientific principles and foods that occur 

during cooking, food preparation and related 

useful in real life associated with learning and 

cooking common sense.

전문

(622)

음식문화의이해와평론 Review in Food Culture

 식생활과 식문화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식생

활의 과학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을 연계하여 강

의한다. 서양과 동양의 각 국가별 식생활의 차이, 

또한 한국의 시대별 식생활과 식문화의 이해 인

간의 식생활 변천에 따른 문제 및 대처방안에 관

하여 연구한다.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culture. This course introduces the linkage 

between food and culture of the east and west 

cultural, original, ethnic, ecological, religious and 

economic influences on food patterns. Also will 

study about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foods.

심화 식품과영양학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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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433)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인 당질,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의 기능과 함유 

식품, 결핍증, 과잉증에 대한 기초 이론을 습득한

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영양관리와 식품안전

관리,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The most basic nutrients to stay healthy 

carbohydrates, proteins, fats, minerals, vitamins, 

and water features containing food deficiency, 

and learn basic theory of the excess symptom.

전문

(442)

외식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 in foodservice

호텔 및 외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조사방법론에서 

제반 문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이론 및 응용 전

반에 걸쳐서 소개하고, 컴퓨터 패키지(SPSS-PC+)

에 의한 실습을 통하여 현장실무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Exploration of programming language and 

software utilized in the hotel and foodservice 

business area.

실무

(343)

동양조리 Oriental Cuisine

본 과정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동양 음식을 

통해 아시아 요리의 영향을 반영한 메뉴를 계획, 

준비하고, 요리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학

습 한다. 본 과정에서의 동양요리는 주로 아시아 

음식 문화와 식사 스타일, 재료, 조리 기술, 장식 

및 발표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며, 조리 기술은 아

시아 요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the whole process of 

planning, preparing and cooking which the 

influenced Asian menus through traditional and 

modern oriental cuisine. The course mainly 

focuses on presenting of curriculums which is  

Asian food culture, dining style, ingredients, 

cooking skill, and decorative especially the 

cooking technique focuses on Asian cooking.

심화

(532)

주방관리론 Kitchen Operations Management

 주방의 시설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업

체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낭비를 막을 수 있

다. 주방관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

안을 학습한다.

Kitchen facilities and equipment to effectively 

manage the operations necessary for the 

company could stop wasting money. Kitchen 

management is a more effective method 

management will learn.

실무

(343)

테이블코디네이션 Table Coordination

요리를 시각을 통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

기 좋게 꾸며 요리의 예술성을 부여하기 위한 체

계적으로 학습과, 그 주변 환경의 연출, 테이블 

세팅, 식사 공간, 식사 스타일 등 시대에 맞는 감

각적인 생활 예술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되도록 

식공간에 대한 총합을 배운다.

For making the person to feel vividly the dishes 

on the picture or screen by learning the design 

and decoration as well as presentation which 

could become the aesthetic part of it, take the 

knowledge and skill to elevate its value. Along 

with the foods learn the whole things of the 

eating area to become the specialist having the 

qualification to present the aesthetic life art to 

the customers by decorating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etting up the table as well as 

eating area and eating style. 

전문

(532)

외식사업창업론 Restaurant Planning and Design

외식창업과 외식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학습을 통  Along with the various courses of the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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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하여 외식산업현장을 연구하고, 레스토랑의 컨셉, 

주방시설 디자인 그리고, 식당의 설계계획 및 배

치, 조명과 음악, 동선 계획, 투자비 산정, 인테리

어, 메뉴계획, 창업과 관련된 법규 등을 집중적으

로 학습한다.

out business and its culture survey the field and 

also learn other things such as concept, design 

of the kitchen, drawing, allocation, lighting and 

music, flow planning, estimation of the 

investment, interior, menu, laws relating to the 

foundation, and so on. 

전문

(622)

외식연구및세미나 Seminar for the foodservice

 전 교과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외식

을 연구하여 각자 토론을 겸한 세미나를 진행한

다.

 Broad perspective of contemporary issues in the 

management of foodservice. A written article 

with required at the end of seminar.

실무

(343)

제과및디저트실무 Pastry and Dessert Practice

제과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기본과정을 체계적

으로 학습하며 제조방법 및 기술을 실습을 통해 

전달된다. 제과의 발효, 분할 및 모양내기, 숙성 

및 굽기를 한다. 또한 제과 기능사 시험에 대비토

록 하며 장식기술의 개발 및 디저트의 창의적 변

형, 표준화를 공부한다.

Learn the knowledge of the confectionary 

including the basic course, and take the course 

of the practice to learn the production 

methodology and skill. Practice the basic 

processes of fermentation, dividing, shaping, 

ripening, and baking. Also prepare for the 

examination of the confectionary specialist, and 

learn the development of the decoration, 

creative trans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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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학과 (Dept. of Fashion Business)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창의적 감성과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패션산업 실무 전문가

전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전문실무능력·문화적 소양

교육목표

패션산업학과는 기독교적 인성을 바탕으로 현대패션 분야에 관한 숙련된 실무중심의 디자

인·소재·구성·CAD·마케팅 능력을 연마함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

적 패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패션산업이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패션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실무 및 자격증 반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전체 교과목의 실무형 프로젝트 수업 구성

◾필수 3학점 이상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 교육

◾패션 샵마스터, 컬러리스트 등 자격증 교육반 운영

◾패션기업체 지정 장학금 및 글로벌 교육 기회 제공

수여학위 이학사(Bachelor of Sci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패션디자인 및 제품개발 컬러리스트기사, 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ACA/GTQ)

기획/영업 및 매장관리 패션 샵마스터, 의류기사, 유통관리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소재연구 및 생산관리 의류기사, 한복기능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형태보다는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해결법을 만들어 내
는 능력

준거
◾객관적이면서 창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정신을 갖춘다.

전문실무능력

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의류산업의 직무 전반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실무를 이
끌어가는 능력 

준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역량을 갖춘다.
◾조직에서의 책임감 및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문화적 소양

정의 문화적 지식을 비롯하여 관련 지식을 증진하는 전반적인 능력

준거
◾다양한 문화를 경험 및 이해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춘다.
◾직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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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전문실무능력 문화적 소양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전문실무능력 문화적 소양

패션디자인 

및 제품개발
● ● ◐

기획/영업 

및 매장관리
● ● ◐

소재연구 

및 생산관리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기획 및 전략, 사례 연구, 
패션산업 환경, 상품기획, 

상품개발

패션산업 환경 분석, 소매업 
전략 수립

기획마인드,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의상디자인 과정, 
패션트렌드 환경

디자인 실무, 패션트렌드 
분석, 패션테마 제안

적극적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심화
패션마케팅 이론, 
패션심리학 이론

의복설계 능력, 소재설계 
능력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기초
패션비즈니스 이해, 패션의 
역사와 문화 이해, 소재의 

이해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디자인 기초 능력

글로벌 문화에 대한 태도, 
디자인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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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전문실무

능력
문화적 소양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패션VMD ● ◐ 3 5 2

패션인텔리전스리테일링 ◐ ● ◐ 3 5 2

패션소재와기술사업화 ● ◐ 4 4 2

전통패션상품개발 ◐ ● ○ 4 4 2

패션포트폴리오 ● ● ◐ 2 4 4

실무

패션스타일화 ● 3 5 2

패턴디자인(2) ◐ ● ○ 3 5 2

디자인CAD ● ◐ 3 5 2

의류생산및CAD ◐ ● 3 5 2

패션소재기획 ◐ ● ○ 4 4 2

전통의상디자인 ◐ ● ○ 3 5 2

창작의상디자인 ◐ ● ○ 3 5 2

패션상품기획 ◐ ● ○ 3 5 2

패션소재디자인 ◐ ● ○ 3 5 2

심화

패턴디자인(1) ◐ ● ○ 3 5 2

한국의복구성 ◐ ● ○ 3 5 2

패션마케팅 ● ◐ ○ 4 4 2

드레이핑 ◐ ● ○ 3 5 2

컬러기획과제품개발 ○ ◐ ● 2 3 5

패션사회심리 ○ ◐ ● 2 5 3

패션정보분석 ◐ ● ◐ 3 4 3

패션소재설계 ● ◐ 2 5 3

패션문화콘텐츠 ◐ ○ ● 3 2 5

기초

글로벌패션비즈니스 ◐ ● 3 2 5

복식디자인 ◐ ● 5 2 3

패션그래픽 ● ◐ 2 4 4

디자인과색채 ● ◐ 2 4 4

스마트의류설계 ◐ ● 4 4 2

패션일러스트레이션 ◐ ● 4 4 2

섬유재료학 ◐ ● ○ 4 4 2

한국복식콘텐츠 ◐ ● 5 2 3

서양복식문화사 ◐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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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수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전문실무능력 문화적 소양

패션디자인

및

제품개발

전문 패션포트폴리오 전통패션상품개발

실무

디자인CAD 패턴디자인(2)
패션스타일화
패션소재기획
전통의상디자인
창작의상디자인
패션소재디자인

심화

패션마케팅[필] 패턴디자인(1)[필]
한국의복구성[필]
패션상품기획
드레이핑
패션소재설계

컬러기획과제품개발
패션문화콘텐츠

기초

섬유재료학[필]
디자인과색채[필]
스마트의류설계
패션그래픽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글로벌패션비즈니스[초]
복식디자인[초]
한국복식콘텐츠
서양복식문화사

기획/영업 

및

매장관리

전문
패션VMD
패션포트폴리오

패션인텔리전스리테일링
패션소재와기술사업화
전통패션상품개발

실무

패턴디자인(2)
패션소재기획
전통의상디자인
창작의상디자인
패션소재디자인

심화

패션마케팅[필] 패턴디자인(1)[필]
한국의복구성[필]
패션정보분석
패션상품기획
패션소재설계

컬러기획과제품개발
패션문화콘텐츠
패션사회심리

기초

섬유재료학[필]
디자인과색채[필]
스마트의류설계

글로벌패션비즈니스[초]
복식디자인[초]
한국복식콘텐츠
서양복식문화사

소재연구

및

생산관리

전문
패션포트폴리오 패션소재와기술사업화

전통패션상품개발

실무

패턴디자인(2)
의류생산및CAD
패션소재기획
창작의상디자인
패션소재디자인
전통의상디자인

심화

패션마케팅[필] 패턴디자인(1)[필]
한국의복구성[필]
패션소재설계
드레이핑
패션정보분석

컬리기획과제품개발
패션문화콘텐츠

기초

섬유재료학[필]
디자인과색채[필]
스마트의류설계

글로벌패션비즈니스[초]
복식디자인[초]
한국복식콘텐츠
서양복식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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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획 및 전략
사례연구

패션산업 환경분석
전문

패션VMD(M)
패션인텔리전스리테일링(M)

패션포트폴리오(G)
전통패션상품개발(G)
패션소재와기술사업화(MR)

패션상품기획
트렌드 분석
디자인 실무

실무

패션스타일화(D)

의류생산및CAD(R)
디자인CAD(D)
패션소재기획(G) 
패턴디자인(2)(G)

패션상품기획(DM)
전통의상디자인(G)
창작의상디자인(G)
패션소재디자인(G)

패션정보분석 능력
의복설계 능력

심화

패션사회심리(M)
패션마케팅(G)
컬러기획과제품개발(G)
드레이핑(DR)
한국의복구성(G)
패턴디자인(1)(G)

패션정보분석(MR)
패션소재설계(G)
패션문화콘텐츠(G)

패션의 역사와 문화 이해
디자인 기초

패션비즈니스 이해
기초

글로벌패션비즈니스(G)
복식디자인(G)
패션그래픽(G)
디자인과색채(G)
스마트의류설계(G)
패션일러스트레이션(G)

한국복식콘텐츠(G)
섬유재료학(G) 서양복식문화사(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D)디자인 (M)기획/영업 및 매장관리 (R)소재연구 및 생산관리

비 
교 
과

▪신입생 전공기초 
동아리▪패션 마켓 조사

▪패션 마켓 조사▪샵마스터 자격증반
▪기업 견학 및 취업 
워크샵▪컬러리스트 자격증
반▪샵마스터 자격증반

▪기업 견학 및 취업 
워크샵

동문 및 산학 네트워크 기반 직무별 멘토링 특강, 졸업작품패션쇼, 글로벌 패션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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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5 + 전선 27) 이상

 ◾심화과정: 전공 78학점(기초 6 + 전필 15 + 전선 57) 이상

전필 15 1~2

전선
27 1~4

30 3~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작품패션쇼(전시회)
 ◾졸업영어시험(공인어학시험TOEIC 500점 이상 대체 가능)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산업체현장실습 1회(3학점) 이수 (국제 학생은 제외)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15 + 전선 27학점) 이수

◾졸업자격(논문) 충족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 시

부전공 공통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연계전공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비고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 전필  6학점
- 전선 30학점

■ 융합전공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선택

이수학점
(①&②)

비고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 전필  3학점
- 전선 33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 전필  3학점
- 전선 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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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심화,실무,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24 글로벌패션비즈니스 Global Fashion business 3 3 기초 3 2 5

전선 13643 패션그래픽 Fashion Graphic 3 4 기초 2 4 4

전필 09057 디자인과색채 Design & Colors 3 3 기초 2 4 4

2

기초 09031 복식디자인 Fashion Design 3 3 기초 5 2 3

전선 15520 스마트의류설계 Smart Clothing Design 3 3 기초 4 4 2

전선 11691 패션일러스트레이션 Fashion Illustration 3 4 기초 4 4 2

2

1

전필 09820 패턴디자인(1) Pattern Design(1) 3 3 심화 3 5 2

전필 14503 한국의복구성 Construction of Korean Clothing 3 3 심화 3 5 2

전필 09046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3 3 심화 4 4 2

전필 09056 섬유재료학 Textile Materials 3 3 기초 4 4 2

2

전선 15519 한국복식콘텐츠 Korean Costume Contents 3 3 기초 5 2 3

전선 14072 드레이핑 Fashion Draping 3 3 심화 3 5 2

전선 14649 컬러기획과제품개발 Color planning and Product Development 3 3 심화 2 3 5

전선 11690 패션스타일화 Fashion Illustration 3 4 실무 3 5 2

전선 14505 패션사회심리 Fashion Social Psychology 3 3 심화 2 5 3

3

1

전선 14391 패션VMD Fashion Visual Merchandising 3 3 전문 3 5 2

전선 09821 패턴디자인(2) Pattern Design(2) 3 3 실무 3 5 2

전선 13720 패션정보분석 Fashion Information Analysis 3 3 심화 3 4 3

전선 10078 디자인CAD CAD for Textile 3 4 실무 3 5 2

전선 14206 패션소재설계 Fashion Textile Development 3 3 심화 2 5 3

2

전선 15521 패션인텔리전스리테일링 Fashion Intelligence Retailing 3 3 전문 3 5 2

전선 14648 패션문화콘텐츠 Fashion Culture Contents 3 3 심화 3 2 5

전선 08444 서양복식문화사 History of Western Costume 3 3 기초 5 2 3

전선 14650 의류생산및CAD Apparel Production & CAD 3 3 실무 3 5 2

전선 14208 패션소재기획 Fashion Textile Planning 3 3 실무 4 4 2

4

1

전선 14317 전통의상디자인 Korean Fashion Design 3 3 실무 3 5 2

전선 14318 창작의상디자인 Creative Fashion Design 3 3 실무 3 5 2

전선 10664 패션상품기획 Fashion Merchandising 3 3 실무 3 5 2

전선 14504 패션소재디자인 Fashion Textile Design 3 3 실무 3 5 2

2

전선 15522 패션소재와기술사업화 Fashion Textile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3 3 전문 4 4 2

전선 11957 전통패션상품개발 Korean Fashion Product Development 3 3 전문 4 4 2

전선 14390 패션포트폴리오 Fashion Portfolio 3 3 전문 2 4 4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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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44)

디자인과색채 Design & Colors

 색채이론과 점. 선. 면의 조형요소와 구성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에 접근하는 기초과정이다. 특히 

색채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패션 색채 배색에 대한 

기본 구성능력을 실제로 실습하고 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인에 대한 기초가 되도록 한다.

 It is the basis of the process for accessing the 

design based on the constitutive theory of color 

theory and point, line, surface modeling elements. 

By analyzing and actually practiced expertise of 

color studies in particular and the basic 

configuration capabilities of the fashion color 

scheme, so that is the basis of fashion design. 

심화 
(352)

패턴디자인(1) Pattern Design(1)

의복 제작을 위한 패턴 제작법 중 하나인 평면재

단에 관하여 기초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배

운다. 의복의 디자인, 패턴 제작, 소재 및 부자재

의 선택, 봉제 등에 대하여 실습한다.

Based on clothing construction design, students 

learn Learn theory and practice from the ground 

up for the flat pattern making. The practice for 

the design of such apparel, pattern making, 

choice of materials and raw materials, sewing.

심화 
(352)

한국의복구성 Construction of Korean Clothing

한국 남자와 여자 전통복식을 제작해 봄으로써,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the Korea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25)

글로벌패션비즈니스 Global Fashion Business

글로벌패션비즈니스의 목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글로벌패

션비즈니스에서는 다양한 글로벌패션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를 이해한다. 또한 글로벌 리더십, 글로

벌, 패러다임, 글로벌 글쓰기 능력, 글로벌 매너, 

글로벌 사고방식 등을 배운다.

The goal of Global Fashion Business is to prepare 

to become a global leader for the next 

generation. In a global fashion business, 

understand a variety of global successes of the 

fashion business. It also learns global leadership, 

global, paradigm, global writing skills, global 

manners and global thinking.

기초
(523)

복식디자인 Fashion Design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의류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마케팅 방법을 학습한다. 사회현상으로서 

유행과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특징을 이해

한 후 이를 패션 마케팅에 활용한다. 패션 상품의 특

성, 상품과 상표, 시장세분화, 점포 등에 대하여 학습

하고, 패션상품의 소비자 특성을 이해하여 효율적인 

패션 머천다이징 능력을 갖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갖

춘다.

This course introduce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fashion products in terms of marketing. The major 

concepts of this course include fashion 

fundamentals, strategies for products and brands, 

market segmentations, fashion retailing, consumer 

behavior, and produc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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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한국 전통복식의 구조와 구성 원리를 이해한다. traditional Jacket(jeogori), skirt(chima), and 

trousers(baji), students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 of Korean traditional 

clothing.

기초 
(442)

섬유재료학 Textile Materials

피복 재료의 원료가 되는 섬유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에 대해 학습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피복 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이해한다.

This course aims to offer knowledge about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extile 

materials from fiber to fabric and to understand 

technology to develop textile product to fit 

consumers' demands.

심화
(442)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의류제품의 생산

과 유통을 위한 마케팅 방법을 학습한다. 사회현

상으로서 유행과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특징을 이해한 후 이를 패션 마케팅에 활용한다. 

패션 상품의 특성, 상품과 상표, 시장세분화, 점포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패션상품의 소비자 특성을 

이해하여 효율적인 패션 머천다이징 능력을 갖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춘다. 

 This course introduce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fashion products in terms of marketing. The 

major concepts of this course include fashion 

fundamentals, strategies for products and brands, 

market segmentations, fashion retailing, consumer 

behavior, and production planning.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42)

스마트의류설계 Smart Clothing Design

의복, 인간, 사회, 문화, 환경의 총체적 체계 내에

서 의류학의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미래의 의복

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인체계측, 의복구성방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가능한 의류 제작 방법 

등을 연구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 theories 

of clothing in the overall system of human,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Students learn 

human body measurement, clothing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methods applicable to 

wearable devices, which are necessary for 

constructing future apparel.

기초

(442)

패션일러스트레이션 Fashion Illustration

패션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인체를 관찰하고 표현

하는 연습이다. 인체의 비례와 균형을 비롯하여 

인체의 세부와 움직임에 따른 근육의 변화 등 다

양한 포즈에 대한 데생을 실습하여 인체를 정확

히 파악하고 묘사하는 능력을 키운다.

In this course, students understand the human 

body's proportion, acquire the expression method 

about silhouette, detail, drape by various pose 

and practice the coloring applied technique from 

basic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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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244)

패션그래픽 Fashion Graphic

패션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일상생활의 기

본이 되어 왔던 의(衣)가 지니는 문화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하고 패션학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한다. 기본 그래픽프로그램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의 기초수업으로, 컴퓨터를 활용

하여 패션 및 텍스타일디자인을 표현하거나 프레

젠테이션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익힌다.

This course learns the basic ability to express or 

present the fashion and textile design using 

computer, through basic classes of photoshop 

and illustration, the basic graphic programs.

기초

(523)

한국복식콘텐츠 Korean Costume Contents

본 교과목은 IoT 기술을 적용한 한국적 의류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과목이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

지 한국복식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미적, 상징

적 특징을 이해한다. 이러한 지식은 궁극적으로 

한국복식 상품 기획 및 개발에 적용된다.

This course is a basic course for developing 

Korean apparel products using IoT technology. We 

understand the basic structure of Korean costumes 

from ancient times to the Joseon Dynasty and 

understand the aesthetic and symbolic 

characteristics. This knowledge ultimately applies 

to Korean costume product planning and 

development.

심화

(352)

드레이핑 Fashion Draping

머슬린을 사용하여 입체재단법으로 자신의 아이

디어를 드레스 폼에 표현할 수 있는 기본 기법을 

실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다.

On the basis of construction techniques learned 

flat pattern, the course introduces basic draping 

and skills. Student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body and clothing construction.

심화

(235)

컬리기획과제품개발 Color planning and Product Development

소재에 대한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염색 기법 및 소재 물성의 변화, 가공 가능성을 

실습하고, 소재 및 패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식

을 습득한다.

Based on the basic knowledge of the material, 

practice various dyeing techniques and material 

properties change, processing possibilities, and 

acquire knowledge for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fashion products.

실무

(352)

패션스타일화 Fashion Illustration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습득한 인체 묘사능력

을 기초로 하여 기본적인 인물 드로잉을 익히고 

여러 가지 재질과 기법의 변화로 독창적인 패션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능력을 기른다.

In this course, students understand the human 

body's proportion, acquire the expression method 

about silhouette, detail, drape by various pose and 

practice the coloring applied technique from basic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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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253)

패션사회심리 Fashion Social Psychology

인간의 패션 행동이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

떻게 변화하며, 인간관계를 보다 바람직하게 이

루어 나가기 위하여 또한 심적 만족을 위하여 어

떠한 패션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

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게 

된 동기, 사회문화에 따른 의복 행동과 그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요인들, 개인의 성격, 가치관, 

태도, 흥미, 자아개념 등의 심리적 요인과 패션행

동과의 관련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복

식행동을 이해하고, 개인의 외모관리뿐 아니라 

패션마케팅의 기초로 삼는다.

Clothing is an important phenomenon in 

corporate culture. This course applies concepts 

and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to explain 

human behavior related to Fashion. Major 

concepts ar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personal characteristics, desire, and self-concept, 

as well as social factors such as sex, age, role, 

status, symbolic communication, and impression 

formation. Understanding these various factors 

can make comprehension of human clothing 

behavior and fashion marketing.

심화

(325)

패션문화콘텐츠(캡스톤디자인) Fashion Culture Contents(Capstone Design)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의 패션문화콘텐츠를 

통해 패션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연구한다. 시

간과 공간과 문화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패션

문화와 인간에 대해 이해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a variety of theories 

which explain the fashion based on the fashion 

culture contents of the whole world throughout 

history. Through the analytic thinking beyond space 

and time, they also understand fashion culture and 

human being.

기초

(523)

서양복식문화사 History of Western Costume

양복의 원류를 이루는 서구복식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대표적 복식의 디자인(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과 술어의 변천에 대하여 개괄

적으로 다루어 패션 문화의 흐름을 파악함과 동시

에 각 문화의 특색과 영향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

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history of dres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imes, and a examination of 

dress in the context of social, economic and 

aesthetic development of Western culture.

전문

(352)

패션VMD(캡스톤 디자인) Fashion Visual Merchandising(Capstone Design)

VMD의 3P 원칙을 중심으로 VMD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패션 브랜드의 성공적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VMD의 기초적인 실무이론과 브랜드의 VMD 

사례 조사와 매장 VMD 제안 등을 통해 실무 능력

을 익힌다.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round the VMD 

3P principles, learn the practical skills of VMD 

basic theory and practice for the successful sale 

of fashion brand activation, case study and 

proposal of store VMD.

심화

(343)

패션정보분석 Fashion Information Analysis

패션 산업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패션 트랜드와 

시장 분석을 실시한다. 패션 트랜드와 시장을 구성

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패션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studies fashion trend and market 

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fashion industry.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trend 

and market components and predict the future 

directions of fash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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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52)

디자인CAD CAD for Textile

의류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CAD 시스템들을 날

염 디자인, 직물 디자인, 편물 디자인 실습을 통하

여 배우고 익힌다.

Introduction of CAD systems to the clothing 

industry. By practicing on both the design CAD 

systems and the apparel CAD systems, th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basic functions of the CAD 

system.

심화

(253)

패션소재설계 Fashion Textile Development

패션소재에 대한 구조 및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CAD활용 및 직조, 편성 기술을 이해함으로써 패션 

소재의 설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course provides opportunities to improve 

ability to design and develop new textile by 

analyzing diverse textiles such as woven and 

knitted fabric and learning technology of weaving 

and knitting and application of CAD. 

실무

(352)

전통의상디자인(캡스톤디자인) Korean Fashion Design(Capstone Design)

한국 전통 복식 아이템, 기본구조, 그리고 미적 특

성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 감각의 패션디자인으

로 구체화시키는 능력을 기른다. 

Students will learn how to achieve the 

embodiment of contemporary fashion design 

concept through the knowledge about the items, 

the basic structure, a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accessories.

실무

(352)

창작의상디자인(캡스톤디자인) Creative Fashion Design(Capstone Design)

개인별 관심 주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소재 표현 

연구 및 개발과 그에 따른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

을 모색한다.

This courses practice subject that help a original 

work of graduation. Students work on their own 

work, exploring various styles, material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실무

(352)

패션상품기획 Fashion Merchandising

패션현상을 반영하는 의류 및 섬유 상품을 기획하

는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제품 개발, 소싱, 생산관

리, 시장과 소비자 분석,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

정을 통제할 수 있는 머천다이저의 역량을 기른다. 

Emphasis on principles used in the merchandising 

of fashion products. Examin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rend and market analysis, merchandise 

planning, manufacturing, marketing, and retailing. 

실무

(352)

패션소재디자인(캡스톤디자인) Fashion Textile Design(Capstone Design)

 트랜드, 시장 및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패션소재

를 디자인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과 기술을 개발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develop creativity and skill 

to design fashion and textile products though 

practice in planing and producing textile based on 

analysis of fashion trend and consumers' nee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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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352)

패션인텔리전스리테일링 Fashion Intelligence Retailing

패션상품의 소매유통 판매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패션상품의 국내 및 국제 소매유통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인 소매 판매 전략에 대해 학습한

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리테일 이슈들을 

패션 소매업에 접목하여 향후 패션 소매업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한다

Learn about retail sales and marketing strategies 

of fashion goods. Underst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tail distribution of fashion goods 

and learn effective retail sales strategies. In 

particular, we will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fashion retail business by integrating retail 

issu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실무

(352)

패턴디자인(2) Pattern Design(2)

패턴디자인(1)을 기초로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를 

선택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의복을 구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이해와 응용력을 갖도록 한다.

By practicing more advanced clothing construction 

(Two pieces or Coat), student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garment manufacturing in 

general.

실무

(352)

의류생산및CAD Apparel Production & CAD

의류 생산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Apparel CAD 

시스템을 패턴 메이킹, 그레이딩, 마커 메이킹 실

습을 통하여 배우고 이해하도록 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acquired from pattern 

making and draping courses, student have the 

opportunity to draw patten with easy and 

accurately by computer pattern program. As 

applicate pattern making, grading and marker 

making, students develop practical ability to mass 

product of pattern.

실무

(442)

패션소재기획 Fashion Textile Planning

소비자 요구와 시장 트렌드에 적합한 소재를 기획

하기 위한 정보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적합한 소재의 선택, 기획 및 개발하는 능력

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ability to choose, 

plan, design and develop textile materials to fit 

consumers' and market trend. For this purpose, 

students learn how to analyze fashion trend and 

consumers' need and draw up the image map of 

textile according to the texture and image of 

textiles.

전문

(442)

전통패션상품개발 Korean Fashion Product Development

유럽과 아시아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패션상품의 

구조와 미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창의적인 패션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기른다.

Students will learn how to design and develop the 

creative fashion produc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aesthetics of the global fashion 

goods by European and Asian fashion designers.

전문

(244)

패션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 Fashion Portfolio(Capstone Design)

패션 상품을 런칭하기 위하여 컬렉션 정보, 소비자 

정보, 시장 정보 등의 정보문제를 수집, 정리, 분석

하여 그 방법을 익혀서 이미지 맵핑, 소재, 칼라, 

디자인 과정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This course emphasize o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fashion collection, consumer, and 

market informations, Students make the fashion 

portfolio by thei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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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442)

패션소재와기술사업화 Fashion Textile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패션 소재와 기술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

로 산업현장의 실제적 활용 방법을 학습하며, R&D

의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 아

이템 검증 및 기술 사업화 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textile materials and 

new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fashion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and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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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학과 (Dept. of Korean Cuisin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한식 전문 글로벌 창의 인재

전공능력 조리실무능력·과학적 탐구능력·소통과 화합능력·예술적 창의능력

교육목표
한식조리학과는 전통음식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며, 동서양의 음식문화 및 식품에 관한 지식

을 함양하고 나아가 한식 세계화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 한식 관련 산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세계음식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과 화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과학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메뉴와 상품개발을 위한 예술적 창의능력 강화

◾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높이고, 전문가특강, 세미나, 모의면접 등을 통해   

실무 네트워크 구축

수여학위   조리이학사 / (연계전공)이학사 / (융합전공)Food R&BD학사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국내외 한식조리 한식·양식·일식·중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식품 및 외식기업 메뉴개발 위생사, 식품기사,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조리교육 중등교원자격증, 한식·양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조리실무

정의
조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실무자로서
의 자질과 역량

준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리실무 기술을 갖춘다.
◾조리과정의 전반적인 실무시스템을 이해하고 실행한다.

과학적 탐구

정의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필요한 이론적 사고와 실험정신

준거

◾조리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과 탐색에 필요한 개방적 사고능력을 키
운다.

◾조리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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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조리실무능력 과학적 탐구능력 소통과 화합능력 예술적 창의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소통과 화합

정의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의사표현 능력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준거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하여 인지한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다.

예술적 창의

정의 심미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준거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다양함을 인정한다.
◾창의적 설계능력과 다양한 조리 분야의 도전정신을 키운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조리실무능력 과학적 탐구능력 소통과 화합능력 예술적 창의능력

국내외 한식조리 ● ● ● ●

식품 및 외식기업 
메뉴개발

● ● ◐ ●

조리교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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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궁중음식, 연회음식, 

전통발효실습, 전통주와 
와인실습

한국음식의 심화

발효에 대한 과학적 이해

한국음식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실무

한식스타일링, 주방관리

식품상품개발, 한식 창업 
및 경영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의 
이해

주방의 효율적 운영

새로운 음식 상품에 대한 
관심

전문가적인 태도

심화
한식 관련 조리

양식, 중식, 일식 등 조리

한국음식의 기초 조리법

세계음식의 기초 조리법

한국의 정서에 대한 이해

세계음식에 대한 분석적 접근

기초
식품에 관한 이해

조리의 기초과정 이해

식품관련 지식

조리의 과학적 이해

식품관련 정보수집

조리의 과학적 접근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조리

실무능력

과학적 
탐구능력

소통과 
화합능력

예술적 
창의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궁중음식실습 ● ◐ ◐ ● 3 5 2

한식연회실습 ● ◐ ◐ ● 3 5 2

엣음식책연구및실습 ● ● ◐ ◐ 4 4 2

한식창업및경영 ● ◐ ◐ ○ 5 3 2

전통주와와인실습(캡스톤디자인) ● ● ◐ ● 4 4 2

조리교과교육론 ● ◐ ◐ ◐ 3 3 4

조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 3 3 4

조리과학 ◐ ● ◐ ○ 6 2 2

식품위생 ◐ ● ◐ ○ 6 2 2

졸업작품 ◐ ● ◐ ● 4 4 2

실무

제과제빵실습 ● ◐ ◐ ● 3 5 2

주방관리실무론 ● ◐ ● ○ 7 1 2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인) ● ● ◐ ● 4 4 3

한식당메뉴개발실습 ● ◐ ◐ ● 5 3 2

일본조리실습 ● ◐ ◐ ● 3 5 2

단체급식 ● ○ ◐ ○ 6 2 2

한식스타일링 ● ◐ ◐ ● 3 3 4

심화 글로벌식생활문화 ◐ ◐ ◐ ○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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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조리

실무능력

과학적 
탐구능력

소통과 
화합능력

예술적 
창의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외식서비스영어 ◐ ● ◐ ○ 7 1 4

실험조리 ● ○ ◐ ● 4 4 2

식품가공 ◐ ● ◐ ○ 5 3 2

외국조리 ● ◐ ◐ ● 3 5 2

병과와음료실습 ● ◐ ◐ ● 3 3 4

향토음식실습 ● ◐ ◐ ◐ 3 5 2

전통발효식품실습 ● ● ◐ ◐ 4 4 2

중국조리실습 ● ◐ ◐ ● 3 5 2

기초

기초조리실무 ● ◐ ◐ ● 3 5 2

식품학 ◐ ● ◐ ○ 7 1 2

한국조리 ● ◐ ◐ ● 3 5 2

외식산업의이해 ◐ ○ ◐ ○ 6 2 2

한국음식문화와콘텐츠 ◐ ○ ● ◐ 6 2 2

K-Food디자인 ● ◐ ◐ ● 5 3 2

영양학 ◐ ● ◐ ○ 7 1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조리실무능력 과학적 탐구능력 소통과 화합능력 예술적 창의능력

국내외 

한식조리

(K)

전문
궁중음식실습[필]
옛음식책연구및실습

전통주와와인실습
한식창업및경영
조리과학[필]

한식연회실습
식품위생

졸업작품

실무

주방관리실무론
일본조리실습
단체급식
제과제빵실습

한식당메뉴개발실습 한식스타일링[필]

심화

외국조리 
중국조리실습
병과와음료실습
향토음식실습

실험조리
전통발효식품실습

글로벌식생활문화
외식서비스영어

기초

기초조리실무
한국조리[필]

식품학[필]
영양학[필]

한국음식문화와콘텐츠[초]
외식산업의이해

K-Food디자인[초]

식품 및 

외식기업 

매뉴개발

(F)

전문
궁중음식실습[필]
옛음식책연구및실습

조리과학[필] 전통주와와인실습
식품위생

졸업작품

실무
주방관리실무론
제과제빵실습

한식당메뉴개발실습
식품상품개발

한식스타일링[필]

심화 외국조리 실험조리 전통발효식품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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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조리실무능력 과학적 탐구능력 소통과 화합능력 예술적 창의능력

병과와음료실습
향토음식실습

식품가공

기초

기초조리실무
한국조리[필]

식품학[필]
영양학[필]

한국음식문화와콘텐츠[초]
외식산업의이해

K-Food디자인[초]

조리교육

(C)

전문

궁중음식실습[필]
옛음식책연구및실습
조리교과교육론
조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전통주와와인실습
조리과학[필]

식품위생
졸업작품

실무
주방관리실무론
일본조리실습
단체급식
제과제빵실습

한식당메뉴개발실습 한식스타일링[필]

심화

외국조리
중국조리실습
병과와음료실습
향토음식실습

전통발효식품실습 외식서비스영어

기초

기초조리실무
한국조리[필]

식품학[필]
영양학[필]

한국음식문화와콘텐츠[초] K-Food디자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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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획 및 전략
사례연구

한식관련 산업 분석
전문

조리과학(G)
식품위생(G)

궁중음식실습(G)
한식연회실습(K)
조리교과교육론(C)
조리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C)

졸업작품(G)
옛음식책연구및실습(G)
전통주와와인실습
(캡스톤디자인)(G)
한식창업및경영(K)

조리 및 메뉴관리
주방관리 및 경영

한식관련 상품 개발
실무

제과제빵실습(G)
한식스타일링(G) 

일본조리실습(KC)
주방관리실무론(G)

식품상품개발
(캡스톤디자인)(F)
한식당메뉴개발실습(K)
단체급식(KC)

한식조리 업무 이해
과학적 조리과정 이해

심화 외국조리(G)
중국조리실습(KC)
외식서비스영어(KC)

실험조리(KF)
향토음식실습(G)
전통발효식품실습(G)
병과와음료실습(G)
글로벌식생활문화(K)

음식문화의 이해
식품의 이해 기초

한국음식문화와
콘텐츠(G)
K-Food디자인(G)
식품학(G)
한국조리(G)
외식산업의이해(KF)
기초조리실무(G) 영양학(G) 식품가공(F)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K)국내외한식조리 (F)식품및외식기업메뉴개발 (C)조리교육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한식Menu 
R&D양성교육

▪레인보우브릿
징 봉사활동

▪한식Menu 
R&D양성교육

▪레인보우브릿징 
봉사활동

▪한식Menu 
R&D양성교육

▪해외진출 
한식조리사 
양성교육

▪레인보우브릿징 
봉사활동

▪한식Menu 
R&D양성교육

▪해외진출 
한식조리사 
양성교육

국내외 한식 및 외식전문가 특강, 산업체 멘토링프로그램
 레인보우브릿징 봉사활동, 전공동아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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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전필 18 + 전선 24) 이상

 ◾ 심화과정: 전공 78학점(기초 6 +전필 18 + 전선 54) 이상

 ◾ 산업체현장실습 1회(3학점)는 심화과정에 포함됨

전필 18 2~3

전선
24 2~4

30 3~4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작품전시회
 ◾ 공인어학시험(TOEIC 400점 이상)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산업체현장실습 1회(3학점) 이수

■ 심화과정 이수 

심화과정 영역 교과목 참 고

한식조리

 한국조리, 기초조리실무, 외국조리, 제과제빵실습, 중국조리실습, 일

본조리실습, 실험조리, 병과와음료실습, 궁중음식실습, 한식연회실습, 

향토음식실습, 전통발효식품실습, 한식스타일링, 주방관리실무론, 졸

업작품, 식품상품개발, 한식창업및경영, 한식당메뉴개발실습 

- 30학점이상 

- 이수체계도 참고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전필 18 + 전선 24)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전필 18 + 전선 24학점)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교직 과정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교직 과정 비사범계열 교직 전공 신청 이수자
 ◾ 42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 7과목 21학점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9학점 이수

■ 연계전공(식품영양학)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비고

복수전공 55학점 8과목(24학점) 이내 13과목(31학점) 이상
- 필수 2학점
- 선택 51학점

졸업자격
- 영양사 현장실습 2학점 필수 이수
- 영양사 자격시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에 의거하여 총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855

문화관광대학-한식조리학과

■ 융합전공(Food R&BD)

[10] 교육과정 편람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선택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4849 한국조리* ** Korean Cuisine Practice 3 4 기초 3 5 2

전선 14214 외식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for Foodservice Industry 3 3 기초 6 2 2

기초 16027 한국음식문화와콘텐츠 Korean Food Culture Contents 3 3 기초 6 2 2

2

전필 08434 식품학* Food Science 3 3 기초 7 1 2

전선 08289　 기초조리실무 Basic Culinary Skill Practice 3 4 기초 3 5 2

기초 16219 K-Food디자인 K-Food Design 3 3 기초 5 3 2

2

1

전필 09005 영양학* ** Nutrition 3 3 기초 7 1 2

전필 13648 한식스타일링* Food Styling for Korean Cuisine 3 4 실무 3 3 4
전선 13647 외식서비스영어 Culinary English 3 3 심화 5 1 4

전선 07445 외국조리** Western Cuisine Practice 3 4 심화 3 5 2

2

전필 08999 조리과학* ** Culinary Science 3 3 전문 6 2 2

전선 14631 식품위생** Food Sanitation 3 3 전문 6 2 2

전선 08985 제과제빵실습 Baking and Pastry Practice 3 4 실무 3 5 2

전선 08442 중국조리실습 Chinese Cuisine Practice 3 4 심화 3 5 2

3

1

전필 13103 궁중음식실습* Korean Royal Cuisine Practice 3 4 전문 3 5 2

전선 08978 실험조리 Experimental Cooking Practice 3 4 심화 4 4 2

전선 14721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심화 5 3 2

전선 13115 주방관리실무론 Kitchen Management 3 3 실무 7 1 2

전선 13104 일본조리실습 Japanese Cuisine Practice 3 4 실무 3 5 2

교직 10064 조리교과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Culinary Teaching 3 0 전문 3 3 4

2

전선 16218 글로벌식생활문화 Global Food Culture 3 3 심화 7 1 2

전선 13684 병과와음료실습 Traditional Rice Cakes and Beverages 
Practice 3 4 심화 3 3 4

전선 16220 한식연회실습 K-Food Banquet Practice 3 4 전문 3 5 2

전선 13105 향토음식실습 Korean Regional Cuisine Practice 3 4 심화 3 5 2

전선 11487 전통발효식품실습 Traditional Fermented Food Practice 3 4 심화 4 4 2

교직 14907 조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Study and Instruction Method for 
Culinary Teaching 3 3 전문 3 3 4

4

1

전선 14316 식품상품개발
(캡스톤디자인)

Traditional Food Development : 
Capstone design 3 4 실무 4 4 3

전선 11489 단체급식** Food Service in Institutions 3 3 실무 6 2 2

전선 15482 한식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3 3 전문 5 3 2

전선 08998 졸업작품 Graduate Works 3 4 전문 4 4 2

2 전선 13111 옛음식책연구및실습 Food Culture Studies and Practices 
through the Old Literatures 3 4 전문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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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심화,실무,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전공필수 교과목(6과목) : 한국조리, 식품학, 조리과학, 영양학, 궁중음식실습, 한식스타일링

  2. **교직이수자 필수과목(7과목) : 한국조리, 식품가공, 식품위생, 외국조리, 조리과학, 영양학, 단체급식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712)

식품학 Food Science

식품의 일반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조리 중에 일어

나는 물리, 화학적 변화 및 조리와 식품가공에 관

련된 식품학적 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Provid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ods, 

physicochemical changes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food during food preparation and processing.

기초
(352)

한국조리 Korean Cuisine Practice

한국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익히고, 기초조

리기술을 습득하고, 한국음식문화 원형을 올바르

게 설명할 수 있고, 한식 조리기술을 익힌다.  

Practices the cooking methods of Korean 

traditional foods, also covers basic knowledge and 

cultural aspects of Korean food.

전문
(622)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식품의 성분과 구조를 바탕으로, 조리과정 중 일

어나는 식품의 이화학적 변화를 과학적 원리로 설

명하고, 실제 조리에 응용할 수 있다.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mposition 

of foods, changing structures and physical 

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oking process.

기초
(712)

영양학 Nutrition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한국음식문화와콘텐츠 Korean Food Culture Contents

우리 민족의 오천년 식생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

여 자연환경과 사회적의 영향으로 변천해온 한국

의 식생활의 변천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고찰한다.

  Eating five thousand years of Korean to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ocial impact of transition to the vicissitudes 

of food in Korea who hav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to discussion.

기초

(532)

K-Food디자인 K-Food Design

색채, 디자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여 음식의 스타

일링 및 상차림 연출, 메뉴개발 등에 적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aim of the subject is to improve design 

skills for food styling, coordination, menu 

development.

전선 13110 한식당메뉴개발실습 Menu Development for Korean Restaurant 3 4 실무 5 3 2

전선 14113 전통주와와인실습
(캡스톤디자인)

Menu Planning and Design for
Korean Restaurant : Capstone design 3 4 전문 4 4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전문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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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각종 식품 속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음식의 조리 및 식생활, 건강 유지

에 적용하도록 한다.

Studies in digestion, absorption, metabolism and 

functions of nutrients, which are essential to 

human life, in connection with one's diet.

전문
(352)

궁중음식실습 Korean Royal Cuisine Practice

조선왕조의 음식에 관련된 자료, 조선조의 궁중의 

식생활 문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조선조 말 궁중

에서 이루어지던 궁중의 일상식과 연회식에 대하

여 조리법별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Deals with literatures and food cultures of Korean 

royal cuisine, practices cooking methods for 

everyday life and event banquet.

실무
(334)

한식스타일링 Food Styling for Korean Cuisine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이해하며 

식재료와 조리법에 맞는 그릇 담기의 기초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We learn how to put the ingredients and garnish 

on the plate and understanding which is korean 

traditional style and modern sense of food.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352)

기초조리실무 Basic Culinary Skill Practice

기본을 익힘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조리 실무기술

과 조리능력을 배양하고 조리를 위해 필요한 기초 

조리 기술을 습득한다. 아울러 조리 실무에 필요한 

조리인의 자세를 배우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

문인을 양성한다.

Provides basic knowledge and skills for cooking. 

Also covers food materials preparation, cooking 

utensils usage, cooking process.

기초

(622)

외식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for Foodservice Indstry

외식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지식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외식문화가 발전 될 수 있도록 

외식문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The aim of the subject is to prepare students for 

professional careers in restaurant business by 

providing theoretic and practical studies for 

effective restaurant operation.

심화

(514)

외식서비스영어 Culinary English

기초 영어회화를 바탕으로 외식산업의 서비스 업

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영어를 학습하여, 실무에

서 외국인과의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communication skill in English to serve foreigners 

in restaurants and non commercial restaurants.

심화

(352)

중국조리실습 Chinese Cuisine Practice  

중국 조리에 사용되는 식품재료 및 각종 요리명, 

조리법, 조리기구 등에 대해 익히고 다양한 유형의 

중국 음식 조리과정을 실습한다.  

Practicing the cooking methods of Chinese foods, 

utensils and food materials used in Chinese 

restaurants.

심화

(352)

외국조리 Western Cuisine Practice

서양 조리에 사용되는 식품재료 및 각종 요리명, 

조리법, 조리기구 등에 대해 익히고 다양한 유형의 

서양 음식 조리과정을 실습한다.

Practicing the cooking methods of western foods, 

utensils and food materials used in western 

restaurants.

기초

(53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전통발효식품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 및 저장식품

의 종류, 가공 및 저장의 식품학적 원리, 가공저장 

Covers principles and methods of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in order to utilize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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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배우며 이를 실습한다.

  

products effectively including traditional fermented 

food, and to develop new food products with 

increased storage, safety, commerciality, 

preference and quality.

전문

(622)

식품위생 Food Sanitation

식품의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

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정성, 건전

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 지식과 

수단을 공부하고 이와 관련한 위생 법규의 내용과 

적용에 관해 학습한다.

Provides basic principles of food sanitation for 

ensuring the safety, wholesomeness, and 

soundness of food at all stages from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final 

consumption. Also covers food sanitation codes 

and their adaptations in restaurant business.

심화

(712)

글로벌식생활문화 Global Food Culture

식생활과 식문화의 기본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세계 식

문화의 지역적 분포에 관한 특징을 이해한다.  요리의 

기원과 전파를 문화인류학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알아

봄으로써 세계의 식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cultur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food cultures across 

the world, especially their individuality and 

universality.

실무

(352)

제과제빵실습 Baking and Pastry Practice

제과와 제빵의 종류, 재료의 종류 및 기능, 기초적

인 제과 및 제빵 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각 공정 단계에 대한 이해와 각 공정별로 습득해

야할 제과 및 제빵 기술에 대해 실습한다.

Examines principles and methods of baking and 

pastry practice. including the many baking types, 

materials, cooking steps for the all kids of bread 

and cookies.

심화

(442)

전통발효식품실습 Traditional Fermented Food Practice

전통발효식품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 및 저장식품

의 종류, 가공 및 저장의 식품학적 원리, 가공저장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배우며 이를 실습한다.

Covers principles and methods of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in order to utilize agricultural 

products effectively including traditional fermented 

food, and to develop new food products with 

increased storage, safety, commerciality, preference 

and quality.

실무

(352)

일본조리실습 Japanese Cuisine Practice

일본 조리에 사용되는 식품재료 및 각종 요리명, 

조리법, 조리기구 등에 대해 익히고 다양한 유형의 

일본 음식 조리과정을 실습한다.

Practicing the cooking methods of Japanese foods, 

utensils and food materials used in Japanese 

restaurants.

심화

(442)

실험조리 Experimental Cooking Practice

표준 조리법 개발을 위한 실험 조리 설계, 조리법

에 따른 조리 단계별 변화 및 결과 차이의 관찰, 

최적 조리법 도출을 통해 메뉴 및 신규 상품 개발

에 필요한 조리 과학적인 지식과 실험 기법을 습

득하도록 한다.

Provides basic knowledge for research on cookery 

science and experimental cooking practice. Also 

covers experimental cooking design for developing 

standardized recipe, stepwise changes according to 

the diverse cooking method and optimal 

processing method for the newly developed menus 

and food products.

실무

(622)

단체급식 Foodservice in Institutions

식재료관리, 메뉴, 구매, 검수, 저장, 생산, 위생, 

작업 및 안전, 원가관리 등 전반적인 급식업무 관

Provides the principles of foodservice systems, 

menu planning, food purchasing, quantity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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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리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production, sanitation, facility and equipment, cost 

control.

심화

(334)

병과음료와실습 Traditional Rice Cakes and Beverages Practice

전통 병과 조리법을 기초로 한 다양한 현대식 병

과 연출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apture 

modernistically the Rice Cakes and Beverage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recipes.

심화

(352)

향토음식실습 Korean Regional Cuisine Practice

각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 등으로 향토음식이 

생기된 배경을 이해하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의

례음식, 시절음식 및 고유의 김치와 별미음식 등 

그 종류와 조리법을 익힌 후 이를 토대로 향토음

식의 현대적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Characteristics analysis of Korean regional 

culinary on seasonal food, banquet food, kimchi 

and many other delicacies, including plausible 

outlook in regional cuisine tourism.

전문

(442)

졸업작품 Graduate Works

전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여 

각자 음식 작품을 개발, 제작, 전시 발표하도록 한

다.

Every student designs, makes and presents their 

own graduate works.

실무

(433)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인) Traditional Food Development : Capstone design

전통식품의 상품화 개발에 필요한 기초 이론을 비

롯하여 상품화 및 최종 제품개발 과정에 대해 다

룬다.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food development related to the process and 

merchandising of the food products.

전문

(442)

전통주와와인실습(캡스톤디자인)
Menu Planning and Design for Korean Restaurant 

: Capstone design

전통주를 비롯하여 식사 시 제공되는 술과 커피를 

비롯한 음료의 종류와 특징, 서빙방법을 익히고, 

다양한 칵테일 조주 방법을 익힌다.

Deals with traditional wine making, various kinds 

of beverages and their characteristics, serving 

methods and cocktail making methods using 

alcoholic and nonalcoholic beverages.

실무

(532)

한식당메뉴개발실습 Menu Development for Korean Restaurant

한식당 메뉴를 분석하고 한국 음식의 조리 지식을 

응용한 한식 메뉴 개발 및 실습을 메뉴를 계획하

고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메뉴 마케팅을 통

한 메뉴 상품 개발 전략, 메뉴 디자인 및 설계, 메

뉴 평가 방법 등을 학습하여 실무에 응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Provides the studies of the process about the 

planning and developing a workable, quality menu 

for the profitable operation and strategic menu 

development by menu marketing. 

실무

(712)

주방관리실무론 Kitchen Management

주방관리의 특성, 식재료관리, 원가관리, 메뉴계획

관리, 주방인적자원관리, 주방위생과 안전관리, 고

객관리 등 조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 이론과 

실무를 다룸으로써 주방관리와 관련된 각종 지식

을 제공한다.   

Provides the overall knowledges and skill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kitchen management, food 

ingredient control, cost control, menu planning and 

meal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safety 

control,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food service 

facilities. 

전문

(352)

한식연회실습 K-Food Banquet Practice

글로벌 한식 메뉴의 기획과 구성을 익히고, 이를 Deals with menu settings, classification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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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334)

조리교과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Culinary Teaching

조리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이론, 학습 모형, 교육과

정 설계, 교수학습 방법의 종류 등에 대해 학습한다.

Studies of educational theory of culinary teaching, 

curriculum design, instructional methods.

전문
(334)

조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Study and Instruction Method for Culinary 

Teaching

조리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및 연구, 보조자

료의 유형과 개발 등 효율적인 수업 진행에 필요

한 지도법을 학습하고 직접 수업지도안을 작성하

여 예비적인 수업 훈련에 활용하도록 한다.

Studies of instruction method for culinary 

teaching, textbook and teaching aids development, 

And their utilizing for the teaching practice 

training.

※ ‘조리교과교육론’, ‘조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은 교직 이수자 수강 과목임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활용한 연회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연회상차림을 

연출할 수 있다.

Korean traditional wedding food. And practices 

preparation processes of them. 

전문

(442)

옛음식책연구및실습
Food Culture Studies and Practices through the 

Old Literatures

식품과 음식관련 고문헌을 통해 우리조상들의 식

생활역사와 음식문화를 살펴보고, 옛 음식들을 재

현하여 전통음식문화의 원형을 바르게 알고, 그 우

수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

Studies of dietary history and food culture of our 

ancestors through the old literatures. By making 

the old food, to reproduce the traditional food 

culture of the circle knows, the superior ability to 

recognize and encourage them to develop.

전문

(532)

한식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한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창업 트렌드를 

학습하여 한식당 창업을 위한 창업 경영 요소와 

함께 창업 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요소에 대해 교

재를 통해 학습하며 레스토랑의 컨셉 결정과 함께 

창업에 필요한 설계계획 및 배치, 메뉴계획 등 창

업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Understandings the overall Korean food industry 

and establishment trends of Korean restaurants, 

and study how to make management proposals 

and key aspects of restaura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such as determination of restaurant 

concepts, design and layout, menu planning 

related with restaurant business sta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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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학과 (Dept. of Hotel Management)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글로벌 호텔산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

전공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 서번트 리더십 능력 · 경영관리 능력 · 마케팅 능력

교육목표

호텔경영학과는 섬김과 나눔의 서번트 리더십을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며, 미래 

전략산업인 글로벌 호텔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호텔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교육과정

◾호텔산업이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호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실무 및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호텔리어를 양성하기 위해 주요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며 해외호텔 취업, 

외국인 전임교원 초빙,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강화하며 호텔업계 실무자 초청 특강·세미나·모

의면접 등을 통해 취업 정보 공유 및 실무 네트워크 강화

수여학위 호텔경영학사 (Bachelor of Hotel Management)

진로분야
및 

자 격 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호텔 오퍼레이션 호텔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SMAT, TOEIC

호 텔 영 업 지 원 호텔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MOS, TOEIC

항 공 / 외 식 / 관 광 관광통역안내사, 소믈리에, 바리스타, TOEIC

공 공 기 관 / 협 회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능력검정, 관광통역안내사, MOS, TOEIC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글로벌 소통 
능력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문서이해, 의사표현 능력 및 서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하여 인지한다. 
◾글로벌 호텔리어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

서번트 리더십 
능력

호텔 고객에 대한 경청 및 응대, 자발적인 참여와 긴밀한 유대관계로 공동체에서 협업 및 
책임감 있는 능력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황에 적합한 고객 응대 태도를 실무에 적용한다.
◾조직에서의 책임감 및 호텔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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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글로벌 소통 능력 서번트 리더십 능력 경영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글로벌 소통 능력 서번트 리더십 능력 경영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

호텔 오퍼레이션 ● ◐ ○ ○

호텔 영업지원 ◐ ○ ● ◐

항공/외식/관광 ● ● ◐ ◐

공공기관/ 협회 ◐ ○ ● ◐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경영관리 능력

호텔의 비전, 목표설정, 경영성과 관리 등 호텔의 경영관리와 운영기능을 리드하거나 통
제·조정하는 능력

◾호텔의 비전, 목표설정, 경영성과 관리 등 경영관리를 현장에 적용한다.
◾호텔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마케팅 능력

호텔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기획하여 고객을 유치 및 관리하며 판매를 증진하
는 전반적인 능력

◾호텔 마케팅을 이해하고 상품․ 서비스를 분석 및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호텔의 상품·서비스를 판매·홍보하는 전략을 직접 수행한다.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직무 전문
-호텔 기획 및 전략 경영

-환대산업 운영 사례

-호텔 외부환경 분석

-호텔 전략 산업 수립

-기획 마인드,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현장 실무
-객실관리, 식음료 관리

-연회 및 이벤트 관리

-업장 관리, 객실 및 프론트 
실무

-컴퓨터 실무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전공 심화 -세일즈 마케팅, 고객관리 -정보활용, 조사 및 통계 -적극적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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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글로벌 소통

능력

서번트 

리더십 능력

경영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직무
전문

호텔프로젝트 ● 4 4 2

호텔산업세미나 ● ◐ 4 4 2

호텔오퍼레이션사례 ◐ ● 4 4 2

관광법규 ● 5 3 2

호텔기업전략 ◐ ● 4 3 3

환대산업서비스사례연구 ○ ◐ ● 4 4 2

글로벌호텔경영 ○ ◐ ● 4 4 2

현장
실무

객실관리 ○ ◐ ● 3 5 2

호텔프론트실무 ● ◐ ○ 3 5 2

식음료서비스실습 ◐ ● ○ 2 4 4

주류학 ◐ ● ○ 4 4 2

연회및이벤트 ◐ ● ○ ○ 3 4 3

호텔구매관리 ● ◐ 4 3 3

호텔정보처리실습 ● ◐ 3 5 2

전공
심화

레스토랑경영론 ○ ● ◐ 4 4 2

문화와관광 ● ◐ 4 3 3

MICE산업론 ○ ● ◐ 5 3 2

호텔경영정보시스템 ● ◐ 5 3 2

호텔고객관계론 ◐ ○ ● 4 3 3

호텔소비자행동론 ◐ ● 4 4 2

호텔마케팅 ◐ ● 4 3 3

호텔원가회계 ● ◐ 4 3 3

호텔인적자원관리 ● 4 4 2

호텔브랜드전략 ◐ ○ ● ● 5 2 3

전공

기초

외식산업의이해 ○ ◐ ● ○ 3 4 3

호텔경영론 ○ ● ◐ 5 3 2

환대산업의이해 ● ◐ 6 2 2

글로벌호텔리어매너 ● ◐ 2 3 5

호텔리어실무영어 ● ○ ◐ 3 5 2

호텔회계원리 ● 5 3 2

호텔서비스영어 ● ◐ 5 3 2

서비스의이해 ◐ ● 3 2 5

-회계관리, 원가관리 -상품 개발 및 평가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전공 기초
-호텔 관련 지식

-환대산업 현황 및 동향

-외국어 활용능력

-의사소통 및 관계 구축

-고객지향적인 태도

-고객의견 경청 및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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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글로벌 소통 능력 서번트 리더십 능력 경영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

호텔
오퍼레이션

(F)

전문
관광법규 글로벌호텔경영

호텔오퍼레이션사례
환대산업서비스사례연구

실무
호텔프론트실무[필] 식음료서비스실습[필]

연회및이벤트
객실관리[필]
호텔정보처리실습[필]

심화

문화와관광 호텔인적자원관리[필]
호텔경영정보시스템[필]
MICE산업론 
레스토랑경영론

호텔마케팅[필]
호텔고객관계론[필]
호텔소비자행동론

기초
글로벌호텔리어매너
호텔리어실무영어
호텔서비스영어

환대산업의이해[초]
서비스의이해[초]

호텔경영론[필]
호텔회계원리[필]
외식산업의이해

호텔
영업지원

(B)

전문

호텔프로젝트
호텔산업세미나
관광법규

호텔기업전략
글로벌호텔경영
호텔오퍼레이션사례
환대산업서비스사례연구

실무
호텔프론트실무[필] 식음료서비스실습[필]

연회및이벤트
객실관리[필]
호텔정보처리실습[필]
호텔구매관리

심화

문화와관광 호텔인적자원관리[필]
호텔경영정보시스템[필]
MICE산업론 
호텔원가회계
레스토랑경영론
호텔브랜드전략

호텔마케팅[필]
호텔고객관계론[필]

기초
글로벌호텔리어매너
호텔리어실무영어
호텔서비스영어

환대산업의이해[초]
서비스의이해[초]

호텔경영론[필]
호텔회계원리[필]
외식산업의이해

항공/외식/
관광
(T)

전문
호텔프로젝트
호텔산업세미나
관광법규

호텔기업전략
글로벌호텔경영
환대산업서비스사례연구

실무
호텔프론트실무[필] 식음료서비스실습[필]

주류학
연회및이벤트

객실관리[필]
호텔정보처리실습[필]

심화

문화와관광 호텔인적자원관리[필]
호텔경영정보시스템[필]
MICE산업론 
레스토랑경영론

호텔마케팅[필]
호텔고객관계론[필]

기초
글로벌호텔리어매너
호텔리어실무영어
호텔서비스영어

환대산업의이해[초]
서비스의이해[초]

호텔경영론[필]
호텔회계원리[필]
외식산업의이해

공공기관/ 
협회
(P)

전문

호텔프로젝트
호텔산업세미나
관광법규

호텔기업전략
글로벌호텔경영
호텔오퍼레이션사례
환대산업서비스사례연구

실무
호텔프론트실무[필] 식음료서비스실습[필] 객실관리[필]

호텔정보처리실습[필]

심화

문화와관광 호텔인적자원관리[필]
호텔경영정보시스템[필]
MICE산업론 
호텔원가회계
호텔브랜드전략

호텔마케팅[필]
호텔고객관계론[필]

기초
글로벌호텔리어매너
호텔리어실무영어
호텔서비스영어

환대산업의이해[초]
서비스의이해[초]

호텔경영론[필]
호텔회계원리[필]
외식산업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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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획 및 전략
사례연구
환경분석

전문

호텔프로젝트(BTP)

호텔산업세미나(BTP)
호텔오퍼레이션사례(FBP)
관광법규(G)
호텔기업전략(BTP)
환대산업서비스사례연구(G)
글로벌호텔경영(G)

식음료서비스
객실/프론트
구매/정보처리
연회및이벤트

실무
객실관리(G)
호텔프론트실무(G)
식음료서비스실습(G)
주류학(F)

연회및이벤트(FBT)
호텔구매관리(B)
호텔정보처리실습(G)

세일즈마케팅
고객관리

정보활용능력
관련산업이해

심화
레스토랑경영론(FBT)
문화와관광(G)
MICE산업론(G)
호텔경영정보시스템(G)

호텔고객관계론(G)
호텔소비자행동론(F)
호텔마케팅(G)
호텔원가회계(BP)
호텔인적자원관리(G)
호텔브랜드전략(BT)

서비스의 이해
환대산업의 이해
외국어 능력

기초

외식산업의이해(G)
호텔경영론(G)
글로벌호텔리어매너(G)
호텔리어실무영어(G)
환대산업의이해(G)
서비스의이해(G)

호텔회계원리(G)
호텔서비스영어(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F)호텔(오퍼레이션) (B)호텔(영업지원) (T)항공/외식/관광 (P)공공기관/협회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유학생 전공기초 
학습모임 

▪호텔게스트 
체험학습

▪칵테일 시연 특강
▪해외취업동아리

▪Job Shadowing
▪호텔 인사담당자 

초청 실전모의 
면접

▪해외취업동아리

▪Job Shadowing
▪호텔 인사담당자 

초청 실전모의 면접
▪해외취업동아리

졸업생 초청 Talk Show, 글로벌 호텔체인 총지배인 초정 특강, 
잔소리 영단어 1000 프로젝트, 영어회화반(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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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30 + 전선 12) 이상

◾ 심화과정: 전공 78학점(기초 6 + 전필 30 + 전선 42) 이상

◾ 현장실습 2회(6학점)는 심화과정에 포함됨(권장사항)

전필 30

1~4
전선

12

30

졸업자격(논문) P 4

◾ 공인어학시험(TOEIC) 500점 이상, 전공 졸업시험(객실관리, 호텔마케
팅, 호텔식음료서비스) 각 과목별 70점 이상

◾ 공인어학시험(TOEIC) 750점 이상자에 한하여 전공과목 시험 면제

졸업 이수학점 13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 전공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
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0 + 전선 12)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다른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기본과정(기초 6 + 전필 30 + 전선 12)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전필, 전선) 21학점 이수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92 서비스의이해 Introduction to Customer Services 3 3 기초 3 2 5

기초 15476 환대산업의이해 Introduction to the Hospitality Industry 3 3 기초 6 2 2

전선 14510 글로벌호텔리어매너 Global Hotelier Manners 3 3 기초 2 3 5

2

전필 09058　호텔경영론 Introduction to Hotel Management 3 3 기초 5 3 2

전선 13645 외식산업의이해 Introduction to Foodservice Industry 3 3 기초 3 4 3

전선 12404 호텔리어실무영어 Professional English for Hoteliers 3 3 기초 3 5 2

2 1 전선 11740 호텔서비스영어 English for Hotel Service 3 3 기초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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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전필 09060 객실관리 Housekeeping Management 3 3 실무 3 5 2

전필 09066 식음료서비스실습 Food & Beverage Service 3 3 실무 2 4 4

전선 15478 문화와관광 Culture & Tourism 3 3 심화 4 3 3

전선 15846 MICE산업론 Introduction to MICE Industry 3 3 심화 5 3 2

2

전필 08046 호텔회계원리 Principles of Hotel Accounting 3 3 기초 5 3 2

전필 08313 호텔프론트실무 Hotel Front Office 3 3 실무 3 5 2

전선 09067 주류학 Alcoholic Beverage Management 3 3 실무 4 4 2

전필 15612 호텔경영정보시스템 Hote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 3 심화 5 3 2

전선 10904 레스토랑경영론 Restaurant Management 3 3 심화 4 4 2

3

1

전필 15914 호텔정보처리실습 Hotel Information Processing Practice 3 3 실무 3 5 2

전필 09071 호텔마케팅 Hotel Marketing 3 3 심화 4 3 3

전필 14714 호텔인적자원관리 Hotel Human Resources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전선 10089 호텔프로젝트 Hotel Project 3 3 전문 4 4 2

전선 16304 호텔브랜드전략 Hotel Brand Management 3 3 심화 5 2 3

2

전선 15479 연회및이벤트 Catering & Event Management 3 3 실무 3 4 3

전선 12406 호텔구매관리 Hotel Purchasing 3 3 실무 4 3 3

전필 15477 호텔고객관계론 Hotel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3 3 심화 4 3 3

전선 15613 호텔원가회계 Hotel Cost Accounting 3 3 심화 4 3 3

전선 09079 호텔소비자행동론 Hotel Customer Behavior 3 3 심화 4 4 2

4

1

전선 14511 호텔기업전략 Hotel Strategic Management 3 3 전문 4 3 3

전선 10905 관광법규 Tourism Law 3 3 전문 5 3 2

전선 14506 호텔산업세미나 Hotel Industry Speakers Colloquium 3 3 전문 4 4 2

2

전선 14509 호텔오퍼레이션사례 Current Issues in Hotel Operations 3 3 전문 4 4 2

전선 15847 글로벌호텔경영 Global Hotel Chain Management 3 3 전문 4 4 2

전선 12409 환대산업서비스사례연구 Service Quality in Hospitality Industry 3 3 전문 4 4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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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호텔경영론 Introduction to Hotel Management

호텔산업의 분류, 역사, 특징 및 각 부서별 업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경력 개발

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Classifications, history, characteristics of lodging 

industry with an emphasis on the wide variety of 

career opportunities awaiting future hoteliers.

실무
(352)

객실관리 Housekeeping Management

호텔 객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를 습득하고 특히 객실

관리부서의 책임자로서 익혀야 할 각 물품의 특성, 

재고관리, 인력운영, 개보수 방안 등을 기획하고 실

행한다.

Application of various systems, procedures, and 

controls associated with a modern hotel 

housekeeping department. Emphasizing on delegation, 

scheduling systems, routines, and equipment 

requirement.

실무
(352)

호텔프론트실무 Hotel Front Office

호텔 프론트의 조직 체계 및 프론트 부서의 주요업

무(예약, 등록, 회계처리, 체크인&체크아웃, 나이트

오디트, 고객접대)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

을 통해 프론트 부서에서 사용되는 PMS(Property 

Management System)의 사용 방법을 익힌다.

Examination of various aspects in hotel front office 

department, and procedures for reservations, 

registration, check-in and check-out, and night audit 

coupled with laboratory experience using PMS 

(Property Management System). 

실무
(244)

식음료서비스실습 Food & Beverage Service 

호텔 식음료 부서에서 요구되는 고객응대 서비스에 

대한 기초 지식과 직급별 책임 업무를 습득하고 테

이블 매너를 포함한 고객 응대에 필요한 서비스 기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customer service 

required in the hotel food and beverage division 

along with job responsibilities of different position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25)

서비스의이해 Introduction to Customer Services

환대산업 분야에서의 서비스 개념, 형태와 적용 사

례를 접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

(Management Strategy)을 점검한다.

Understanding of general service concept, types and 

applications in hospitality industry with reviewing 

the organization's management strategies for 

maintaining qualified service.

기초
(622)

환대산업의이해 Introduction to the Hospitality Industry

호텔산업이 포함된 환대산업의 다양한 분야(호텔, 

관광, 외식, 항공, 컨벤션 및 이벤트 등)의 특징과 

환대 정신을 배움으로써 호텔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Introduction to various segments of hospitality 

industry including lodging, tourism, restaurant, 

foodservice, airlines, and convention and events, 

with an emphasis on hospitality spi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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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술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in the division. Includes laboratory.

기초
(532)

호텔회계원리 Principles of Hotel Accounting

호텔회계의 기본 개념과 기능 및 장부조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절차

와 원칙을 습득하여 유용한 회계이론과 실무를 배

우게 한다. 

Financial record keeping and reporting, utilizing 

uniform systems of accounts for hotels, with an 

emphasis on payroll, statement analysis, and 

computer applications.

심화
(532)

호텔경영정보시스템 Hote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호텔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정보기

술 및 정보시스템의 원리와 함께 4차산업혁명이 호

텔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within 

the hotel industry, emphasizing an impac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hotel management.

실무
(352)

호텔정보처리실습 Hotel Information Processing Practice

고객관리, 재무관리, 세일즈 마케팅 등 성공적인 호

텔경영에 필요한 정보의 개념, 분석 및 처리 실무

에 대해 학습한다.

Principles, analysis,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needed for effective and efficient customer 

management, revenue management, sales marketing.

심화
(433)

호텔마케팅 Hotel Marketing

호텔 마케팅만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마케

팅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마케팅 환경, 마케팅전략 

및 시장 세분화, 마케팅믹스 등)에 대해 그룹프로

젝트 중심으로 학습한다.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managing the hotel 

marketing functions (environmental scanning, 

strategies and segmentation, marketing mix, etc.) on 

a team project basis.

심화
(442)

호텔인적자원관리 Hotel Human Resources Management

호텔 조직에서 직원 만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개

념을 기본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기업의 특

성을 고려한 채용과 선발, 교육, 승진, 경력 개발, 

포상, 동기부여, 징계 등 다양한 호텔 인적 자원관

리 분야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the 

hotel industry; recruitment and selection in the 

diverse workforce, training, promotion, career 

development, compensation, motivation, and 

performance appraisals of organizing members.

심화
(433)

호텔고객관계론 Hotel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호텔의 신규 고객 확보부터 기존 고객의 유지 관리

에 필요한 빅데이터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고객관

계관리(CRM)의 원리 및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Principles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emphasizing application of big data and 

information technology for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desired hotel customer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235)

글로벌호텔리어매너 Global Hotelier Manners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예절(인사, 자기소개, 대

화 및 식사예절)을 학습하고 호텔에서 손님을 접대

Understanding of etiquette and protocol in business 

and social settings including domest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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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할 때 호텔리어가 숙지해야 할 비즈니스 예절에 대

해서도 논의한다.

international common courtesies, greetings and 

introductions, communications and dining etiquette. 

기초
(343)

외식산업의이해 Introduction to Foodservice Industry

다양한 외식산업 분야(패스트푸드/캐쥬얼/패밀리/테

마/파인다이닝)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외식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서 

학습한다.

Study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foodservice operations, covering quick service, 

casual, family, theme, and fine dining. 

기초
(352)

호텔리어실무영어 Professional English for Hoteliers

호텔업계에서 외국인 고객과의 사이에서 자주 발생

하는 상황들을 영어로 연습함으로써 국제적인 호텔

리어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실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과목이다.

Practice of situational English used in the different 

departments within the hotel by simulating the 

various work situations related to the industry.

기초
(532)

호텔서비스영어 English for Hotel Service

호텔의 각 부서에서 필요한 다양한 상황들을 영어

로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글로벌 호텔리어에게 필

수적인 어학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course will enable students to learn, 

understand and be equipped with proper English 

ability needed in various departments within the 

hotel industry. 

심화
(433)

문화와관광 Culture & Tourism

관광의 기본 이론을 숙지하고 문화와 관광을 접목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문화 관광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Integration of culture into the tourism experience 

through field trips to cultural heritage sites and 

activities focusing on cross-cultural understanding.

심화
(532)

MICE산업론 Introduction to MICE Industry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 등을 포함하

는 MICE 산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컨벤

션 기획과 관련된 실무지식(기획, 예산, 마케팅, 식

음료관리, 인사관리 등)을 습득한다. 

Overview of MICE industry (Meetings, Incentive 

Travels, Conventions, Exhibitions), emphasizing 

various aspects of convention planning, budgeting, 

marketing, food & beverage service, and human 

resources. 

실무
(442)

주류학 Alcoholic Beverage Management

주류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를 습득하고 특

히 와인의 이해 및 관리, 와인 서비스 기술, 와인 

시음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Overview of procedures of alcoholic beverages 

(wine, cocktails, and distilled spirits) with a 

laboratory experience of serving and recommending 

wine and food combinations. 

심화
(442)

레스토랑경영론 Restaurant Management

식당 경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영관리 방법

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본 과목을 통해 식당을 경영

하는데 필수적인 다양한 지식(컨셉도출, 메뉴개발, 

직원관리, 주류관리, 마케팅 등)을 배우고 이를 현

장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키운다.

Overview of creating a restaurant concept, 

developing a menu, budgeting and controlling costs, 

staffing the restaurant, purchasing food and 

equipment, bar and beverage management, daily 

operations and developing a marketing plan.

전문 호텔프로젝트 Hote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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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442)

호텔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운영, 마케팅, 회

계 등)의 지식을 습득한 후 이를 가상의 호텔을 짓

는 조별 프로젝트에 응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킨다.

Analysis and evaluation of hotel development in 

the areas of marketing analysis, location, valuation, 

and financing. Emphasizing applications of 

feasibility study through building up a virtual hotel. 

심화
(523)

호텔브랜드전략 Hotel Brand Management

글로벌체인 호텔을 중심으로 신규 브랜드 개발, 기

존 브랜드의 리포지셔닝, 브랜드의 체계정립, 브랜

드의 확장과 같은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The learning objectives for this course are to have 

students to develop a consumer-centric approach 

to building, measuring and evaluating strategies 

that build brand equity for new and existing hotel 

brands and identify important issues related to 

planning and implementing brand strategies for a 

diverse group of marketing offerings.

실무
(343)

연회및이벤트 Catering & Event Management

연회 및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

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별로 실

제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Applications of catering event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n a team project 

basis, which requires each group to plan and 

execute a themed event.

실무
(433)

호텔구매관리 Hotel Purchasing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구매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객실 및 식음료 서비스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이나 물품 구입에 해당하는 전 과정을 학습한다.

Procurement of food, supplies, and services utilized 

in the hotel industry. Emphasis on management of 

the purchasing process and communication. 

심화
(433)

호텔원가회계 Hotel Cost Accounting

호텔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음료 및 인건비

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원가관리 절차, 식음료원가

계산, 인건비 관리 분석, 가격책정 방식 및 계산 등)

들의 학습을 통해 호텔산업에서의 효과적인 식음료 

원가관리 시스템을 경험한다.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an effective system of 

food, beverage, and labor controls for the hotel 

industry. Topics include food and beverage costing, 

labor cost analysis, pricing methods and computer 

applications.

심화
(442)

호텔소비자행동론 Hotel Customer Behavior

호텔산업과 관련된 소비자행동론의 주요 개념과 주

제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태도, 행동, 양식 및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Analysis of key concepts and issues relating to 

customer behavior in the hotel business. 

Emphasizing customer decision making process, 

attitudes, perceptions, satisfaction/dissatisfaction 

factors, learning and group influences.

전문
(433)

호텔기업전략 Hotel Strategic Management

호텔기업의 다양한 성공 전략 (브랜드전략, 재무, 

인사, 마케팅, 리더십 등)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Analysis and applications of various successful 

management strategy disciplines such as brand 

strategy, finance, human resources, marketing, and 

leadership in hotel companies.

전문
(532)

관광법규 Tourism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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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호텔업 및 여행업 등 관광사업에 기반이 되는 관광

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관

련 법규에 대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Analysis of the laws regulating the hotel and 

tourism businesses and tourism policy giving an 

emphasis on the practical aspects of 

tourism-related regulations.

전문
(442)

호텔산업세미나 Hotel Industry Speakers Colloquium

현업에 종사하는 호텔 임직원들을 초청하여 호텔산

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강

의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호텔업계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 series of seminars presented by invited industry 

professionals. Focus on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hotel industries. 

전문
(442)

호텔오퍼레이션사례 Current Issues in Hotel Operations

호텔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현실적인 대안 제시 등의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의사표현 능력을 개

발한다.

Introduction to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within 

the hotel industry, emphasizing an impac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hotel management.

전문
(442)

글로벌호텔경영 Global Hotel Chain Management

환대산업에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

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환대산

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재무평가 및 특징들에 대

해 학습한다.

The organization of global chains, fundamentals of 

franchising, sales and growth, evaluation of 

franchise financial performance, and unit ownership 

characteristics.

전문
(442)

환대산업서비스사례연구 Service Quality in the Hospitality Industry 

환대산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객서비스 와 관련

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제공 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훈련함으로써 경영능력을 향상시킨다. 

Applications of concepts and theories of customer 

service in a real world setting through analyzing 

problems, creating solutions, and evaluating 

outcomes. Practicing managerial and supervisory 

skills.



 

사범대학 교육과정

  ¦ 가정교육과

 ¦ 과학교육과

 ¦ 국어교육과

 ¦ 수학교육과

 ¦ 영어교육과

 ¦ 중등특수교육과

 ¦ 한문교육과

¦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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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교직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춘 참스승

교육목표
사범대학은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교원, 창의 융합적 사고력과 교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교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특성화

◾교직 인성·적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공기초 및 심화 교육과정 운영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직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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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및 행복교육을 견인하는 공감·소통의 가정교사

◾의·식·주 심화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사회·복지 분야에서 활약하는 웰니스 기반 

창의·융합 인재

전공능력 공동체 역량 , 대인관계 역량, 창의융합 역량, 자기관리 역량

교육목표

◾4차산업혁명 도래에 의한 가정 환경 변화와 학교 현장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

정생활 이론지식 함양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천·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의 함

양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 운영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현장·학생중심 수업 적응

력 배양

◾다문화가정 등 가족·사회 환경 다변화와 상담·코치 등 수요 확대에 적응할 수 있는 가

족·사회·복지의 전반적 이해

◾가정교육 전공능력을 살려 가족·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교학

점제·자유학기제·방과후 교육활동 강화에서 수월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직무 능력 함양

교육과정

◾사명감과 품성을 갖춘 가정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인교육을 지향하며 학교 현장 수업에 

적응력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정과 교사의 실천적 역량 배양을 위한 실습교육 운영 

◾보육 교사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사회적경제 융합전공 운영 

수여학위 가정학사(Bachelor of Home Economics Educ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중등학교 가정과교사 중등 가정교사 2급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2급

식생활교육 전문가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의류 전문가 컬러리스트, 퍼스널컬러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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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공동체 역량 대인관계 역량 창의융합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공동체 역량

정의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하고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

준거
◾교사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올바른 사고 능력을 키운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협력, 중재, 리더십, 가치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을 함양한다.

대인관계 역량

정의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공감적 이해 능력

준거
◾교사로 학생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운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
여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키운다. 

창의융합 역량

정의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롭고 가치있는 것을 창출하는 지성 인지 능력

준거
◾교사로 다학제간 학문을 이해하고 교육과 학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경험을 융합연계하여 독창적인 사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자기관리 역량

정의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 

준거

◾교사로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과 관리를 통해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건강, 진로 등에 대해 자기주도적 사고하고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을 키운
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공동체 역량 대인관계 역량 창의융합 역량 자기관리 역량

중등학교가정과교사 ● ● ◐ ●

보육교사 ● ● ◐ ●

건강가정사 ◐ ● ● ●

식생활교육 전문가 ◐ ● ● ●

의류 전문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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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가정교육학 전 분야 

지식에 대한 통합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가정학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

실무

가정교육학에 대한 다양한 

실무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가정교육학에 대한 다양한 

실무상황에 있어 지식 

적용능력

가정학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심화
의, 식, 주, 아동・가족, 

가정경영에 대한 심화지식

전공심화지식에 대한 논리적 

추론 능력
협력, 배려, 공감적 태도

기초
가정교육학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
전공기초지식의 활용능력 가정교육학에 대한 정체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공동체 

역량

대인관계 

역량

창의융합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가정교과교육론 ● ● ● ◐ 5 2 3

가족상담 ● ● ◐ ● 4 4 2

가정논리및논술 ◐ ● ● ◐ 4 5 1

가계재무설계 ○ ● ◐ ● 7 2 1

식생활관리학 ○ ○ ● ● 3 3 4

의복관리와환경 ● ● ● ○ 4 4 2

실무

한국조리 ○ ○ ● ○ 2 5 3

의복디자인과구성 ◐ ◐ ● ◐ 3 5 2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 3 5 2

가계경제학 ○ ◐ ◐ ● 5 2 3

가족과문화 ● ● ● ◐ 2 6 2

특수영양과식이요법실습 ○ ◐ ● ● 3 5 2

가정생활과복지 ● ● ◐ ◐ 5 1 4

영양교육및상담실습 ● ● ◐ ● 3 5 2

가족생활교육 ● ● ◐ ● 3 5 2

주거정책과복지 ● ● ◐ ● 3 5 2

심화

식품학 ○ ○ ● ○ 4 4 2

조리과학 ○ ○ ● ○ 4 4 2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 ● ◐ 5 1 4

복식사회심리 ● ● ● ◐ 7 2 1

부모교육론 ● ● ◐ ◐ 5 1 4

소비자학 ○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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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공동체 

역량

대인관계 

역량

창의융합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
(K)

기술
(S)

태도
(A)

기초

보육과정 ● ◐ ● ○ 5 2 3

영유아발달 ● ◐ ◐ ○ 5 1 4

가정교육론 ● ● ◐ ◐ 5 2 3

영양학 ○ ○ ● ○ 4 4 2

건강가정론 ● ● ◐ ● 4 2 4

보육학개론 ● ◐ ◐ ○ 5 1 4

가정경영 ● ● ◐ ◐ 6 2 2

의복재료와관리 ◐ ◐ ● ● 4 4 2

주거학 ○ ○ ● ◐ 6 2 2

가족학 ● ● ◐ ● 6 2 2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 ● ○ ◐ 2 4 4

가정교과기초논술 ○ ○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동체 역량 대인관계 역량 창의융합 역량 자기관리 역량

중등학교 
가정과교사

전문 가정교과교육론[필] 가정논리및논술[필] 가계재무설계 

실무
가정생활과복지[필]
가족과문화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필]
의복디자인과구성

심화
소비자학 식품학

조리과학

기초

가정교육론[필]
가족학[필]
가정경영[필]
보육과정[필]
건강가정론[필]
영유아발달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영양학[필]
가정교과기초논술[초]
주거학[필]

의복재료와관리[필]

보육교사

전문 가정교과교육론[필] 가족상담 가정논리및논술[필]

실무
가정생활과복지[필]
가족생활교육

가정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필]
가족과문화

심화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부모교육론

기초

가정교육론[필]
가족학[필]
가정경영[필]
보육과정[필]
건강가정론[필]
보육학개론
영유아발달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영양학[필]
가정교과기초논술[초]
주거학[필]

의복재료와관리[필]

건강가정사 전문
가정교과교육론[필]
가족상담

가정논리및논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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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동체 역량 대인관계 역량 창의융합 역량 자기관리 역량

실무
가정생활과복지[필]
가족과문화
주거정책과복지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필]

가족생활교육
가계경제학

심화 부모교육론

기초

가정교육론[필]
가족학[필]
가정경영[필]
보육과정[필]
건강가정론[필]
보육학개론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영양학[필]
가정교과기초논술[초]
주거학[필]

의복재료와관리[필]

식생활교육 
전문가

전문 가정교과교육론[필] 가정논리및논술[필] 식생활관리학

실무

가정생활과복지[필]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필]
한국조리
특수영양과식이요법실
습

가계경제학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심화
소비자학 식품학

조리과학

기초

가정교육론[필]
가족학[필]
가정경영[필]
보육과정[필]
건강가정론[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영양학[필]
가정교과기초논술[초]
주거학[필]

의복재료와관리[필]

의류 전문가

전문
가정교과교육론[필] 가정논리및논술[필]

의복관리와환경

실무
가정생활과복지[필]
가족과문화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필]
의복디자인과구성 

가계경제학
가족생활교육

심화 복식사회심리 소비자학

기초

가정교육론[필]
가족학[필]
가정경영[필]
보육과정[필]
건강가정론[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영양학[필]
가정교과기초논술[초]
주거학[필]

의복재료와관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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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가정교육학 전 분야에 
대한 지식 통합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전문

가정교과교육론(T) 가정논리및논술(T)
가계재무설계
가족상담(H)
식생활관리학(D)
의복관리와환경(W)

가정교육학 분야 실무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가정교육학 분야 실무
상황에 대한 지식적용 

능력

실무

의복디자인과구성(W) 가정생활과복지(G)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T)
가계경제학(H)
가족과문화(H)
특수영양과식이요법실습(D)
한국조리(D)

영양교육및상담실습(D)
가족생활교육(H)
주거정책과 복지(T)

의식주, 아동가족, 가
정경영에 대한 지식

전공심화지식에 대한  
  추론능력

심화
식품학(D)
조리과학(D)
아동관찰및행동연구(C)

복식사회심리(W)
부모교육론(G)
소비자학

가정교육학에 대한 기
초 지식

기초지식 활용능력
기초

가정교육론(T)
영유아발달(C)
건강가정론(G)
보육학개론(G)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T)

가정경영(T)
의복재료와관리(G)
보육과정(G)
영양학(G)
가족학(G)
주거학(G)
가정교과기초논술(T)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T)중등가정과교사 (C)보육교사 (H)건강가정사 (D)식생활교육전문가 
            (W)의류전문가

비 
교 
과

▪전주시육아종합지
원센터체험학습▪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체험학습▪보육교사특강▪건강가정사특강▪가정교사특강▪영양사특강

▪전주시육아종합지
원센터체험학습▪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체험학습▪보육교사특강▪건강가정사특강▪가정교사특강▪영양사특강

▪재학생직무능력향상
특강▪임용시험특강▪사제동행특강

▪임용시험특강▪사제동행특강▪취업특강

교육봉사 , 임용시험 대비 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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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2 - 전공기초 6학점이수

전필 36 1~4
- 전공 57학점(전필 36 + 전선 21) 
   (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전선 21 1~4

교직 24 1~4

- 교직 24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 교직소양 6학점 + 학교현장실
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합격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시험
 ∙ 시험과목: 가정교과교육론, 주거학, 가정경영햑, 아동발달, 영양학, 
의복
 ∙ 합격요건: 각 과목 70점 이상 

 졸업 이수학점  130  

※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시 한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점 이상)

■ 연계전공 이수 

연계전공 영역별 권장 교과목 비  고

보육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보육학개론,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부모교육론 51학점

건강가정사
건강가정론,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학, 보육학개론, 가계경제학, 주
거학, 부모교육, 가정생활문화

36학점

사회적경제
가정생활과복지, 가족학, 영양학, 건강가정론, 영양교육및상담실습, 가계재
무설계

36학점

※ 보육: 6개 학과에서 운영 

  (가정교육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 사회적경제: 9개 학과에서 운영 

  (가정교육과, 재활학과, 중등특수교육과, 게임콘텐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한식조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 토목

  환경공학과)

■ 교직 복수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타 학과 교직이수 자격자가 교직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 전필 36학점 + 전선 21학점 = 57학점 이수 

  (기본이수 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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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2845 가정교육론
Foundation & Principle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3 3 기초 5 2 3

전선 15651 영유아발달 Child Development 3 3 기초 5 1 4

기초 14991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3 3 기초 2 4 4

2

전필 10803　 건강가정론 Introduction to Health Family 3 3 기초 4 2 4

전선 13068 보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3 3 기초 5 1 4

2

1

전필 14846　 가정경영 Home Management 3 3 기초 6 2 2

전필 12850 의복재료와관리 Textiles & Clothing Management 3 3 기초 4 4 2

전필  08134 영양학 Nutrition 3 3 기초 4 4 2

전선 15656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Child Observation and Behavior Studies 3 3 심화 5 1 4

전선 07101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3 3 심화 4 4 2

2

기초 16186 가정교과기초논술 Basic home economics essay 3 3 기초 5 3 2

전필 08142 가족학 Contemporary Families 3 3 기초 6 2 2

전필 07102 주거학 Housing 3 3 기초 6 2 2

전필 13480 보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3 3 기초 5 2 3

전선 10605 식품학 Food Science 3 3 심화 5 2 3

전선 12848 의복디자인과 구성 Theory of Clothes Design 3 3 실무 3 5 2

3

1

전필 16193 가정생활과 복지 Family Life and Welfare 3 3 실무 5 1 4

전필 08141 가정교과교육론
Instructional Theory in Home 
Economics Education

3 3 전문 5 2 3

전선 09803 가계경제학 Household Economics 3 3 실무 5 2 3

전선 13069 복식사회심리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3 3 심화 7 2 1

전선 07614 한국조리 Korean Cooking 3 4 실무 2 5 3

2

전필 14847 가정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 and Material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3 3 실무 3 5 2

전선 00000 가족과문화 Culture of Family 3 4 실무 2 6 2

전선 09808 부모교육론 Parents Education 3 3 심화 5 1 4

전선 12847 소비자학 Theory of Consumer Policy 3 3 심화 6 2 2

전선 14385 특수영양과식이요법실습
Special Nutrition and Diet Therapy 
Practice

3 4 실무 3 5 2

4

1

전필 13481 가정논리및논술
Logic and Discours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3 3 전문 4 5 1

전선 12852 가계재무설계 Consumer Financial Planning 3 3 전문 7 2 1

전선 10805 가족생활교육 Family Life Education 3 3 실무 3 5 2

전선 14597 영양교육및상담실습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ling 
Practice

3 3 실무 3 5 2

2

전선 10752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3 3 전문 4 4 2

전선 07099 식생활관리학 Meal Management 3 3 전문 3 3 4

전선 14236 의복관리와환경
Clothing Management & 
Environment

3 3 전문 4 4 2

전선 16041 주거정책과복지 Housing Policy and Welfare 3 3 실무 4 3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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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24)

건강가정론 Introduction to Health Family

가족의 개념과 가치를 재설정하고 가족이 건강하

게 유지되고 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가족이론과 

정책, 실천적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Establish the concept and value of family, explore 

family theories, policies, and practical approaches 

to make the health family. 

기초
(523)

보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정의 개념, 보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표준보육과

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보육과정의 최근 경향을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knowledges on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information related to management of child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가정교과기초논술 Basic home economics essay

본 강좌는 전공 기초에  해당하는 현장 역량 중심

의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양성체제가 

바뀌면서 일반교육학 논술과 교과교육 영역의 중

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예비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 

교과에 머무르지 않고 범교과적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목과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

다.

This course is a field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that is the basis of major. As the 

curriculum reorganization and teacher training 

system change, the importance of general 

education essay and curriculum education has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inimum perspective and ability for 

pre-service teachers to approach the subject of 

the subject without staying in their major. 

기초
(244)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교사가 갖추어야 할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다양

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한

다. 이를 위에 청소년 지도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

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도

능력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자기성

장을 돕는 상담이론을 고찰하고, 각각의 상담기법

에 기초한 상담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상담의 기

술을 익힌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each teacher's ability 

by learning various theories on guidance 

counselling. This study program will explor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al counselling 

situation, thereby equipping students with the skills 

needed to pursue their chosen voc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 in their 

personal development as well as providing them 

with the problem-solving skills necessary to 

achieve success in the field. As providing stated 

counselling theory and Adolescent Guidance 

techniques will be tools necessary to achieve the 

course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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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이해하고 실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care centers. In addition, the course gives 

students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recent 

polic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기초
(523)

가정교육론
Foundation & Principle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가정학의 정의와 목적, 학문적 특성과 본질, 연구

영역과 연구방법 등의 이론적 체계와 더불어 가정

학의 역사, 가정학의 교과과정, 가정학 전공자의 

진로, 미래 가정학에 대하여 정리해 봄으로써 가정

교육학의 모학문인 가정학에 대한 철학을 확립하

여 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목적을 

둔다. 

This class set a goal to make concrete the 

identity of a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by 

establishing the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This can be accomplished by learning and 

summarizing the definition & purpose, academic 

characteristics & foundation, research area & 

method, curriculum, future career of a major, 

future of Home Economics.

기초
(622)

가족학 Contemporary Families

가족학의 중요 개념, 이론을 이해하고 가족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관계, 역할, 문제들을 실

증적 사례를 통하여 고찰, 토의하여 가족문제를 진

단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lass leads to an understanding of the 

central concepts and theories of contemporary 

families. It cultivates abilities that can diagnose 

family problems through positive examples of 

family relationships, roles, and problems happening 

in the family development process. 

기초
(622)

가정경영 Home Management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고 이를 생활시간, 가사노동, 환경자원 등의 가족

자원관리에 적용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main aim of this course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s among the elements of the family 

system and cultivate the ability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family life by applying it to 

the management of family resources such as 

living time, housework, and environmental 

resources.

기초
(622)

주거학 Housing

사용자의 생활적 관점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주택, 

실내디자인, 근린환경과 관련된 이론 및 현황을 이

해하고, 거주자의 필요와 욕구를 평가하여 주택 및 

공간을 기획, 디자인,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The main aim of this course is to create a 

convenient and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user's life. 

Understanding the theories and present conditions 

related to housing, interior desig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evaluating residents' 

needs and desires.

실무
(514)

가정생활과복지 Family Life and Welfare

이 강좌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

한 국내외 가족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가족복지의 개념, 건강한 가

족에 대한 관점,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과 발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family welfare in order to promote a 

healthy family life. Specifically,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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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한 문제, 관련된 국내외 정책과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family welfare, perspectives on healthy family, 

various family types in modern society and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systems were 

covered in the course. 

기초
(442)

의복재료와관리 Textiles & Clothing Management

의복의 재료가 되는 섬유와 실, 원단의 종류를 알

고, 각 형태 및 구조, 제조법, 성질, 용도 등에 대

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의복 재료 

샘플을 직접 접하여 다각적인 이해를 높이고, 의복 

재료에 적합한 관리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이를 통

해 의복 선택과 관리 시 용도에 맞는 재료를 선택

할 수 있고 재료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신장시킨다.

This course is to learn about the knowledges of 

fibers, yarns and fabrics that are clothing 

materials, and of the general knowledge of shape 

and structure, manufacturing method, properties 

and so on. With touching directly the samples, 

students easily understand and learn how to 

manage the materials. Through this course, 

student could select right materials for apparel 

and manage them properly according to the 

material.

기초
(442)

영양학 Nutrition 

영양학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비영양성분들

이 생명체내에서 어떻게 대사되고 어떤 작용을 하

는지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즉, 식품 섭취 후 체내

에서 일어나는 소화, 흡수, 대사 과정 및 영양소의 

체내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섭취한 식품이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Nutrition deals with the effects of food on health 

and disease by understanding the digestion, 

absorption, metabolism and nutrient functions in 

the body after eating

전문
(523)

가정교과교육론 Instructional Theory in Home Economics Education

국가수준의 가정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중등학교 

가정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이론을 이해하여, 학교 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가정과 수업 및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Understand theories of teaching & evaluation 

which are necessary for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based on the national 

curriculum. Cultivate the ability that can let 

teachers plan and conduct creative Home 

Economics classes as they suit on the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school field. 

실무
(352)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Instruction and Material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학교 교육현장에서 가정과 교사로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창의적인 교수·학습자료의 개

발, 수업 단계별 지도 방법들을 습득한다. 이를 통

해 학교현장의 교육실습을 위한 다양한 실무능력

을 함양한다.

This class aims to strengthen the practical skills 

required to Home Economics teachers in the 

school field. To this end, students are expected to 

analyze and evaluate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velop 

creative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nd 

teach teaching methods at each stage of classes. 

It also aims to promote students’practical ability 

to their teaching practice at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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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전문
(451)

가정논리및논술
Logics and Discours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현대사회에서 의·식·주·소비자·아동가족의 제 

분야와 관련된 쟁점을 일상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토론하여 이의 해결책을 찾는 문제해결력을 기른

다. 이 과정에서 가정과 교사로서 필요한 전공 지

식을 심화시켜 교사로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기른

다.

This class develops students’ problem-solving 

ability as they conduct discussions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ield of child & 

family, clothing & textile, food & nutrition and 

consumer & home management in modern society 

through concrete examples of everyday life. In 

this process, students will develop their practical 

abilities since they improve their major knowledge 

required to Home Economics teacher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523)

가계경제학 Household Economics

가정의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 의사 결정행동

과 관련된 일반 법칙, 원리 및 개념 체계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가정 자원의 관

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class improves the ability for management 

of reasonable household resources by helping 

the student to acquire general guidelines and 

principles related to decision making, and the 

distribution/use of household resources.

심화
(442)

식품학 Food Science

식품학은 음식물의 원료인 식품의 특성, 구조와 

성분의 본질을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즉, 식품학

에서는 식품을 이루는 주요 성분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영양성, 관능성, 조리, 가공, 저장, 포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성분간의 반응, 식품

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Food science is a course that studies the  

characteristics, structure, and constituents of 

foods. It deals with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nutritional properties, organoleptic 

properties, changes in cooking, processing, 

storage and packaging, reactions between 

ingredients, food safety and hygiene.

심화
(514)

영유아발달 Child Development 

발달에 대한 주요이론과 더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특성을 학습하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발달의 개

념 및 이론, 영유아의 신체・운동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등을 알아보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맥락에 대해 학습한다. 

In addition to theories of development, the 

course covers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infants/young children and the various 

environments that influence their development. 

Specifically,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concepts and theories of development, 

physical and motor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language development,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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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ildren, and learn ecological contexts 

that affect development.

심화
(514)

아동관찰및행동연구 Child Observation and Behavior Studies

영유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연

구하는데 필요한 연구방법을 학습하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영유아발달을 이해하

고 보육과정과 상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탐색한

다. 

By observ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research methods for investigating child 

behaviors, to record and analyze the observation 

and thus to understand how infants and young 

children develop and how they can be used in 

daycare and counseling.

실무
(352)

의복디자인과구성 Theory of Clothes Design

의복 디자인의 개념과 목표를 학습하고, 디자인

의 요소와 원리를 익힌다. 목적에 맞고 자신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의 의복을 선택할 수 

있고, 디자인된 의복을 실제로 구성하거나 보정

할 수 있는 구성학적 기술을 익힌다. 

This course is about the concepts and goals of 

clothing design, so students learn the elements 

and the principles of design. They will be able 

to choose suitable clothes for purposes and fit 

well. And they will learn the constructive skills 

for make or correct the designed clothing. 

심화
(442)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조리과학은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

으로 규명하여 합리적인 조리방법을 탐구한다.

Culinary science is the study of rational cooking 

methods by scientifically identify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changes in the cooking process.

기초
(514)

보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이 수업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육의 필요성과 보육 사상과 역사, 발달, 보육과

정, 시설에 관한 운영관리, 환경, 지역사회와의 

연계, 보육평가 등 보육 전반에 관한 바른 이해

와 실제적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child care 

history, child develop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management of 

childcare centers. Additionally,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apply the acquired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childcare fields. 

심화
(721)

복식사회심리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인간의 복식행동을 착용동기, 복식의 기능 등에 

따라 살펴보고, 서양복식의 역사를 통해 사회 변

화에 따른 복식의 변화를 알아본다. 또한 인간의 

복식행동을 사회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사회적 상

호작용으로 설명한다. 특히 복식을 통한 대인지

각과 인상형성과정 등을 학습하여 대인관계에서 

복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

This course is about costume behavior in 

Society. Students study the motivation, function 

and history of costume. Through this, it also 

explains human costume behavior as social 

interaction based on social psychological theory. 

Particularly, students learn the function of 

costume in the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the 

process of impression formation. 

심화
(514)

부모교육론 Parents Education 

부모·자녀 관계 이해에 관련된 이론적 틀을 파 Grasp a theoretical frame about th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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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발달주기와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자녀 관

계를 이해하며, 효과적인 부모교육의 전략을 학

습한다.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understanding the 

relation by the growth cycle and shape of the 

family. Learn the strategy about the efficient 

education for parents.

실무
(262)

가족과문화 Culture of Family

한국인의 다양한 가정생활문화와 관련한 활동들

을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한다. 특히 이 수업은 

가정학 전반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실제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목

표로 한다.  

This class aims to cultivate practical problem 

solving ability to apply knowledge and function 

learned in home economics in real life.

실무
(253)

한국조리 Korean Cooking

한국조리에서는 한국음식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

여 조리법, 특징, 식사예절 등의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Korean cooking develops the ability to acquire 

and evaluate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recipes, features, and manners through the 

theory and practice of Korean food.

전문
(442)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가족상담의 제 이론을 고찰하고 가족에서 파생되

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며 가족문제의 진단 

및 효과적인 상담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mine principles of Family Counseling and 

understand a variety of problems derived from 

the family. Also, learn effective ways of 

counseling and how to diagnose the family 

problem.

실무
(352)

가족생활교육 Family Life Education

가족원들 간의 상호 역동적인 과정과 이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 가족원간

의 관계형성, 가족의 집단으로서의 행동패턴 등

을 파악하여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lass focuses on cultivating professional 

ability to solve dynamic family problems as 

students comprehend inter-dynamic processes 

among family members and individual 

development through those processes, 

relationship form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behavior patterns of family as a group. 

전문
(442)

의복관리와환경 Clothing Management & Environment

인체에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써의 의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의복 착용 과정 중에 효

과적인 관리 방법과 함께 리폼이나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적 의류 소비 생활에 관해 

전반적으로 학습한다.  

Students acquire basic knowledge of clothing as 

the closest environment around the human body. 

And they learn the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and environmental- friendly clothing 

consuming method through reforming, recycling 

and up-cycling.  

전문
(334)

식생활관리학 Meal Management

식생활관리학에서는 식단 작성, 식품의 선택 및 

구매, 식품의 저장 및 관리, 조리, 급식 등을 영

양면, 경제면, 기호면, 능률면 등을 고려하여 바

람직한 식생활의 계획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식

Meal management has the knowledge and ability 

to plan and manage the dietary needs by 

considering diet, food selection and purchase, 

food storage and management, cook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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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능력을 기른다. feeding in consideration of nutrition, economic, 

preference, and efficiency. 

전문
(721)

가계재무설계 Consumer Financial Planning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소비자의 재정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의 경제원리, 

예산사용, 경제적 위험과 소유재산의 보호, 소득

의 최적화, 소득의 증대, 은퇴계획과 유산상속 등

의 재무관리 전략의 원리와 실제를 학습하여 개

인과 가계단위의 소비자재무설계 능력을 함양한

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consumer finance 

design ability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by 

studying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consumer 

finance.

실무
(352)

영양교육및상담실습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ling Practice

영양교육및상담실습은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진행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 이론, 교육 실시

과정, 방법과 기술, 교육 매체의 활용기술에 대해 

다룬다.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practice deals 

with education and counseling theory, 

educational process, methods and techniques, 

and techniques of educational media needed to 

conduct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실무
(352)

특수영양과식이요법실습 Special Nutrition and Diet Therapy Practice

성인병 예방을 위한 각 질병에 대한 기초적 지식

을 이론으로 학습하고 질병에 대한 식이요법을 

실습한다.

The menu plan method and diet preparation for 

the prevention of adult-disease will be learned 

and practiced by this subject

심화
(622)

소비자학 Theory of Consumer Policy

소비자와 시장경제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소비

자시장의 구조와 본질은 이해함으로써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의 역할과 기능의 효율성을 

고양한다.    

Enhances the efficiencies of consumer choices 

under the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by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between 

consumers and market

실무
(433)

주거정책과복지 Housing Policy and Welfare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하

고, 주거복지의 개념, 주거실태, 저소득층과 노인

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함양한

다.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housing policy 

in Korea are considered, and the concept of 

housing welfare, the actual condition of housing, 

and the housing welfare policy for low-income 

and elderly are examined to cultivate 

professional practical skill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891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 (Dept. of Science Educ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미래 사회, 지속 가능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와 인성, 핵심역량을 갖춘 과학 인재

전공능력 창의 능력 · 인성 능력 · 현장능력 · 실무능력   

교육목표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 인성, 핵심 역량을 갖춘 과학교사 양성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과학의 지식체계를 이해하며 과학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과 태도를 갖고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교육과정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험, 실습을 접목한 학교 현장 역량 중심

◾미래 과학교사로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 역량

◾과학교육 현장실습 교과목을 교육을 강화 및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학교 현장과 다양한 과학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 

수여학위 과학교육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Educ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과학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 한국사 능력

기업·공무원 비파괴 검사, 분석화학 기사

대학원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 능력

정의 과학 이론, 실험, 실습을 통한 적용 및 응용 능력 

준거
◾물리/화학 이론 및 실험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습득한 지식의 적용 필연

인성 능력

정의 과학적 활동에 필요한 대인 관계

준거
◾이론 및 실험은 팀별 활동으로 팀원 간의 유대관계 필요 
◾선·후배 간의 활동에서 멘토와 멘티의 유대관계 필요

현장 능력

정의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창의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리더십 발휘
◾돌발 상황에 대처

실무 능력

정의 사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과학적 활동의 계획 및 기획
◾과학적 활동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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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 능력 인성 능력 현장 능력 실무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 능력 인성 능력 현장 능력 실무 능력

과학 교사 ● ● ● ◐

기업 · 공무원 ○ ○ ○ ●

대학원 ●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학교 현장 실무 역량
학교 현장 교수-학습 및 학생 

지도법 실습
창의융합형 과학교사상

실무
전공(물리/화학) 실험-실습 
이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론, 교직실무 이론

실험-실습 학교현장 교육 
실무, 교재연구 및 지도법 

실습 및 시연

미래 사회에 적합한 과학교육 
실천, 창의와 인성 교육으로 

융합과학교육

심화
전공(물리/화학) 심화 지식, 

과학교육학 이론
전공(물리/화학) 심화 

교수-학습 기술 

학생 이해와 상담, 첨단 
기기활용 교수법 등 평생교육 

학습 태도

기초

대학수학, 융합과학, 
과학교육 관련 지식,

전공 기초 지식

예비과학 교사 전공 기술 
역량, 융합과학적 기술 소양

과학교사 교직관, 

교사에 대한 가치와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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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 능력 인성 능력 현장 능력 실무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물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4 4 2

열물리학세미나 ● ○

화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4 4 2

유기분광학 ○ ● 4 4 2

유기화학(3) ○ ● ◐ 4 4 2

실무

과학사및과학탐구 ◐ ● 3 4 3

물리교과교육론 ● ◐ 3 4 3

물리교육실험 ● ◐ ○ 3 4 3

전자기학실험 ● ◐ ○ 3 4 3

물리논리및논술 ● ◐ 3 4 3

물리화학실험 ◐ ● ○ 3 4 3

분석화학실험 ◐ ● ○ 3 4 3

화학교과교육론 ● 3 4 3

유기화학실험 ◐ ● ○ 4 4 2

무기화학실험 ◐ ● ○ 4 4 2

화학논리및논술 ◐ ● 3 4 3

심화

역학(2) ○ ● 5 3 2

현대물리학 ● ○ 6 2 2

열및통계물리 ● ○ 5 3 2

파동및광학(2) ○ ● 5 3 2

파동및광학 ○ ● 5 3 2

전자기학 ● ○ 5 3 2

양자역학 ● ○ 5 3 2

양자역학(2) ○ ● 5 3 2

물리화학(2) ○ ● 5 3 2

유기화학(2) ○ ● 5 3 2

분석화학(2) ○ ● 5 3 2

무기화학(2) ○ ● 5 3 2

물리유기화학 ● ○ 5 3 2

기초

과학수학 ● ○ 6 2 3

과학기초논술 ◐ ◐ ● 4 4 2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 ● ● 2 4 4

일반물리학및실험 ◐ ● ○ 6 2 2

일반화학및실험 ◐ ● ○ 6 2 2

일반물리학및실험(2) ◐ ● ○ 6 2 2

일반화학및실험(2) ◐ ● ○ 6 2 2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 ●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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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 능력 인성 능력 현장 능력 실무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역학 ● ○ 6 2 2

전산물리 ● 6 2 2

과학교육론 ● 6 2 2

물리화학 ● ○ 6 2 2

유기화학 ● ○ 6 2 2

분석화학 ● ○ 5 3 2

무기화학 ● ○ 5 3 2

과학교육론 ● 6 2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 능력 인성 능력 현장 능력 실무 능력

과학교사

전문

유기분광학
유기화학(3)

물리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필]
화학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필]

실무

물리논리및논술[필] 물리교과교육론[필]
물리교육실험[필]
화학교과교육론[필]
화학논리및논술[필]

물리화학실험[필]
분석화학실험[필]
유기화학실험[필]
무기화학실험[필]
전자기학실험

과학사및과학탐구

심화

현대물리학[필]
전자기학[필]
양자역학[필]
열및통계물리학[필]
물리유기화학

파동및광학[필]
역학(2)
양자역학(2)
파동및광학(2)
물리화학(2)
유기화학(2)
무기화학(2)
분석화학(2)

기초

과학수학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
역학[필]
물리화학[필]
유기화학[필]
무기화학[필]
분석화학[필]

과학교육론[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일반물리학및실험[필]
일반화학및실험[필]
일반물리학및실험(2)
일반화학및실험(2)

전산물리[필]
과학기초논술[초]

기업 · 
공무원

전문

유기분광학
유기화학(3)

물리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필]
화학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필]

실무 물리논리및논술[필] 물리교과교육론[필] 과학사및과학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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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 능력 인성 능력 현장 능력 실무 능력

화학교과교육론[필]
화학논리및논술[필]

심화
현대물리학[필] 역학(2)

기초

과학수학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
역학[필]
물리화학[필]
유기화학[필]
무기화학[필]
분석화학[필]

과학교육론[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일반물리학및실험[필]
일반화학및실험[필]
일반물리학및실험(2)
일반화학및실험(2)

전산물리[필]
과학기초논술[초]

대학원

전문

열물리학 세미나 유기분광학
유기화학(3)

실무

물리화학실험[필]
분석화학실험[필]
유기화학실험[필]
무기화학실험[필]

심화

현대물리학[필]
열및통계물리[필]
전자기학[필]
양자역학[필]
물리유기화학  

파동및광학[필]
역학(2)
양자역학(2)
물리화학(2)
유기화학(2)
무기화학(2)
분석화학(2)

기초

과학수학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
역학[필]
물리화학[필]
유기화학[필]
무기화학[필]
분석화학[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일반물리학및실험[필]
일반화학및실험[필]
일반물리학및실험(2)
일반화학및실험(2)

전산물리[필]
과학기초논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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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물리 전공>

열물리학 세미나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

전문
물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
법(TO) 열물리학세미나(G)

물리교육실험
전자기학실험

과학사및과학탐구
교과교육론

논리 및 논술

실무

과학사및과학탐구(TO) 물리교과교육론(TO)
전자기학실험(T)

물리교육실험(T)
물리논리및논술(TO)

역학(2) 
현대물리학 
파동및광학

파동및광학(2)

양자역학 
전자기학

심화

역학(2)(C)
현대물리학(C)

열및통계물리(G)
파동및광학(TG)

파동및광학(2)(T)
전자기학(TG)
양자역학(TG)

전자기학(2)(TG)
양자역학(2)(TG)

과학수학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실험

역학 
전산물리

과학교육론
과학기초논

기초

과학수학(C)
일반물리학및실험(C)
일반화학및실험(C)
일반물리학및실험(2)(C)
일반화학및실험(2)(C)

과학기초논술(T)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T)
역학(C)
전산물리(C)

과학교육론(TO)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C)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공통(C), 과학교사(T), 기업·공무원(O), 대학원(G)

비 
교 
과

◾전공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

◾학교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Ⅰ

◾학교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Ⅱ

◾임용시험 기출문제 
풀이Ⅰ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 
수업경연대회

◾학교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Ⅲ

◾임용시험 기출문제 
풀이Ⅱ

졸업생 진로 및 취업역량 강화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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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전공>

유기분광학 
유기화학(3)

화학교재연구및지도법

전문

화학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TO)

유기분광학(C)

물리화학실험
분석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과학사 및 과학탐구
화학교과교육론
화학논리및논술

실무

과학사및과학탐구(TO) 물리화학실험(TG)
분석화학실험(TG)
화학교과교육론(TO)

유기화학실험(TG)
무기화학실험(TG)
화학논리및논술(TO)
유기화학(3)(G)

물리화학(2)
유기화학(2) 
분석화학(2)
무기화학(2)

물리유기화학

심화

물리화학(2)(TG)
유기화학(2)(TG)

분석화학(2)(TG)
무기화학(2)(TG)
물리유기화학(TG)

과학수학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실험 

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과학교육론
과학기초논술

기초

과학수학(C)
일반물리학및실험(C)
일반화학및실험(C)
일반물리학및실험(2)(C)
일반화학및실험(2)(C)

과학기초논술(T)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T)
물리화학(C)
유기화학(C)

분석화학(C)
무기화학(C)
과학교육론(TO)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C)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공통(C), 과학교사(T), 기업·공무원(O), 대학원(G)

비 
교 
과

◾전공기초 역량 강
화를 위한 사제동
행 특강

◾학교현장역량 강화
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Ⅰ

◾학교현장역량 강화
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Ⅱ

◾임용시험 기출문제 
풀이Ⅰ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 수업경연대회

◾학교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
Ⅲ

◾임용시험 기출문제 
풀이Ⅱ

졸업생 진로 및 취업역량 강화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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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2 - 전공기초 6학점 이수

필수 36 1~4
- 전필 36학점 + 전선 21학점 = 57학점
  (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선택 21 1~4

교직 24 1~4

- 교직 24학점 이상(교직이론14학점 + 교직소양6학점 + 학교현장
  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합격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시험
 ·시험과목: 전공 선택(물리/화학), 필수(과학교육학)
 ·기본이수과목(물리):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열및통계물리학,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기본이수과목(화학): 물리화학, 물리화학실험, 유기화학,  

기화학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실험
 ·기본이수과목(과학교육):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교과교육론, 

물리/화학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물리/화학 논리및논술
 ·교육학기술부 지정 기본이수과목에 포함된 내용 중 전공 70%, 
교과교육학 30%로 구성함

졸업이수학점 130  

※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시 물리/화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
점 이상)

■ 교직 복수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타 전공 교직이수 자격자가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전필 36학점 + 전선 15학점 = 51학점 (기본이수 
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졸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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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공/전선 14852 일반물리학및실험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 3 4 기초 6 2 2

공/전선 14851 일반화학및실험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 3 4 기초 6 2 2

공/전선 13072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 General Biology and Earth Science 3 3 기초 5 2 3

2

공/전선 10717 일반물리학및실험(2)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2) 3 4 기초 6 2 2

공/전선 10721 일반화학및실험(2)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2) 3 4 기초 6 2 2

공/전선 14495 과학수학 Science and Mathematics 3 3 기초 6 2 2

2

1

공/기초 14991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3 3 기초 2 4 4

물/전필 14853 역학 Mechanics 3 3 기초 6 2 2

물/전필 13806 전산물리 Computational Physics 3 3 기초 6 2 2

화/전필 10715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 3 기초 6 2 2

화/전필 11190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 3 기초 6 2 2

2

공/기초 16187 과학기초논술 Basic writing for science 3 3 기초 4 4 2

물/전필 13808 현대물리학 Modern Physics 3 3 기초 6 2 2

물/전선 14077 역학(2) Mechanics(2) 3 3 심화 5 3 2

공/전선 14080 과학사및과학탐구 Inquiry and History of Science 3 3 실무 3 4 3

화/전선 14078 물리화학(2) Physical Chemistry(2) 3 3 심화 5 3 2

화/전선 14079 유기화학(2) Organic Chemistry(2) 3 3 심화 5 3 2

3

1

물/전필 14241 열및통계물리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3 3 심화 5 3 2

물/전필 14242 파동및광학 Wave Optics 3 3 심화 5 3 2

물/전선 16188 전자기학실험 Electromagnetic Experiment 3 4 실무 3 4 3

물/전필 14357 물리교과교육론 Curriculum and Educational Theory of Physics 3 3 실무 3 4 3

공/전필 14372 과학교육론 Theories of Science Education 3 3 기초 6 2 2

화/전필 14358 화학교과교육론
Curriculum and Educational Theory of 
Chemistry 

3 3 실무 3 4 3

화/전필 11191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 3 기초 5 3 2

화/전필 11196 무기화학 Inorganic Chemistry 3 3 기초 5 3 2

화/전선 14245 물리유기화학 Physical Organic Chemistry 3 3 심화 5 3 2

2

물/전필 14855 물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of Physics 
Subject

3 3 전문 4 4 2

물/전필 11193 전자기학 Electromagnetism 3 3 심화 5 3 2

물/전필 14599 양자역학 Quantum Mechanics 3 3 심화 5 3 2

물/전선 16189 파동및광학(2) Wave optics 3 3 심화 5 3 2

화/전필 14856 화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of Chemistry 
Subject

3 3 전문 4 4 2

화/전선 14253 분석화학(2) Analytical Chemistry(2) 3 3 심화 5 3 2

화/전선 14254 무기화학(2) Inorganic Chemistry(2) 3 3 심화 5 3 2

화/전필 14255 물리화학실험 Physical Chemistry Experiment 3 4 실무 3 4 3

화/전필 14256 분석화학실험 Analytical Chemistry Experiment 3 4 실무 3 4 3

4 1

물/전필 14493 물리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of Physics 3 4 실무 3 4 3

물/전선 14491 양자역학(2) Quantum Mechanics(2) 3 3 심화 5 3 2

물/전필 14487 물리교육실험 Experimental Physics Education 3 4 실무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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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화/전필 14494 화학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of Chemistry 3 4 실무 3 4 3

화/전필 14488 유기화학실험 Organic Chemistry Experiment 3 4 실무 4 4 2

화/전필 14489 무기화학실험 Inorganic Chemistry Experiment 3 4 실무 4 4 2

화/전선 14499 유기분광학 Organic Spectroscopy 3 3 전문 4 4 2

물/전선 14858 고급통계물리학 Advanced Statistical Physics 3 3 전문 4 4 2

2
물/전선 14497 열물리학세미나 Thermal Physics Seminar 3 3 전문 4 4 2

화/전선 14990 유기화학(3) Organic Chemistry(3) 3 3 전문 4 4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과학기초논술 Basic Educational Writing of Science

예비 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된 주

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고, 교육 현

장에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student's 

writing skill by approaching deeply to the 

educational issue and to grow the competence of 

writing instruction at secondary school.

기초
(244)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교사가 갖추어야 할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다

양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

한다. 이를 위에 청소년 지도 이론과 실제를 탐

구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도능력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자기성장을 돕는 상담이론을 고찰하고, 각각의 

상담기법에 기초한 상담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

상담의 기술을 익힌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each teacher's 

ability by learning various theories on guidance 

counselling. This study program will explor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al counselling 

situation, thereby equipping students with the 

skills needed to pursue their chosen voc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 in their 

personal development as well as providing them 

with the problem-solving skills necessary to 

achieve success in the field. As providing stated 

counselling theory and Adolescent Guidance 

techniques will be tools necessary to achieve the 

course objectiv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역학 Mechanics

두 학기 역학 강의의 전반부로서 직선 및 공간상 The first of the two courses on mechanic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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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의 입자역학을 바탕으로 입자계와 강체의 역학 

및 중력과 운동 좌표계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역학현상의 수치적 해석과 벡터, 미분방정식을 

중심으로 한 수학적 처리 및 그 결과의 물리적 

고찰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물리 분야의 학습에 

기초가 되게 한다.

course deals with mechanics of particles and 

rigid bodies, gravitation, coordinate systems on 

the basis of linear and three dimensional 

movement of particles. Special attention will be 

paid to numerical analysis and vectors, 

differential equations and physical interpretations 

of mathematical presentations.

기초
(622)

전산물리 Computational Physics

이 교과목은 컴퓨터를 이용한 물리 알고리즘, 시

범실험, 전산시늉, 물리교육에 관련된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This course will discuss topics like algorithms, 

demonstrations, simulations, and websites related 

to computer-assisted physics education.

기초
(622)

현대물리학 Modern Physics

특수 상대론, 고전 양자론, 수소원자의 모형, 고

전통계, 양자통계, 고체물리, 핵물리 및 소립자론

을 다룸으로써 현대물리 개념을 습득하고 교육적 

측면을 고찰한다.

Introduction to the concepts of modern physics. 

Special relativity, quantum mechanics, atomic 

and molecular structures statistical physics, solid 

state physics and nuclear physics will be 

reviewed.

심화
(622)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열역학, 양자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

고 이들 개념들을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e PHYSICAL CHEMISTRY allows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f the 

thermodynamics and the quantum chemistry, and 

develop the ability to apply them.

심화
(532)

전자기학 Electromagnetism

이 과정은 벡터,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장을 포함

한 전기자기의 이론적인 배경을 배우고자 한다. 

이로부터 전자기학의 기본을 습득하고자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basic 

theoretical backgrounds of electromagnetism, 

including vector interpretation, electronics, 

magnetic field, electromagnetic field. The course 

will also deal with effective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of electromagnetism.

기초
(622)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을 익히고, 유기화합물

들의 반응과 그에 따르는 기본적인 원리를 배운

다. 또한,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정에 이용되는 분

광기기에 대하여서도 학습한다.

From this lectur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bonding of organic compounds. And 

organic reactions and syntheses were included in 

this fundamental organic chemistry course. In this 

lecture general organic reactions and mechanisms 

are studied. Some chemical instruments used to 

analyze the chemical structure were included. 

Bonding and Structures of Organic Compounds 

are studied. Principles of Organic reactions are 

also studied. Students can find products of the 

Organic reactions through Organic reaction 

mechanism.

기초 무기화학 Inorganic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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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532)

원자의 구조, VSEPR 모형, 대칭성과 군론, 분자

궤도함수 그리고 산-염기와 주개-받개 화학에 대

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들 개념들

을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e INORGANIC CHEMISTRY allows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f the atomic 

structure, the VSEPR model, the symmetry and 

group theory, the molecular orbital theory and 

the acid-base and donor-acceptor chemistry, and 

develop the ability to apply them.

심화
(532)

열및통계물리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크기와 모양이 없는 기체, 크기는 있으나 모양이 

없는 액체, 크기와 모양이 있는 고체로 분류되어 

각각의 특성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기체와 관련된 분야로 열 및 통계물리분야에 대

해 학습한다.

Observed in two senses in the quest for a possible 

target, directly or indirectly, observations on 

sensible objects have been carried on. According 

to the appearance, classification has been made 

such as the gas without size and shape, liquid with 

size but no shape, and solid which has both size 

and shape. In this class we study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that are related to gas.

심화
(532)

파동및광학 Wave Optics

빛을 파동으로서 취급하는 물리광학의 한 부문을 

말하며 빛의 간섭.회절. 분산. 편광 등의 여러 현

상 및 이들 현상에 대한 물질의 광학적인 성질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한다.

Wave optics is a part of Optics where light is treated 

as a wave. Diffraction, interference, and diffusion of 

light is introduced. Polarization on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is also dealt in this course.

심화
(532)

양자역학 Quantum Mechanics

양자론의 기초를 이루는 물리학이론의 체계이다. 

원자, 분자, 소립자, 등의 미시적 대상에 적용되

는 역학으로 거시적 현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고전역학과 상반되는 부분을 배우고자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systems applicable to 

microscopic atoms, molecules, particles, etc., 

different to what can generally be applied to 

macroscopic objects. We discuss the advances 

made in Physics since the advent of quantum 

mechanics.

기초
(532)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분석화학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인 화학 

평형 및 평형의 체계적 처리, 활동도, 산-염기평

형을 다루며, 킬레이트 적정에 대한 이론과 응용

을 익히고 산화-환원 및 전기화학의 기본원리 및 

전위자법, 전해무게분석, 전기량 분석법 및 전압 

전류법 등을 학습한다.

Analytical Chemistry deals with the chemical 

equilibrium, the systematic treatment in 

equilibrium, activity, acid-base equilibrium that is 

basic concept needed to study analytical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also describes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 for the chelate and 

redox titration, and also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rochemistry including potentiometry, 

electrogravimetry, coulometry, and voltametry.

실무
(343)

물리화학실험 Physical Chemistry Experiment

물리화학과 물리화학(2)에 내포된 실험들을 수행

하고, 실험 자료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e PHYSICAL CHEMISTRY EXPERIMENT allows 

the Students to carry out the experiments 

involved in the PHYSICAL CHEMISTRY and 

PHYSICAL CHEMISTRY (2). The Students 

cultivate the ability to process and analy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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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data.

실무
(343)

분석화학실험 Analytical Chemistry Experiment

분석화학과 분석화학(2)에 내포된 실험들을 수행

하고, 실험 자료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e ANALYTICAL CHEMISTRY EXPERIMENT 

allows the Students to carry out the experiments 

involved in the ANALYTICAL CHEMISTRY and 

ANALYTICAL CHEMISTRY (2). The Students 

cultivate the ability to process and analyze the 

experimental data.

실무
(442)

유기화학실험 Organic Chemistry Experiment

유기화합물질의 성분들을 알아내는 방법을 연구

하는 학문

Organic compounds constituents study of how to 

get.

실무
(442)

무기화학실험 Inorganic Chemistry Experiment

무기화학과 무기화학(2)에 내포된 실험들을 수행

하고, 실험 자료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e INORGANIC CHEMISTRY EXPERIMENT 

allows the Students to carry out the experiments 

involved in the INORGANIC CHEMISTRY and 

INORGANIC CHEMISTRY (2). The Students 

cultivate the ability to process and analyze the 

experimental data.

실무
(343)

물리교육실험 Experimental Physics Education

물리교육을 이해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실험

하는 내용을 배우고자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knowledge and 

understandings of the Physical Education through 

various in-class activities.

기초
(622)

과학교육론 Theories of Science Education

과학 교육은 과학을 학습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은 원리와 교사로서 학생들의 과학

적인 사고의 개념 변화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한

다. 과학 교육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습자의 자

기주도적인 역할과 선행지식의 확장, 학습자에 

대한 최적의 교수-학습에 대한 원리를 다룬다.

Science Education teaches students the theories 

on how to extend their logical thinking and how 

teachers can support student's scientific 

reasoning skills. Science Education emphasizes on 

the active role of the learner, the importance of 

expanding student's background knowledge of 

things and deals with theories that explain the 

optimal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ing and 

learning experiences.

실무
(343)

물리교과교육론 Curriculum and Educational Theory of Physics

과학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중등과학교과(물

리)의 목표, 과학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

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과학교과 수업의 실제와 

과정 중심의 평가 등 중등 과학(물리) 교육과정의 

각론 내용에 중점을 두고 미래 사회에 창의적이

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cover the overall aspect of 

science education, ranging from historical 

background, goal of secondary science (physics) 

education, to the analysis of current science 

curriculum. It focuses on the specific details of 

secondary science (physics) curriculum, such as 

the actuality of science class and 

process-oriented evaluation, and teaches to 

foster a teacher competency to deal with future 

society in creative and act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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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343)

화학교과교육론 Curriculum and Educational Theory of Chemistry

과학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중등과학교과(화

학)의 목표, 과학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

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과학교과 수업의 실제와 

과정 중심의 평가 등 중등 과학(화학) 교육과정의 

각론 내용에 중점을 두고 미래 사회에 창의적이

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cover the overall aspect of 

science education, ranging from historical 

background, goal of secondary science 

(chemistry) education, to the analysis of current 

science curriculum. It focuses on the specific 

details of secondary science (chemistry) 

curriculum, such as the actuality of science class 

and process-oriented evaluation, and teaches to 

foster a teacher competency to deal with future 

society in creative and active manner.

전문
(442)

물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in Physics

과학 교과의 성격과 교재의 분석, 수업계획 작성, 

교수 방법 등 중등 과학(물리) 교과 지도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한다. 학교현장의 교육실습과 연계

를 강화하고, 교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

점을 두어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in gaining actual experience 

in secondary science teaching (physics), through 

understanding the teaching material, planning out 

the teaching schedule, and interacting with 

students. It provides the connection between 

pedagogics with the actual teaching experience 

in school.

전문
(442)

화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in Chemistry

과학 교과의 성격과 교재의 분석, 수업계획 작성, 

교수 방법 등 중등 과학(화학) 교과 지도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한다. 학교현장의 교육실습과 연계

를 강화하고, 교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

점을 두어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in gaining actual experience 

in secondary science teaching (chemistry), 

through understanding the teaching material, 

planning out the teaching schedule, and 

interacting with students. It provides the 

connection between pedagogics with the actual 

teaching experience in school.

실무
(343)

물리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of Physics

중등 과학 교과(물리)에 대한 교과 교육과 실제 

수업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과 과학적 소양, 창의

적인 수업 방법 등에 대한 논리 및 논술을 학습

한다.

This course teaches students how to carry out 

logical thinking, enhance the depth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ways to make a creative 

learning environment. This course is aimed for 

students aiming for secondary science (physics) 

education.

실무
(343)

화학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of Chemistry

중등 과학 교과(물리)에 대한 교과 교육과 실제 

수업을 위한 논리적 사고력과 과학적 소양, 창의

적인 수업 방법 등에 대한 논리 및 논술을 학습

한다.

This course teaches students how to carry out 

logical thinking, enhance the depth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ways to make a creative 

learning environment. This course is aimed for 

students aiming for secondary science 

(chemist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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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22)

과학수학 Science and Mathematics

과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을 배운다. Learning of mathematics required in science.

기초
(622)

일반생물학및지구과학 General Biology and Earth Science

일반 생물학과 생명체의 기본적인 생명현상을 이

해시키기 위하여 세포의 구조와 소기관들의 기

능, 개체와 개체간의 상호관계, 유기적 관계에 대

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미래의 과학교

사로서 행성으로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이

고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위기를 인식하여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전공자로서 

일반 지구과학을 이해할 수 있다.

An introduction to general biology, including 

cytology, genetics, anatomy, taxonomy, 

physiology, and ecology of living organisms. As 

Science teachers of tomorrow, students today 

face unprecedented challenges that include both 

ethical and technical issues regarding our planet 

and its environment. Through a series of 

outstanding courses, we make science accessible 

to non-majors, help students develop an 

understanding of Earth's systems, and prepare 

them for a changing world.

기초
(622)

일반물리학및실험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

물리학은 이•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는 필

수학문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응용함을 목표로 

하며, 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등을 배운다.

General Physics & Experiment is the primary 

course required for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students. This course covers topics in 

mechanics (such as motion, Newton's laws, 

conservation laws, work, energy, systems of 

particles, and rotational motion), waves (such as 

oscillations, wave motion, sound, and 

superposition), thermal physics and fluid 

mechanics.

기초
(622)

일반물리학및실험(2) 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2)

물리학은 이•공학의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되는 필

수학문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응용함을 목표로 

하며,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장을 포함한 전기자

기의 기본적인 배경을 배우고자 한다.

General Physics & Experiment(2) is the primary 

course required for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students. This course covers topics in 

mechanics such as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electromagnetism. 

기초
(622)

일반화학및실험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

화학의 전반을 개관, 기본원리와 이론 및 학설과 

응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 및 분

자구조를 이해시켜 상급학과목의 기초가 되게 한

다. 실험은 유리세공, 온도계 보정 및 nylon, 

aspirin 같은 간단한 유기화합물의 합성 등을 수

행한다.

Elementary of concepts of general chemistry is 

introduced. Principles, theories, rules, and parts 

of applied chemistry are studied. Atomic theory, 

nomenclatures, quantitative chemistry, chemical 

reaction, and periodic tables are major concerns. 

Experimental in chemistry carries out the 

fundamental physicochemical experiment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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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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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hemical analysis such as glassware work, 

thermometer correction, density measurement, 

acid-base titration, as well as basic synthetic 

technology of organic compounds such as nylon, 

aspirin, and soap.

기초
(622)

일반화학및실험(2) 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2)

일반화학의 고급 개념을 개관, 기본원리와 이론 

및 학설과 응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염기, 산화-환원, 전기화학, 속도론, 평형, 유

기금속화합물 및 화학반응을 주로 학습한다. 실

험은 전기화학, 속도론과 분자모델링 등을 수행

한다. 

Advanced concepts of general chemistry is 

introduced. Acids-Bases, oxidation-reduction, 

electrochemistry, kinetics, equilibrium, 

organometallics and chemical reaction are major 

concerns. Experimental in chemistry carries out 

the electrochemical experiments such as 

electrochemical cell, electrochemical writing, 

electrolysis, conductivity, and ISE, and 

experiments for physical chemistry such as 

kinetics and molecular modeling, and inorganic 

chemical  experiment such as electrochemical 

series in ligand field theory.

실무
(343)

과학사및과학탐구 Inquiry and History of Science

고대에서 현재까지 과학의 변천 과정을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상적 여러 요소와의 관련

성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역사적으

로 고찰함으로써, 과학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중학교 과학 과정에서 학

습하는 여러 과학 실험 실습을 체계적이고 분석

적으로 수행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습할 때 

학생들에게 실험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

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실험을 수행한다.

This course is aimed to teach the real nature of 

science and its functions within our society and 

how it has been developed throughout history 

connected to various aspects-socially or 

ideologically- at the time. By performing the 

actual experiments done in secondary school 

classes, students can prepare how to help their 

students understand and learn from the 

activities. This can also help students to expect 

the kinds of accidents that possibly may occur 

so that they can deal with them easily.

심화
(532)

무기화학(2) Inorganic Chemistry(2)

무기화학과 무기화학(2)에 내포된 실험들을 수행

하고, 실험 자료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e INORGANIC CHEMISTRY(2) allows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f the 

coordination chemistry: the structure and the 

isomerism, the chemical bonding, the electronic 

spectra, and the reactivity of the coordination 

compound.

심화
(532)

역학(2) Mechanics(2)

두 학기 역학 강의의 후반부로서 직선 및 공간상

의 입자역학을 바탕으로 Lagrange 역학과 

Hamiltonian 역학에 대하여 배우고자 한다. 특히 

역학현상의 수치적 해석과 벡터, 미분방정식을 

As the first of the two mechanics course, we 

deal with mechanics of particles and rigid 

bodies, gravitation, and moving coordinate 

systems to solve for linear and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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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수학적 처리 및 그 결과의 물리적 

고찰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물리 분야의 학습에 

기초가 되게 한다.

dimensional movement of particles. Special 

attention will be paid to numerical analysis and 

vectors, differential equations and physical 

interpretations of mathematical presentations.

심화
(532)

물리화학(2) Physical Chemistry(2)

분광학, 화학반응 속도론, 고체화학, 통계 열역학

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들 개

념들을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e PHYSICAL CHEMISTRY(2) allows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f the 

spectroscopy, the chemical kinetics, the solid 

state chemistry and the statistical 

thermodynamics, and develop the ability to apply 

them.

심화
(532)

유기화학(2) Organic Chemistry(2)

유기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을 익히고, 유기화합물

들의 반응과 그에 따르는 기본적인 원리를 배운

다. 또한,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정에 이용되는 여

러 분광기기에 대하여서도 학습한다.

Learn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organic 

compounds, organic compounds and their 

reactions following the basic principles of 

learning. In addition, the structure determination 

methods of organic compounds used in the 

various spectrometers are concerns.

실무
(343)

전자기학실험 Electromagnetic Experiment

전기현상과 자기 현상에 관한 일반적인 성질, 
법칙 및 응용을 학습 주제로 하며, 구체적으로 
정전장, 유전체, 전류자기장, 자성체, 교류의 성
질 및 교류회로, 전자파에 관한 이론 및 개념을 
이해시켜 물리학 전반에 걸친 기초를 튼튼히 하
며, 전자관, 트렌지스터 등 전자공학 분야를 학
습시켜 전기 기기에 대한 지식을 통해 실험기구
의 제작 및 취급에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울러 바른 개념을 갖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익히
도록 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general properties, law, 
and applications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theory of electrostatics electromagnetic field, 
circuit theory and simple treatment of 
electromagnetic wave theory.

심화
(532)

물리유기화학 Physical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합물의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과 이들 성

질에 의존하는 화학결합의 성질을 주로 학습한

다.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organic 

compounds and the nature of chemical bonds 

depending on the properties are major concerns.

심화
(532)

양자역학(2) Quantum Mechanics(2)

양자론의 기초를 이루는 물리학이론의 체계이다. 

원자, 분자, 소립자, 등의 미시적 대상에 적용되

는 역학으로 거시적 현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고전역학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물성물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물리학 분

야에 대하여 배우고자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systems applicable to 

microscopic atoms, molecules, particles, etc., 

different to what can generally be applied to 

macroscopic objects. We discuss the advances 

made in Physics since the advent of quantum 

mechanics.

심화
(532)

파동및광학(2) Wave optics(2)

반사 굴절법칙과 그에 관한 성질 및 응용, This course covers optics phenome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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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Fermat 원리와 이용, 거울과 렌즈에 관한 법칙
과 성질, 광학기기, 빛의 간섭, 회절 및 격자편
광 등 기하광학, 파동광학, 레이저 광학에 관한 
이론과 그에 다른 문제를 풀이함으로서 자연의 
구조 속에서 빛 현상이 일으키는 제반 사상을 
이해하여, 좀 더 앞선 물리 이론 해석의 바탕을 
삼으며 바르게 가르치는 법을 익힌다.

associated with structures of nature and to 
learn teaching skills based on advanced 
theoretical physics paradigm, by studying 
theories of the wave optics, laser optics and 
geometrical optics such as (i) reflection and 
refraction laws and their properties and 
applications, (ii) Fermat principle and itsusages, 
(iii) laws of mirror and lens and their 
properties and optical devices, (iv) 
interferences, diffraction and lattice polarization

심화
(532)

분석화학(2) Analytical chemistry(2)

분석화학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인 화학 

평형 및 평형의 체계적 처리, 활동도, 산-염기평

형을 다루며, 킬레이트 적정에 대한 이론과 응용

을 익히고 산화-환원 및 전기화학의 기본원리 및 

전위차법, 전해무게분석, 전기량 분석법 및 전압 

전류법 등을 학습한다.

Analysis of the basic concepts of chemistry 

dealing with chemical equilibrium and equilibrium 

of systematic processing, activity, acid-base 

equilibrium covers, chelating learn the theory 

and application for the appropriate 

oxidation-reduction and electrochemistry of the 

basic principles and potential methods, 

electrolytic weight analysis, analysis and 

voltammetry, such as electricity are studied.

전문
(442)

유기화학(3) Organic Chemistry(3)

유기화학(1), (2)를 터득한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업함으로서 

심도 있는 유기화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Organic Chemistry (1) and (2) on the basis of 

the basic content learned recently organized 

around the theme of the lesson by in-depth 

understanding of organic chemistry allows.

전문
(442)

열물리학세미나 Thermal Physics Seminar

열역학의 물리적 성질을 다루는 물리의 한 분야

를 배우고자 한다.

A branch of physics dealing with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rmodynamics.

전문
(442)

유기분광학 Organic Spectroscopy

여러 분광법을 이용하여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분

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Spectroscopy study of organic compounds used 

in the various spectrometers are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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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어교육 전문가

전공능력 국어 사용 능력 · 국어 문법 능력 · 문학 능력 · 국어 수업 능력

교육목표
국어교육과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어교육 전

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올바른 인성과 봉사 정신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참스승을 양성하기 위해 교직 적성 

및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인 발상과 도전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

한 진로 트랙을 통한 합리적인 교육과정 운영

◾국어 교과 전공 지식과 교직 실무 역량을 갖춘 실력 있는 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현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문학사 (Bachelor of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중등학교 국어교사 중등 국어 정교사 2급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행)

한국어교육 교원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국립국어원장 발행)

공무원/연구원 한국사능력검정(2~3급), 한자능력검정(2~3급)

교육․문화산업 전문가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한자능력검정1급

대학원 영어 및 외국어 능력 인증(토플, 토익, 텝스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국어 사용 
능력

정의
국어를 사용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이해와 표현 활동을 정확하고 효과

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준거

◾화법의 특성과 원리를 알고,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표현한다.

◾독서의 특성과 원리를 알고,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표현한다.

◾작문의 특성과 원리를 알고,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표현한다.

국어 문법 
능력

정의
국어의 구조와 체계, 국어 규범과 변화 양상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국어 생활

을 수행하는 능력

준거
◾국어의 구조와 체계, 국어 규범과 변화 양상을 안다.

◾문법에 맞게 바르고 모범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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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국어 사용 능력 국어 문법 능력 문학 능력 국어 수업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문학 능력

정의 문학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풍부하게 향유하는 능력 

준거

◾문학의 본질과 가치,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대해 안다.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창의적, 심미적, 성찰적으로 사고하고 소

통한다.

국어 수업 
능력

정의 국어 교과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준거

◾학습자와 학습 환경을 고려한 국어 수업을 설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업을 실

행한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어 국어 교과 및 수업을 평가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국어 사용 능력 국어 문법 능력 문학 능력 국어 수업 능력

중등학교국어교사 ● ● ● ●

한국어교육 교원 ● ● ◐ ●

공무원/연구원 ● ◐ ◐ ○

교육․문화산업전문가 ● ◐ ◐ ◐

대학원 ●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새로운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을 창안하는 
지식

새롭고 효과적인 국어교과 
수업을 수행하는 능력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 수업을 

발전시키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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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실무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에 관한 이론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 수업 수행 

능력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에 

관한 생활화

심화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에 관한 이론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에 

관한 활용 능력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에 

관한 중요성과 가치

기초
국어, 문학, 국어사용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국어, 문학, 국어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수행 능력

국어, 문학, 국어사용에 관한 
관심과 흥미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국어 
사용 
능력

국어 
문법 
능력

문학 
능력

국어 
수업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국어논리및논술 ● ◐ ○ ● 3 5 2

문학교육론 ○ ○ ● ◐ 4 3 3

중세국어문법론 ◐ ● ○ ● 4 3 3

고전문학강독세미나 ○ ○ ● ◐ 3 4 3

국어문법교육연습 ● ● ○ ◐ 5 3 2

국어교육연습 ● ◐ ○ ◐ 3 5 2

현대문학강독세미나 ◐ ○ ● ● 3 4 3

실무

국어교과교육론 ● ◐ ○ ● 4 3 3

의사소통교육론 ● ◐ ○ ● 4 3 3

고전산문교육론 ◐ ○ ● ◐ 5 3 2

국어어휘론 ● ● ○ ◐ 5 3 2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 3 4 3

국어사 ◐ ● ○ ◐ 5 3 2

현대문학사 ◐ ○ ● ◐ 5 3 2

작문교육론 ◐ ◐ ○ ◐ 3 4 3

고전시가교육론 ◐ ○ ● ◐ 5 3 2

심화

국어음운론 ◐ ● ○ ◐ 5 3 2

국어교육론 ● ◐ ○ ◐ 6 2 2

현대소설교육론 ◐ ○ ● ◐ 4 3 3

문법교육론 ◐ ● ○ ◐ 4 3 3

국어통사론 ◐ ● ○ ◐ 5 3 2

국문학사 ○ ○ ● ◐ 6 2 2

현대시교육론 ○ ○ ● ● 4 3 3

매체언어교육론 ● ● ○ ◐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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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국어 
사용 
능력

국어 
문법 
능력

문학 
능력

국어 
수업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독서교육론 ● ◐ ○ ● 5 3 2

국어자료의 이해 ● ● ○ ◐ 6 2 2

기초

국문학개론 ◐ ○ ● ◐ 6 2 2

문학작품감상과토론 ◐ ○ ● ◐ 4 3 3

국어학개론 ● ● ○ ◐ 6 2 2

청소년지도와상담 ● ○ ○ ◐ 2 4 4

교과기초논술 ● ◐ ◐ ● 4 2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국어 사용 능력 국어 문법 능력 문학 능력 국어 수업 능력

중등학교

국어교사

전문

국어논리및논술
국어문법교육연습
국어교육연습

중세국어문법론 문학교육론[필]
고전문학강독세미나
현대문학강독세미나

실무
의사소통교육론[필]
작문교육론

국어어휘론
국어사[필]

고전산문교육론
현대문학사
고전시가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심화
국어교육론[필]
매체언어교육론
독서교육론

국어음운론
문법교육론
국어통사론

현대소설교육론
국문학사[필]
현대시교육론

기초

국어학개론[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
담[초]
교과기초논술[초]

국어자료의이해 문학작품감상과토론
국문학개론[필]

한국어

교육

교원

전문

국어논리및논술
국어문법교육연습
국어교육연습

중세국어문법론 문학교육론[필]
고전문학강독세미나
현대문학강독세미나

실무
의사소통교육론[필]
작문교육론

국어어휘론
국어사[필]

고전산문교육론
현대문학사
고전시가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심화
국어교육론[필]
매체언어교육론
독서교육론

국어음운론
문법교육론
국어통사론

현대소설교육론
국문학사[필]
현대시교육론

기초

국어학개론[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
담[초]
교과기초논술[초]

국어자료의이해 문학작품감상과토론
국문학개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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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국어 사용 능력 국어 문법 능력 문학 능력 국어 수업 능력

공무원 /

연구원

전문

국어논리및논술
국어문법교육연습
국어교육연습

중세국어문법론 문학교육론[필]
고전문학강독세미나
현대문학강독세미나

실무
의사소통교육론[필]
작문교육론

국어어휘론
국어사[필]

고전산문교육론
현대문학사
고전시가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심화
국어교육론[필]
매체언어교육론
독서교육론

국어음운론
문법교육론
국어통사론

현대소설교육론
국문학사[필]
현대시교육론

기초

국문학개론[필]
국어학개론[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
담[초]
교과기초논술[초]

국어자료의이해 문학작품감상과토론

교육․문화

산업전문가

전문

국어논리및논술
국어문법교육연습
국어교육연습

중세국어문법론 문학교육론[필]
고전문학강독세미나
현대문학강독세미나

실무
의사소통교육론[필]
작문교육론

국어어휘론
국어사[필]

고전산문교육론
현대문학사
고전시가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심화
국어교육론[필]
매체언어교육론
독서교육론

국어음운론
문법교육론
국어통사론

현대소설교육론
국문학사[필]
현대시교육론

기초

국어학개론[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
담[초]
교과기초논술[초]

국어자료의이해 문학작품감상과토론
국문학개론[필]

대학원

전문

국어논리및논술
국어문법교육연습
국어교육연습

중세국어문법론 문학교육론[필]
고전문학강독세미나
현대문학강독세미나

실무
의사소통교육론[필]
작문교육론

국어어휘론
국어사[필]

고전산문교육론
현대문학사
고전시가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심화
국어교육론[필]
매체언어교육론
독서교육론

국어음운론
문법교육론
국어통사론

현대소설교육론
국문학사[필]
현대시교육론

기초

국어학개론[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
담[초]
교과기초논술[초]

국어자료의이해 문학작품감상과토론
국문학개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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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

전문

국어논리및논술(A, T)
국어문법교육연습G)
문학교육론(L)
국어교육연습(A, T)
중세국어문법론(G)
고전문학강독세마나(L)
현대문학강독세미나(L)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

실무

의사소통교육론(A, T)
국어교과교육론(A, T)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A, T)
작문교육론(A, T)
국어사(G)
국어어휘론(G)
현대문학사(L)
고전산문교육론(L)
고전시가교육론(L)

국어사용기능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국어교과교육

심화

매체언어교육론(A)
독서교육론(A)
문법교육론(G)
국어통사론/국어음운론(G)
현대시교육론(L)
현대소설교육론(L)
국문학사(L)
교직논술(A, T)
국어교육론(A, T)
교과기초논술(A)

국어
문학

국어사용
기초

국어자료의이해(A)
국어학개론(G)
국문학개론(L)
문학작품감상과토론(L)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A)

교과기초논술(A)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국어 사용 능력(A), 국어 문법 능력(G), 문학 능력(L), 국어 수업 능력(T)

비 
교 
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특강

◾한자검정시험 특강
◾프레젠테이션, 
학습법워크숍

◾스터디 그룹
◾문학기행
◾학과 체육대회

◾한국어교원 자격증 
특강

◾다문화 이해 관련 
특강

◾국가직무능력표준 
필기 특강

◾스터디 그룹 운영
◾문학기행
◾학과 체육대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특강

◾ICT 특강
◾중등 교사 임용 시험 
대비 특강

◾연구방법론 특강
◾현장 역량 강화 특강
◾취업캠프

◾중등 교사 임용 시험 
대비 특강

사제 동행 특강, 현장 역량 강화 특강, 선배 초청 특강, 문학기행,
예비 국어 교원을 위한 현장 실습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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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2  전공기초 6학점 이수

전필 30 1~4  - 전필 30학점 + 전선 27학점 = 57학점

  (기본이수 영역 과목 21학점 이상 포함)전선 27 1~4

교직 24 1~4

 - 교직 24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 교직소양 6학점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합격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 논문

 - 졸업 논문 대체: 자격증(독서 지도사, 논술 지도사, 글쓰기 지도사, 

스피치 지도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능력 인증시험(한국어

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한자능력검정

시험 3급 이상)

졸업 이수학점 130  

※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시 국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평균 성적 80점 이상

■ 교직 복수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타 전공 교직이수 자격자가 교직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 전필 30학점 + 전선 27학점 = 57학점

   (기본 이수 영역 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졸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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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3075 국어자료의이해 Understanding Korean Linguistic Texts 3 3 기초 6 2 2

전필 06990 국문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3 3 기초 6 2 2

2

전선 13076 문학작품감상과토론 Reading and Discussion of Korean Literary Works 3 3 기초 4 3 3

전필 12855 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3 3 기초 6 2 2

기초 14991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3 3 기초 2 4 4

2

1

전선 11533 국어음운론 Studies in Korean Phonology 3 3 심화 5 3 2

전필 12857 국어교육론 Understan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3 3 기초 6 2 2

전선 10111 현대소설교육론 Modern Novels Teaching Theories 3 3 심화 4 3 3

전선 10113 문법교육론 Studies in Teaching Korean Grammar 3 3 심화 4 3 3

기초 16179 국어교과기초논술 Critical Writing for Pre-Teacher 3 3 기초 4 4 2

2

전선 06627 국어통사론 Studies in Korean Syntax 3 3 심화 5 3 2

전선 10110 현대시교육론 Studies of Teaching Korean Modern Poetry 3 3 심화 4 3 3

전필 14861 국문학사 History of Korean Literature1 3 3 기초 6 2 2

전선 10109 독서교육론 Education of Reading 3 3 심화 5 3 2

전선 15395 매체언어교육론 Media Language Education 3 3 실무 3 4 3

3

1

전필 08363 국어교과교육론 Plan and Practi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3 3 실무 4 3 3

전필 14860 의사소통교육론 Pedagogy of Communication 3 3 실무 4 3 3

전선 00000 고전산문교육론 Studies of Teaching Korean Classical Prose 3 3 심화 5 3 2

전선 06464 국어어휘론 Studies in Korean Vocabulary 3 3 심화 5 3 2

2

전필 14862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ethods and Materials in Teaching Korean 
Education 3 3 실무 3 4 3

전필 05496 국어사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3 3 심화 5 3 2

전선 10361 작문교육론 Education of Writing 3 3 심화 3 4 4

전선 06863 현대문학사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고전시가교육론 Studies of Teaching Korean Classical Poetry 3 3 심화 5 3 2

4

1

전필 13486 국어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in Korean 4 전문 3 5 2

전필 13485 문학교육론 Theories in Teaching Korean Literature 3 3 전문 4 3 3

전선 14992 중세국어문법론 Studies in Middle Korean Grammar 3 3 실무 4 3 3

전선 15943 고전문학강독세미나 Reading and Seminar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 3 실무 3 4 3

2

전선 15603 국어문법교육연습 Seminar of Teaching Korean Grammar 3 3 전문 5 3 2

전선 12671 국어교육연습 Practice Teaching Korean Subject 3 3 전문 3 5 2

전선 15942 현대문학강독세미나 Reading and Seminar in Korean Modern 
Literature 3 3 실무 3 4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0)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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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42)

국어교과기초논술 Critical Writing for Pre-Teacher

예비 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된 주

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고, 교육 현

장에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student’s 

writing skill by approaching deeply to the 

educational issue and to grow the competence of 

writing instruction at secondary school.

기초

(244)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교사가 갖추어야 할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다

양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

한다. 이를 위에 청소년 지도 이론과 실제를 탐

구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도능력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자기성장을 돕는 상담이론을 고찰하고, 각각의 

상담기법에 기초한 상담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

상담의 기술을 익힌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each teacher's 

ability by learning various theories on guidance 

counselling. This study program will explor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al counselling 

situation, thereby equipping students with the 

skills needed to pursue their chosen voc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 in their 

personal development as well as providing them 

with the problem-solving skills necessary to 

achieve success in the field. As providing stated 

counselling theory and Adolescent Guidance 

techniques will be tools necessary to achieve the 

course objectiv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국문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국문학의 발생, 고대가요, 민요, 시조, 설화, 판소

리, 고전소설, 한국한문학, 현대시, 현대소설 등 국

문학의 제반 양상을 분석 및 고찰함으로써 국문학

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을 쌓는다.

This course offers an introduction to the full 

sweep of Korean literature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It provides balanced 

understanding of outlin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student’s 

writing skill by approaching deeply to the 

educational issue and to grow the competence of 

writing instruction at secondary school

기초
(622)

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국어학 전반의 총괄적 지식을 다루며 한국어나 외

국어를 다룰 때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할 일반언어

In this class, students will conduct an in-depth 

study of phonetics, phonology, morpholog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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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학의 기초 개념들을 배우고 익힌다. 국어의 음운, 

형태, 문장을 중심으로 국어의 체계, 구조, 기능,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syntax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rms, 

structures, meanings, and functions of Korean 

language.

기초
(622)

국문학사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고대부터 근대계몽기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전

개 양상을 살핀다. 이 시기에 생성⋅성장⋅소멸된 

다양한 갈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주요한 문학

사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견지한다.

This course offers a chronological and critical 

survey of Korean literature from ancient times to 

the early 20th century. It examines the various 

movements and genres developed during these 

periods.

기초
(622)

국어교육론 Understan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이 과목은 국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국어교육의 모든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게 하

는 동시에 국어 교육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

고 국어에 관련된 제반의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이 과목은 

국어과 수업의 실제와 과정 중심의 평가 등 중등 

교육과정의 각론 내용에 중점을 둔다. 

As a Korean teacher, students must have sigh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is subject, 

students learn the goal and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실무
(433)

의사소통교육론 Pedagogy of Communication

효율적으로 말하고 듣는 능력을 신장함으로서 효

과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학생들의 화법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goal of this class is to improve the ability to 

speak accurately and listen clearly, thereby 

improving the overall ability of communication 

through speech. The knowledge and skill from this 

class will equip the students with qualities 

necessary for teaching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심화
(532)

국어사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고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의 음운체

계의 변화, 어휘 및 문장구조의 사적 변천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e guide students to synthetically analyze the 

change of phonological systems, historical changes 

of vocabulary, and sentence patterns from ancient 

Korean to modern Korean.

전문
(433)

문학교육론 Theories in Teaching Korean Literature

이 교과는 학생들에게 문학과 문학 교육의 본질과 

의의를 생각하게 하고, 그 기초적 지식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교육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강좌이다. 

이를 위해 문학을 보는 관점, 국어교육과 문학교육

의 상관성, 문학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포괄

적으로 다룬다. 

This subject aims to make students recognize 

substance and significance of literature education 

and grow fundamental knowledge about it. For 

this goal, it contains perspective for literature, 

correlation between language education and 

literature education, the goal, content, method of 

literature education etc.

실무
(433)

국어교과교육론 Plan and Practi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이 과목은 국어교육의 실행에 관련되는 국어과 교

육과정, 국어과 교수-학습, 국어과 교재, 국어과 평

As a Korean teacher, student has to be able to 

know how to construct curriculum, plan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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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

를 익히고, 국어과 수업의 실제와 과정 중심의 평

가 등 중등 교육과정의 각론 내용에 중점을 둔다.

and learning, compose teaching material and plan 

evaluation. This class aims to make students 

promote these practical ability.

실무
(343)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ethods and Materials in Teaching Korean 

Education

이 과목은 국어과 교재 연구 및 국어과 지도 방법

을 목적으로 교과교육학 과목으로 설강된 것으로, 

국어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와 그 

결과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현장의 교육실

습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둔다. 

 As a Korean teacher, students must have 

know-how about how to teach Korean. In this 

subject, students practice instruction and lec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전문
(352)

국어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in Korean

이 교과는 교직논술의 심화 강좌로, 국어교육과 관

련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관

점과 견해를 한 편의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에 목

적을 둔다. 이를 통해 글쓰기 능력의 신장 이외에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 및 

참여 중심의 최신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 방법이 

포함되는 내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

다.

The class is an in depth course on Critical writing 

for Pre-teacher.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writing an in-depth essay about various issues 

related to Korean education. Through this class, 

students will promote understanding about Korean 

education as Korean education majors, as well as 

writing skill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22)

국어자료의이해 Understanding Korean Linguistic Texts

훈민정음 창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어학적, 

국어사적 가치가 있는 주요 국어자료의 원전을 함

께 읽고 그 학술적 의의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향후 국어교육과에서 

이수하게 될 국어학 심화 교과목을 충실하게 이해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 

significant Korean linguistic texts which were 

written since creation Hangeul until now. 

Therefore, students will read and study original 

Korean texts. They will also learn basic knowledge 

which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advanced course of Korean linguistics. 

기초
(433)

문학작품감상과토론 Reading and Discussion of Korean Literary Works

이 교과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망라한 한국문

학작품의 목록을 검토하고 그 주요 작품을 감상하

고 토론할 기회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작품을 정독하지 않고 그 문학적 의의만을 

학습하는 폐해를 극복하고, 향후 국어교육과 교육

과정에서 이수하게 될 문학 영역 심화 교과목을 

학습할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독후감의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investigate the 

list of essentials of Korean literary works and to 

read parts of original texts of them. On this class, 

students will write papers about literary works and 

discuss the meaning of them to prepare basic 

ability on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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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작성과 발표,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문학적 

반응을 접하고 그 의의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기를 수 있다. 

심화
(433)

현대소설교육론 Modern Novels Teaching Theories

소설의 이론을 학습하고, 한국 현대소설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며 주요 작가의 주요 작품을 감상한다. 그럼으로

써 소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학생들에게 

소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How to teach Korean modern novels. At first 

student will learn how to analysis & evaluate 

novels, then they learn design class for teaching 

novels, drama in education. 

심화
(433)

문법교육론 Studies in Teaching Korean Grammar 

학교문법의 의의와 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문법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보급하는 방법론을 개

발한다. 형태론과 통사론을 중심으로 하되, 어휘론

과 어문 규범을 학교 문법과 관련지어 지도한다.

School grammar is the standard norms of 

language. In this class, students learn the contents 

of school grammar and how to teach school 

grammar in middle and high schools.

심화
(532)

국어통사론 Studies in Korean Syntax

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구성의 원리를 이

해함으로써 국어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

비하도록 한다. 또한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을 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설계한다.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of Korean syntax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students' ability to 

construct grammatically correct sentences through 

the study of sentence structures and sentence 

construction rules of Korean language.

심화
(433)

현대시교육론 Studies of Teaching Korean Modern Poetry

시에 관한 이론과 시를 읽는 바람직한 자세를 효

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학습, 연구,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읽는 사람이 주체적이며 능동

적으로 시 작품을 대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

요하며, 자율적으로 시 읽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This class intends to learn, research and discuss 

the various poetic theories and the desirable 

attitudes to reading poetry and therefore training 

readers to face poems in a self-determining way 

and assertively is most important and furthermore 

it extends to train readers to have the ability to 

read poems in a voluntary way.

심화
(532)

국어음운론 Studies in Korean Phonology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

어진 말소리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으로 살핀다. 환

경에 따라, 혹은 시대별로 변하는 음운 현상을 이

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The aim of this class is to examine the voices of 

constants and vowels that come out through the 

mouth of a person with professional knowledge. 

This c lass can help students understand and 

explain the phonological phenomenon that varies 

according to environment or age.

심화
(532)

독서교육론 Education of Reading

고등 수준의 언어 사용자는 담화, 텍스트의 구조와 

원리 등에 대한 언어적 지식, 일반 의미론적 지식, 

상황 맥락적 지식 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교과는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 지식들과 

Reading is very important skill in future society. 

In this class, students learn why and what and 

how to teach read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921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국어의 언어적 특성,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고, 독

서의 심리적. 사회적 기제들을 탐구 학습한다. 그

리고 최종적으로 중등 교육에서 수행되는 독서 교

육의 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목적으로 둔다.

실무
(343)

매체언어교육론 Media Language Education

현대사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매

체는 그 언어적 속성으로 인해 국어교육의 중요한 

내용과 방법이 된다. 이 교과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대중(다중)매체의 언어적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의

사소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태도

를 기른다.

The mass media that are important communication 

function of modern society become important 

contents and metho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ecause of its linguistic property. This 

class aims to understand the linguistic properties 

of various mass media in modern society and to 

develop ways and attitudes to use them 

effectively in communication.

심화
(532)

고전산문교육론 Studies of Teaching Korean Classical Prose

.한국 고전산문의 특질과 양상을 이해한다. 고전소

설을 비롯하여 한국 서사문학 전반의 본질과 형성 

및 전개 과정을 살핀다. 아울러 원전 강독을 통해 

주요 고전산문 작품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이를 교

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The course is a general survey of Korean 

classical prose such as old novel, miscellaneous 

writings and essays. Students will study major 

authors and works that characterize Korean 

classical prose by reading original texts. This 

Course also seeks ways to utilize such studies in 

education.

심화
(343)

작문교육론 Education of Writing

이 교과는 중등학교에서 작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 연구, 토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차지

하는 작문 능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

며, 현장에서 특히 긴요한 실천적 요령과 세부적 

원칙을 연구, 실습하도록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make researches 

in teaching and programing method of writing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ll 

understand usefulness of writing and study basic 

principles and practical techniques of writing 

education.

심화
(532)

국어어휘론 Studies in Korean Vocabulary

단어의 활용 의미, 어원적 의미, 조어 규칙을 다루

며 단어 간의 의미 관계, 파생, 사회적 사용에 대

해 연구하여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학생들의 

바른 어휘 사용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한다.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help students 

develop their vocabulary skills by studying the 

meaning of words, etymological meanings, and 

word-formation rules, semantic relations between 

words, derivation, and social use. Based on this, 

students will develop the ability to teach the way 

to use correct vocabulary to secondary school 

students.

심화
(532)

현대문학사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희곡, 현대비평의 흐름을 파

악하고, 주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며, 주요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와 가치를 자리매김한

This lecture deals with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Student will learn representative korean 

modern novels, poetries, drama and critical e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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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다. And student will be trained how to design class 

for teaching Korean literature in high school.

심화
(532)

고전시가교육론 Studies of Teaching Korean Classical Poetr

고전시가에 대한 제반 이론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

로 고전시가의 주요 작품을 이해 및 감상한다. 고

전시가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고전시가 개별 

장르의 연원과 생성, 형식과 내용상의 변화를 분석

하여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

This course offers students a general sense of 

discrimination in Korean classical poetry. It also 

emphasizes the studies of the historical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works and 

genres. It seeks ways to utilize such studies in 

education.

실무
(433)

중세국어문법론 Studies in Middle Korean Grammar

15~16C 세기의 문헌어 분석을 중심으로 중세국어

의 문법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국어

의 역사에 대한 소양을 깊게 하고, 중세국어의 문

법이 현대국어의 문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enhance an 

understanding of the grammar structure of the 

middle Korean language. This class also intends to 

improve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thereby building up the reading 

competency of the old Korean texts.

실무
(343)

고전문학강독세미나
Reading and Seminar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고전문학 분야의 주요 작품들을 선별해 읽고 그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 문학사적 가치 등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어 교사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도

록 한다. 이 과목은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된다.

This class aims to train students to be qualified 

literature teachers by improving their abilities to 

appreciate and analyze literary works through the 

close reading,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the 

major work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This 

course is run in a seminar format. 

전문
(532)

국어문법교육연습 Seminar of Teaching Korean Grammar

국어학 연구에 바탕이 되는 15·16세기의 주요 문

헌들을 강독하며, 중세국어의 음운, 어휘, 문장 구

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스스로 인지하며 탐색하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learning conceptions and 

principles that can be applied to actual Korean 

grammar teaching in the classroom.

This course aims that to study and research 

Korean history, phonology, vocabulary, sentence 

structure, semantics and pragmatics, and 

investigate the proper educational methodology for 

Korean grammar.

전문
(352)

국어교육연습 Practice Teaching Korean Subject

국어교육과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이론과 실습 

내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

한 교수 계획과 방법을 연습하고 숙지한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 및 

참여 중심의 최신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 방법이 

포함되는 내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

다.

The objective of this class, as one of classes of 

last term, is to practice and check teachi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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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43)

현대문학강독세미나 Reading and Seminar in Korean Modern Literature

시, 소설, 희곡 등의 주요 갈래에서 중요한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정독한 후 발표, 토론함으로써 작

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문학 교

사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이 과목은 세

미나 방식으로 운영된다.

This class aims to train students to be qualified 

literature teachers by improving their abilities to 

appreciate and analyze literary works through the 

close reading,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the 

major works of Korean literature among such 

important genres as poetry, novel and drama. This 

course is run in a seminar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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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 (Dept. of Mathematics Educ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수학 교과역량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전공능력 문제해결능력 · 추론능력 ·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수학지식 적용 능력

전공목표  전문 교과 지식이 풍부하고 교육자적 품성과 소명감을 지닌 교육 리더 양성

교육과정

◾교과 내용학 분야와 교과 교육학 분야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로서 전문지식을 갖추면서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육자로

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강의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한다.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 과목의 변화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현대수학의 학문적 흐름과 급변하는 교육 제도 및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탄력

적으로 강의를 운영한다.

◾수학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매체 활용 및 제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험 및 

실습 강의를 충실히 운영한다.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특히 기초학습능력 향상

을 위한 학습을 지원한다. 

◾순수 수학 이외에도 응용수학 및 실용수학 분야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를 포함한다.  

◾중등임용시험 안에서 제시하는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에 해당되는 평가영역이 교육과

정 각 강좌의 강의 내용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수여학위 이학사(Bachelor of Sci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중등학교 교사
중등수학 2급 정교사 자격증, 

한국사 3급 자격증(교원 임용시험 지원 요건)

수학 관련 분야 전문직(교수, 금융 및 

보험, IT 분야 전문가 등)

석사, 박사 학위증,

각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교육관련 공무원 및 행정직(교육부 

사무관, 통계청 공무원, 장학사, 

교육행정직 등)

각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문제해결능력

정의
주어진 문제를 수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문제해결 과

정과 결과를 새로운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한다.  

◾문제 해결 실행 후 그 결과를 검토하고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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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수학지식 적용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추론능력

정의
관찰과 탐구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여 

이를 정당화(증명)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과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으로 수행한다.  

◾추론 과정이 옳은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한다.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정의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수학

적 표현을 만들거나 변환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수학적 아이디어 또는 수학 학습 과정과 결과를 말, 글, 그림, 기호, 표, 그래프 등

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

하며 토론한다. 

수학지식 

적용 능력

정의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수학과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 ․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수학지식 적용 능력

중등학교 교사 ● ● ● ◐

수학 관련 분야 
전문직(교수, 금융 
및 보험, IT 분야 

전문가 등)

● ● ◐ ●

교육관련 공무원 
및 행정직(교육부 
사무관, 통계청 
공무원, 장학사, 
교육행정직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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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중등수학과 대학수학의 
연계성 연구 및 분석, 

중등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적 배경 습득

전공수학 문제 해결, 
수리논술 및 교과교육학 
관련 문제의 논리적 해결,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배양을 

위한 지도능력 강화

수학을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과 관련하여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 

인식 및 수학의 역할과 가치 
인식

실무

중등수학 교육과정 및 
수업현장에 대한 이해, 

중등수학수업의 교수-학습법 
연구

학교교육현장에 필요한 교수 
능력 습득 및 훈련, 

미래교육환경에 발맞춘 
수학교과역량 개발

학습자의 학습능력 극대화를 
위한 지도 노력, 학생지도를 
위한 인성과 책임감 함양

심화
수학의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심화지식 함양

수학적 문제를 바라보는 
논리적 사고력과 상상력 
배양하고, 이를 바르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 

함양

수학적 사고의 특성에 대한 
이해,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수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기초
수학 관련 교양지식, 용어, 

기호, 정의, 정리 등 
전문기초지식 습득

수학적 표현력(기호화)과 
계산력 배양, 수학에 대한 

의사소통과 관계구축

학습 목표 설정. 학생 스스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자주적 학습 습관과 태도. 
수학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의지 함양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문제해결능
력

추론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
력

수학지식 
적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수학논리및논술 ● ◐ ● ○ 3 5 2

대수학교육 ● ● ◐ ○ 3 5 2

학교수학교육 ◐ ○ ● ● 3 5 2

위상기하교육 ● ● ◐ ○ 3 5 2

해석학교육 ● ● ◐ ○ 3 5 2

실무

수학문제해결방법론 ● ○ ● ◐ 4 3 3

수학교과교육론 ◐ ○ ● ● 4 3 3

수학학습심리학 ◐ ◐ ● ○ 4 3 3

수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 4 3 3

심화

미분기하학 ● ● ○ ◐ 5 3 2

실용수학 ● ○ ◐ ● 4 3 3

복소해석학 ● ● ◐ ○ 4 4 2

현대대수학 ●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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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문제해결능
력

추론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
력

수학지식 
적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미분기하학및실습 ● ● ◐ ○ 5 3 2

위상수학 ● ● ◐ ○ 5 3 2

조합및그래프이론 ● ◐ ○ ● 4 4 2

현대대수학및실습 ● ● ◐ ○ 5 3 2

복소해석학및실습 ● ● ◐ ○ 5 3 2

확률및통계 ● ◐ ○ ● 4 4 2

위상수학및실습 ● ◐ ◐ ○ 5 3 2

해석학및실습 ● ● ◐ ○ 5 3 2

기초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 ○ ◐ ● 2 4 4

기초수학및실습(1) ● ◐ ○ ◐ 4 3 3

집합과논리 ● ● ○ ◐ 4 3 3

미적분학및실습(1) ● ◐ ○ ◐ 3 4 3

기초수학및실습(2) ● ◐ ○ ◐ 4 3 3

정수론 ● ● ◐ ○ 4 4 2

해석학 ● ● ◐ ○ 5 3 2

선형대수 ● ● ◐ ○ 4 4 2

미적분학및실습(2) ● ◐ ○ ◐ 3 4 3

기하학일반 ● ○ ● ◐ 4 2 4

진로분야 직무
수준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수학지식 적용 능력

중등학교 
교사

전문
대수학교육
해석학교육

위상기하교육 수학논리및논술[필] 학교수학교육

실무

수학문제해결방법론 수학교과교육론[필]
수학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필]
수학학습심리학 

심화

해석학및실습
복소해석학[필]
복소해석학및실습
현대대수학[필]
현대대수학및실습
위상수학및실습

미분기하학[필]
미분기하학및실습
위상수학[필]

실용수학
조합및그래프이론
확률및통계[필]

기초

기초수학및실습(1)[필]
기초수학및실습(2)
미적분학및실습(1)[필]
미적분학및실습(2)
해석학[필]

집합과논리[초]
선형대수[필]
정수론

기하학일반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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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수학지식 적용 능력

수학 관련 
분야 

전문직

전문 수학논리및논술[필]

실무

수학문제해결방법론 수학교과교육론[필]
수학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필]
수학학습심리학 

심화

해석학및실습
복소해석학[필]
복소해석학및실습
현대대수학[필]
현대대수학및실습
위상수학및실습

미분기하학[필]
미분기하학및실습
위상수학[필]

조합및그래프이론
확률및통계[필]

기초

기초수학및실습(1)[필]
기초수학및실습(2)
미적분학및실습(1)[필]
미적분학및실습(2)
해석학[필]

집합과논리[초]
선형대수[필]
정수론

기하학일반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교육관련 
공무원 및 
행정직

전문 수학논리및논술[필]

실무
수학문제해결방법론 수학교과교육론[필]

수학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필]

심화
해석학및실습 
복소해석학[필]
현대대수학[필]

미분기하학[필],
위상수학[필]

실용수학
조합및그래프이론
확률및통계[필]

기초

기초수학및실습(1)[필] 
기초수학및실습(2)
미적분학및실습(1)[필] 
미적분학및실습(2) 
해석학[필]

집합과논리[초]
선형대수[필]
정수론

기하학일반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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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교육현장과연계성분석
전문성갖춘예비교원

수리논술력향상
문제풀이능력배양

중등교원임용시험대비

전문

수학논리및논술(G)
대수학교육(T)
학교수학교육(T)
위상기하교육(T)
해석학교육(T)

중등수학교육과정이해
중등수학수업현장이해
중등수학수업방법연구

사례연구

실무

수학문제해결방법론(T,P)
수학교과교육론(G)

수학학습심리학(T,P)
수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
법(G)

전공수학심화지식습득
수학적사고력신장

심화

미분기하학(G)
실용수학(T)
해석학및실습(G)

복소해석학(G)
현대대수학(G)
미분기하학및실습(T,P)
위상수학(G)
조합및그래프이론(G)
현대대수학및실습(T,P)
복소해석학및실습(T,P)

확률및통계(G)
위상수학및실습(T,P)

전공수학기초지식습득
수학적표현력배양

수학적의사소통이해
기초

기초수학및실습(1)(G)
기초수학및실습(2)(G)
미적분학및실습(1)(G)
정수론(G)
집합과논리(G)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G)

해석학(G)
선형대수(G)
미적분학및실습(2)(G)
기하학일반(G)
교과기초논술(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T)중등학교 교사  (P)수학 관련 분야 전문직  (A)교육관련 공무원 및 행정직

비 
교 
과

◾진로캠프

◾야외 전공체험학습 
프로그램

◾멘토-멘티 프로그램

◾진로캠프

◾야외 전공체험학습 
프로그램

◾수학교과 독서 활동 
프로그램

◾멘토-멘티 프로그램

◾진로캠프

◾수학교과 독서 활동 
프로그램

◾모의 수업 평가 
프로그램

◾교원 임용시험 대비 
모의고사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결과보고회

◾수업실연 및 
면접지도 특강

◾사제동행 특강

◾학과 동아리 활동

◾학습 스터디 활동

◾초청특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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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2
- 기초 6학점 + 전필 36학점 + 전선 21학점 = 63학점

  (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전필 36 1~4

전선 21 1~4

교직 24 1~4

- 교직 24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 교직소양 6학점 + 학교현장실

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합격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시험 

 ∙ 과목: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과목

 ∙ 배점: 수학내용학 80점, 수학교육학 20점

 ∙ 합격기준: 수학내용학과 수학교육학 합계 60점 이상

   (과락: 수학내용학 30점 미만, 수학교육학 10점 미만)

졸업 이수학점 130

※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시 수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직 복수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타 전공 교직이수 자격자가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전필 36학점 + 전선 21학점 = 63학점 

  (기본이수 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졸업시험

 ∙ 과목: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과목

 ∙ 배점: 수학내용학 80점, 수학교육학 20점

 ∙ 합격기준: 수학내용학과 수학교육학 합계 60점 이상

   (과락: 수학내용학 30점 미만, 수학교육학 1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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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08108 집합과논리 Sets & Logic 3 3 기초 4 3 3

기초 14991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
nseling

3 3 기초 2 4 4

전필 15824 기초수학및실습(1) Basic Mathematics and Practice(1) 3 3 기초 4 3 3

2

전필 15915 미적분학및실습(1) Calculus and Practice(1) 3 3 기초 3 4 3

전선 15826 기초수학및실습(2) Basic Mathematics and Practice(2) 3 3 기초 4 3 3

전선 05852 정수론 Number Theory 3 3 기초 4 4 2

2

1

전필 14600 해석학 Mathematical Analysis 3 3 기초 5 3 2

전필 14863 선형대수 Linear Algebra 3 3 기초 4 4 2

전선 09133　수학문제해결방법론
The methodology of mathematical pr
oblem solving

3 3 실무 4 3 3

전선 16191 미적분학및실습(2) Calculus and Practice(2) 3 3 기초 3 4 3

전선 12858 기하학일반 Introduction of geometry 3 3 기초 4 2 4

2

전필 08114 수학교과교육론
Mathematics curriculum and Educatio
nal Theory

3 3 실무 4 3 3

전필 14638 미분기하학 Differential Geometry 3 3 심화 5 3 2

전선 16190 해석학및실습 Mathematical Analysis and Practice 3 3 심화 5 3 2

전선 15836 실용수학 Practical Mathematics 3 3 심화 4 3 3

3

1

전필 14601 복소해석학 Complex Analysis 3 3 심화 4 4 2

전필 14866 현대대수학 Modern Algebra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미분기하학및실습 Differential Geometry and Practice 3 3 심화 5 3 2

전선 11534 수학학습심리학 Psychology of Mathematics learning 3 3 실무 4 3 3

2

전필 14865 위상수학 Topology 3 3 심화 5 3 2

전필 14870 수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 Research of school Math
ematics

3 3 실무 4 3 3

전선 00000 조합및그래프이론 Combinatorics and Graph theory 3 3 심화 4 4 2

전선 00000 현대대수학및실습 Modern Algebra and Practice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복소해석학및실습 Complex Analysis and Practice 3 3 심화 5 3 2

4

1

전필 13487 수학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in Mathematics 3 3 전문 3 5 2

전필 14869 확률및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심화 4 4 2

전선 14258 대수학교육 Algebra Education 3 3 전문 3 5 2

전선 00000 위상수학및실습 Topology and Practice 3 3 심화 5 3 2

2

전선 00000 학교수학교육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3 3 전문 3 5 2

전선 14259 위상기하교육 Topology and Geometry Education 3 3 전문 3 5 2

전선 14257 해석학교육 Analysis Education 3 3 전문 3 5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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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33)

기초수학및실습(1) Basic Mathematics and Practice(1)

이 과목은 대학에서 전공수학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지식 함양하고, 그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도록 돕는다. 학습

내용은 정수, 공간도형, 좌표공간과 벡터, 초등함

수(다항식, 유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와 그 역

This course forester students the basic 

mathematical knowledge needed for learning 

major mathematics. In process, the students will 

learn log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The 

topics are integer, three-dimensional figur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33)

집합과논리 Sets & Logic

본 과목은 무정의 용어와 무정의 관계를 바탕으

로 집합에 관한 기초 이론 등을 다루는 과목이

다. 학습내용은 집합의 개념, 집합의 연산, 함수

(사상), 곱집합, 함수의 그래프, 관계, 기수, 부분

(전)순서, 정렬집합, 서수, 선택공리, 초른의 도움

정리, 명제 등이다.

In this class we learn about basic definitions and 

concepts of sets and related topics. And then 

we solve many problems in use of them. 

Especially we deal with the notion of infinite 

sets, and then we will use them in the study of 

abstract mathematics. We can devide this class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consists of the 

elementary operations of sets and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a function and of a 

relation. The second part is consists of the 

theory of cardinal and ordinal numbers in the 

classical approach of Cantor and further 

materials.

기초
(244)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교사가 갖추어야 할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다

양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

한다. 이를 위에 청소년 지도 이론과 실제를 탐

구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도능력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자기성장을 돕는 상담이론을 고찰하고, 각각의 

상담기법에 기초한 상담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

상담의 기술을 익힌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each teacher's ability 

by learning various theories on guidance 

counselling. This study program will explor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al counselling situation, 

thereby equipping students with the skills needed to 

pursue their chosen voc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 in their personal 

development as well as providing them with the 

problem-solving skills necessary to achieve success 

in the field. As providing stated counselling theory 

and Adolescent Guidance techniques will be tools 

necessary to achieve the course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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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함수 포함), 복소수와 극좌표계 등을 다룬다. coordinate space and vectors, functions and its 

inverse, elementary functions(including polynomial 

functions, rational functions, trigonometric 

functions, exponential functions and their inverse 

functions), complex numbers and polar coordinates 

system, etc.

기초
(343)

미적분학및실습(1) Calculus and Practice(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야만 전공분야

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

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

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

용, 수열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 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ces and Series, etc.

기초
(532)

해석학 Mathematical Analysis

일변수 실숫값 함수에 관한 해석학 기초이론을 다

룬다. 기본 주제는 실수체계와 실수집합의 기본적

인 성질, 콤팩트 집합, 수열과 함수의 극한, 급수

의 수렴과 발산, 함수의 연속성, 고른 연속, 미분

법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theory of 

analysis in real-valued functions of a single real 

variable. Topics include: real number systems, 

elementary properties of sets of real numbers, 

compact sets, limit of sequences and functions,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series, continuity 

of functions, uniform continuity, differentiability.

기초
(442)

선형대수 Linear Algebra

본 과목은 미분방정식, 일반대수학, 미분기하학, 응용

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기초과목

이다. 본 과목에서는 앞으로 배울 수학교육 전공과목

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 내용을 학습한다. 학습내

용은 1차 연립방정식과 행렬, 행렬식, 벡터공간 등이

다.

In this class, we study linear algebra theory. 

Especially notions of vector space, subspace, 

linearly dependent, linearly independent, 

dimension, span, linear map are major subjects.

실무
(433)

수학교과교육론 Mathematics curriculum and Educational Theory

수학 교수-학습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탐구하고 

이를 중등학교에서 현장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수학적 개념의 이해 과정

에 기초하여 중등수학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해 보

는 활동학습을 진행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basic theories of 

mathematics teaching & learning. The students are 

expected to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of 

teaching & learning theories and to construct 

secondary mathematics class design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process on mathematical 

concepts. 

심화
(532)

미분기하학 Differential Geometry

본 과목은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곡선과 곡면

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다룬다. 벡터함수, 정칙

곡선, 프레네-세레 공식, 곡선의 국소적 이론, 곡

선의 대역적 이론, 4정점 정리, 정칙곡면, 제1기본

This course covers basic theory on curves and 

surfaces in the Euclidean three space. We will 

learn about topics such as vector-valued 

functions, regular curves, Frenet-Serret formu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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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량과 제2기본량과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공부한

다. 또한, 의미 있는 몇 가지 곡면의 예에서 제1,2

기본량을 엄밀히 계산한다.

local theory of curves, global properties of curves 

such as isoperimetric inequality and four-vertex 

theorem, regular surfaces, 1st and 2nd 

fundamental form. Finally we compute the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forms explicitly in 

concrete surfaces which have important 

geometrical meaning.

심화
(442)

복소해석학 Complex Analysis

본 과목은 복소함수론과 중등수학교육 및 실습에

서 배운 내용(대수 및 기하의 기초개념, 위상수학

과 해석학의 기초개념, 쌍선형변환, 초등함수, 해

석함수, 거듭제곱급수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 복소적분과 코시정리, 코시정리

의 응용 등.

In Complex Analysis we study as follows: 

Algebraic and Geometric preliminaries, Topological 

and analytic preliminaries, Bilinear transformations 

Elementary functions, Analytic functions, Power 

series, etc.

심화
(532)

현대대수학 Modern Algebra

본 과목은 군과 환론 및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

수적 성질에 관하여 다룬다. 학습내용 중에는 추상

적 개념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예를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극대

화한다. 학습내용은 군, 대칭군, 부분군, 순환군 등

이다.

In this class, we study group theory. Especially 

notions of group, sub group, commutative group, 

normal sub group, quotient group, first 

isomorphism theory are major subjects.

심화
(532)

위상수학 Topology

위상수학은 수학 전 분야에 적용되는 학문으로 위

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야만 수학교육을 전

공하기 용이하다. 학습내용은 집합과 관계, 함수, 

기수와 서수를 바탕으로 실수와 평면에서의 위상 

개념, 위상공간과 정의, 기와 부분기, 연속성과 위

상동형 등이다.

In this class we learn about basic concept of 

general topology and more materials. And then 

we apply them in various way in studying 

mathematics. We deal with basic notions of real 

numbers and generalize it into a general space, 

convergent sequences, continuous functions, and 

product spaces. We emphasize to use set 

operations and it's related topics.

실무
(433)

수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 Research of school Mathematics

초중등학교 수학의 내용영역(수와 연산, 도형, 측

정,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에 대

한 교과서 분석 및 교수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우

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수학교

과의 학습지도안을 구성, 실행한다. 

In this course, we analysis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 and discuss the teaching 

methods. Also, we construct secondary 

mathematics class design and practice it.

전문
(352)

수학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in Mathematics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활용하여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

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편, 학교수학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문제에 대

In this class, we solve various problems in our 

daily life using mathematical concepts, principles 

and laws. And we learn how to represent that 

logically. In addition, we induce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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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미 있는 교육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다. 

discussions on the teaching-learning of school 

mathematics. 

심화
(442)

확률및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본 과목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확률론의 모델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수리통계학의 이론

적인 부분을 다룬다. 또한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는 내용도 다룬다. 학습내용은 확률이

론, 확률 분포,정규분포와 관련된 분포, 표본분포

와 극한분포 등이다.

In Probability and Statistics we study as follows: 

Probability, random variable, Probability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 and related 

distribution, Sampling distribution and Limit 

distribution, etc.



936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33)

기초수학및실습(2) Basic Mathematics and Practice(2)

이 과목은 기초수학및실습(1)에 이어서 대학에서 

전공수학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지식 

함양하고, 그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

결력을 배양하도록 돕는다. 학습내용은 잉여류, 

급수, 이항정리, 무한급수, 소수전개, 다항식환, 

벡터의 외적, 일차식과 행렬, 극좌표, 극방정식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followed by basic mathematics 

and practice(1) and also forester students the 

basic mathematical knowledge needed for 

learning major mathematics. In process, the 

students will learn log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The topics are residue class, series, 

binomial theorem, infinite series, decimal 

expansion, polynomial ring, cross product, system 

of linear equations and matrix, polar coordinates 

and polar equations, etc.

기초

(442)

정수론 Number Theory

정수론을 엄밀히 다루려면 논리적인 배경이 필요

한 자연수에 대한 공리론적 전개과정에서부터 시

작하여야 하겠지만, 편의상 본 과목에서는 자연

수에 대한 기본성질을 바탕으로 학습한다. 학습

내용은 정수의 성질, 합동식, 원시근, 2차잉여, 연

분수 등이다.

In this class, we study a introduction of 

numbers. Especially notions of divisor, common 

divisor, GCD, prime numbers, Diophantus 

equation, congruent are major subjects.

실무

(433)

수학문제해결방법론
The methodology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수학의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검

토하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중심의 수학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방법들을 살펴본다. 

수학적 사고교육과 문제해결 지도의 상호관계, 

Polya의 문제해결이해,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에 대한 내용.

This is a course to study problem solving theory 

by George Pólya and to learn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enlarg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ies.

기초

(343)

미적분학및실습(2) Calculus and Practice(2)

본 과목은 수학교육 전공과목 중에서 기초 과목

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전공과목을 쉽게 이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평면 해석기하,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좌표, 벡터 

등이다.

In Calculus 2, we study the following contents: 

Plane analysis, parameterized equations and 

polar coordinates, vector analysis, etc.

기초

(424)

기하학일반 Introduction of Geometry

본 강좌에서는 임의의 공간에 어떤 공리를 도입

하여 새로운 기하학을 얻어온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중등수학에서 기하교육의 

토대인 평면기하의 원리들을 유클리드의 원론에 

기초하여 자세히 학습하고, 유클리드의 제5공준

(평행선공준)을 부정하여 얻어진 비유클리트 기하

(타원기하, 사영기하, 쌍곡기하)의 역사적 발전과

정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In this course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new Geometry in which are 

induced on arbitrary spaces will be covered.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of the plane geometry 

built on teaching geometry in secondary school 

will be studied in detail based on "Euclid's 

Elements" l. Moreover, it will focus on 

introducing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non-Euclidean geometry (elliptic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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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ve geometry, hyperbolic geometry) 

received by denying the fifth postulate(Parallel 

line postulate) of Euclidean geometry.

심화

(532)

해석학및실습 Mathematical Analysis and Practice

리만적분, 유계변동, 리만-스틸체스 적분, 함수항 

급수의 기본성질, 거듭제곱급수와 테일러정리 등

을 다룬다.

This course is a continuation of Mathematical 

Analysis. Topics to be covered will include: 

Riemann integrals, bounded variations, 

Riemann-Stieltjes integrals, basic properties of 

series of functions, fundamental theorem of 

power series, Taylor's Theorem. 

심화

(433)

실용수학 Practical Mathematics

정보와 사회, 암호의 과학, 게임이론, 카오스, 예

술과 수학 등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현

상이나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다룬다. 학습내용으로 경제생활, 

최적화문제, 심층학습 등을 다룬다.

In this course, it will be dealt with some 

phenomena and the problems in everyday life 

such as Information and society, the science of 

cryptography, game theory, chaos, art and 

mathematics and so on. The students will learn 

how to model those problems mathematically and 

solve them creatively. Topics are some problems 

in economic life, optimization problems and deep 

learning, etc.

심화

(532)

미분기하학및실습 Differential Geometry and Practice

 이 교과목은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곡면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다룬다.

 정칙곡면과 제1기본량과 제2기본량과 같은 주제

들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또한, 의미 있는 몇 가

지 곡면의 예에서 제1,2기본량을 엄밀히 계산한

다.

This is a continuation of Differential Geometry 

and the topics such as regular surfaces, the 1st 

and 2nd fundamental form are dealt with the 

several properties. Finally, we compute the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forms explicitly in 

concrete surfaces which have important 

geometrical meaning.

실무

(433)

수학학습심리학 Psychology of Mathematics learning

본 강좌에서는 수학 교수-학습과 관련된 심리학

적 이론을 고찰한다. 나아가 Bruner, Freudenthal, 

Piaget, Van Hiele, Lakatos, Polya, Dienes에 의한 

학습심리학 이론을 중심으로 구현된 중등수학의 

다양한 수업사례를 관찰, 분석한다. 수학적 개념 

이해과정에 기초한 수학수업의 구성에 수학학습

심리학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This is a course to learn psychological theories 

of mathematics teaching & learning. In this 

course, students have an opportunity to execute 

and design secondary mathematics class on the 

basis of psychological theories for the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concepts.

심화

(442)

조합및그래프이론 Combinatorics and Graph theory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이산수학'

의 내용과 이의 지도방법을 숙지하여 이산적 상

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순열과 조합, 선택과 배열, 그래프 이론, 알

고리즘, 의사결정의 최적화 등을 다룬다.

This is a course to learn the method to solve 

problems with discrete context. Especially, 

students are expected to understanding of 

teaching method ‘discrete mathematics’ 

textbook(secondary school) in the Korea 

mathematics curriculum. This course i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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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utation and combinatorics, choice and 

arrangement, graph theory, algorithm, 

optimizations.

심화

(532)

현대대수학및실습 Modern Algebra and Practice

본 과목에서는 환의 특수한 형태인 체의 정의와 

다항식환의 성질을 비롯하여 체론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학습내용은 정역의 분수체, 체 위의 다

항식환, 다항식환, 대수적 확대체, 작도가능성, 갈

로아론, 분해체, 체론과 방정식의 풀이 등이다.

In this class, we study ring theory. Especially 

notions of ring, commutative ring, ideal, quotient 

ring, first isomorphism theory were major 

subjects.

심화

(532)

복소해석학및실습 Complex Analysis and Practice

본 과목은 복소해석학에서 배운 내용(대수 및 기

하의 기초개념, 위상수학과 해석학의 기초개념, 

쌍선형변화, 초등함수, 해석함수, 거듭제곱급수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 복소

적분과 코시정리, 코시정리의 응용 등이다.

 In Advanced Complex Analysis we study as 

follows: Complex integration and Cauchy theorem 

with its applications, the Laurent series and the 

residue theorem, etc.

전문

(352)

대수학교육 Algebra Education

본 강좌에서는 중등학교 교재 내용 중 대수학에 

관련된 소재들을 살펴보고, 선형대수학과 현대대

수학에서 배웠던 개념들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

지 연구, 분석하여 중등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이

론적 배경을 습득하고, 더불어 창의적인 학습지

도 능력을 기른다.

In this lecture, it will be examined some related 

contents of algebra studied in secondary school. 

After studying and analy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tents and some concepts studied 

in Linear Algebra and Abstract Algebra, the 

students will learn theoretical background needed 

in secondary school and creative the competence 

of teaching methods. 

심화

(532)

위상수학및실습 Advanced Topology and Practice

본 과목에서는 위상수학에서 배운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수학에서 성립하는 정리들을 위상

공간에서 일반화하고, 이와 관련된 위상적 성질

을 학습한다. 학습내용은 가산공간, 분리공리, 적

공간, 연결성, 긴밀성, 완비거리공간 등이다.

 In this class we learn about more materials in 

addition to the contents of Topology. We 

approach in details about General Topology and 

deal with separation axioms, connected spaces, 

metric spaces, and compact spaces. And then we 

go on learning more materials in higher classes; 

function spaces, homotopy theories, etc.

전문

(352)

학교수학교육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수학교

육의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수학수업을 계획한다. 수업계

획을 실제 모의 수업의 형태로 실행해보면서 학

교 현장에 필요한 전문 수학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This is a course to practice and design of school 

mathematics instruction. We follow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stimate suggested in 

Korea's mathematics curriculum. In this course, 

we will acquire abilities needed to be a expert 

mathematics teacher.

전문

(352)

위상기하교육 Topology and Geometry Education

본 강좌에서는 중등학교 교재 내용 중 기하학에 

관련된 소재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위상수학과 

미분기하학에서 배웠던 개념들과 어떠한 연계성

In this lecture, it will be examined some related 

contents of algebra studied in secondary school. 

After studying and analysing the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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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지 연구, 분석하여 중등교육현장에서 필

요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고, 더불어 창의적인 

학습지도 능력을 기른다.

between the contents and some concepts studied 

in Topology and Differential Geometry, the 

students will learn theoretical background needed 

in secondary school and creative the competence 

of teaching methods. 

전문

(352)

해석학교육 Analysis Education

본 강좌에서는 중등학교 교재 내용 중 해석학에 

관련된 소재들을 살펴보고, 미적분학과 해석학에

서 배웠던 개념들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연

구, 분석하여 중등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고, 더불어 창의적인 학습지도 능

력을 기른다.

 In this lecture, it will be examined some 

related contents of analysis studied in secondary 

school. After studying and analy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tents and some 

concepts studied in Calculus and Analysis, the 

students will learn theoretical background needed 

in secondary school and creative the competence 

of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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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Dept. of English Educ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영어 교육 전문가

전공능력
영어사용능력·영어 및 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영어 수업 설계 및 수행능력·글로벌 

리더십 

교육목표

◾영어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영어 전문가 양성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업 역량을 겸비한 영어 교사 양성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교육과정

◾영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일반 영어 과목, 영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영어

학, 영문학, 영어 습득 이론 및 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영어교육 과목으로 구성됨.

◾영어 교육 전문가에게 필요한 현장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해 교실 영어, 영어 수업 설계 및 실

행에 필요한 실기 과목 운영함.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기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문

화 및 실용 영어 과목 운영함. 

수여학위 문학사 (Bachelor of English Educ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중등영어교사 중등학교 정교사(2급), 한국사 자격증, TESOL 자격증

통·번역가 ITT(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 통번역 자격증, TOEIC, OPIC 등

공무원 한국사 자격증, TOEIC, TOEFL, OPIC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영어사용능력

정의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어법 및 어휘에 관한 지식을 가지
고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영어 문법 및 어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영어의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영어 및 
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정의
영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관련 이론, 역사, 지도 원리
를 이해하는 능력

준거
◾영어학, 제2언어 습득, 영어교육의 이론 및 원리를 안다.

◾다양한 영문학 분야(소설, 시, 희곡 등)의 작품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영어 수업 설계 
및 수행능력

정의 효과적인 영어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중등 학생의 특성 및 영어 학습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

정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글로벌 시대를 개척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
바지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어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활용할 수 있다.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다원주의적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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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영어사용능력

영어 및 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영어 수업 설계 및 

수행능력
글로벌 리더십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진로분야
영어사용능력

영어 및 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영어 수업 설계 및 

수행능력
글로벌 리더십

중등영어교사 ● ● ● ●

통·번역가 ● ◐ ○ ●

공무원 ◐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관련 기초지식

외국어 활용능력

 의사소통 및 관계 구축

다원주의적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실무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관련 심화지식

다양한 이슈 관련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적극적인 정보 수집

창의·융합적 사고

심화
학교현장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지식

수업 설계 및 실행 기술 

학교현장 실무 능력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봉사 정신

기초
영어 및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 

활용

전문성 함양

능동적 자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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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영어사용
능력

영어/영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영어 수업 
설계 및 
수행능력

글로벌 
리더십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영어독해 ● ◐ ◐ ● 5 3 2

영어문법 ● ◐ ◐ ○ 4 4 2

영어작문 ● ◐ ◐ ● 5 3 2

영어어휘 ● ◐ ◐ ◐ 4 4 2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 ◐ ○ ● 6 2 2

영미문화 ◐ ◐ ◐ ● 5 3 2

영어교육학입문 ◐ ● ◐ ○ 6 2 2

영문학개론 ◐ ● ○ ◐ 5 3 2

영어학개론 ◐ ● ○ ○ 5 3 2

영어듣기와발음 ● ● ◐ ◐ 3 5 2

영어회화 ● ◐ ◐ ● 3 5 2

실무

영어습득교육론 ◐ ● ◐ ○ 6 2 2

영어음성음운론 ◐ ● ○ ○ 5 3 2

고급영어작문 ● ◐ ◐ ● 3 5 2

현대영문학의이해 ◐ ● ○ ● 5 3 2

고급영어독해 ● ◐ ◐ ● 5 3 2

영미소설의이해와지도 ● ◐ ○ ● 6 2 2

영어형태음운론 ◐ ● ○ ○ 5 3 2

영어통사론 ◐ ● ○ ○ 5 3 2

고급영문법 ● ◐ ◐ ○ 5 3 2

영미시의이해와지도 ● ◐ ○ ● 6 2 2

영어의미화용론 ◐ ● ○ ○ 5 3 2

영어의과거와현재 ◐ ● ○ ○ 5 3 2

영미드라마와영어교육 ● ◐ ○ ● 5 3 2

심화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 4 4 2

교실영어연습 ● ● ● ◐ 2 6 2

ICT활용영어교육 ● ● ● ◐ 4 4 2

영어과교육과정연구및개발 ● ● ● ◐ 4 4 2

영어과수업설계및실기 ● ● ● ◐ 4 4 2

실무실용영어 ● ◐ ◐ ● 6 2 2

기초

영어교과교육론 ◐ ● ● ○ 4 4 2

영어논리및논술 ● ● ◐ ◐ 3 5 2

영어평가의실제 ◐ ● ● ○ 4 4 2

영어교육세미나(1) ◐ ● ◐ ● 6 2 2

영어교육세미나(2) ◐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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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영어사용 능력 영어/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영어 수업 설계 및 

수행능력 글로벌 리더십

중등영어
교사

기초

청소년진로지도및상
담[초]
영어독해[필]
영어문법[필]
영어작문[필]
영어어휘[초]
영어듣기와발음
영어회화[필]

영어교육학입문[필]
영문학개론[필]
영어학개론[필]
영어듣기와발음

영어교육학입문[필] 영어독해[필]
영어작문[필]
영미문화[필]
영어회화[필]

심화

고급영어작문
고급영어독해
영미소설의이해와지도
고급영문법
영미시의이해와지도
영미드라마와영어교육

영어습득교육론
영어음성음운론[필]
미국문학사
영어형태음운론
영어통사론
영어의미화용론
영어의과거와현재

영어습득교육론 고급영어작문
미국문학사
고급영어독해
영미소설의이해와지도
영미시의이해와지도
영미드라마와영어교육

실무

영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필]
교실영어연습
영어과교육과정연구
및개발
영어과수업설계및실기
실무실용영어
ICT활용영어교육

영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필]
교실영어연습
영어과교육과정연구
및개발
영어과수업설계및실기
ICT활용영어교육

영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필]
교실영어연습
영어과교육과정연구
및개발
영어과수업설계및실기
ICT활용영어교육

실무실용영어

전문

영어논리및논술[필] 영어교과교육론[필]
영어논리및논술[필]
영어학습평가교육론
영어교육세미나(1)
영어교육세미나(2)

영어교과교육론[필]
영어평가의실제

영어교육세미나(1)
영어교육세미나(2)

통·번역가

기초

청소년진로지도및상
담[초]
영어독해[필]
영어문법[필]
영어작문[필]
영어어휘[초]
영어듣기와발음
영어회화[필]

영어교육학입문[필]
영문학개론[필]
영어학개론[필]
영어듣기와발음

영어교육학입문[필] 영어독해[필]
영어작문[필]
영미문화[필]
영어회화[필]

심화

고급영어작문
고급영어독해
영미소설의이해와지도
고급영문법
영미시의이해와지도
영미드라마와영어교육

영어음성음운론[필]
현대영문학의이해
영어통사론
영어의미화용론
영어의과거와현재

고급영어작문
고급영어독해
영미소설의이해와지도
영미시의이해와지도
영미드라마와영어교육

실무

영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필]
실무실용영어
ICT활용영어교육

영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필]
ICT활용영어교육

영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필]
ICT활용영어교육

실무실용영어

전문
영어논리및논술(필) 영어교과교육론[필]

영어논리및논술[필]
영어교육세미나(1)

영어교과교육론[필] 영어교육세미나(1)
영어교육세미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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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영어사용 능력 영어/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영어 수업 설계 및 

수행능력 글로벌 리더십

영어교육세미나(2)

공무원

기초

청소년진로지도및상
담[초]
영어독해[필]
영어문법[필]
영어작문[필]
영어어휘[초]
영어듣기와발음
영어회화[필]

영어교육학입문[필]
영문학개론[필]
영어학개론[필]
영어듣기와발음

영어교육학입문[필] 영어독해[필]
영어작문[필]
영미문화[필]
영어회화[필]

심화
고급영어작문
고급영어독해
고급영문법

영어음성음운론[필] 고급영어작문
고급영어독해

실무

영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필]
실무실용영어
ICT활용영어교육

영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필]
ICT활용영어교육

영어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필]
ICT활용영어교육

실무실용영어

전문

영어논리및논술[필] 영어교과교육론[필]
영어논리및논술[필]
영어교육세미나(1)
영어교육세미나(2)

영어교과교육론[필] 영어교육세미나(1)
영어교육세미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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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ET)중등영어교사  (TI)통번역가  (CS)공무원

비 
교 
과

◾영어교육과 

학술동아리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특강

◾전공학습능력특강

◾영어교육과 

학술동아리 

◾공무원준비 동아리

◾영어심화능력특강

◾사제동행특강

◾영어교육과 

학술동아리

◾공무원준비 동아리

◾임용기출문제풀이특강

◾학교현장역량강화특강

◾학교현장역량강화특강

◾취업면접특강

◾영어수업실연특강

체육대회, 선후배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모임, 졸업생 선배특강, 취업특강 
등

학교현장실무 능
력 강화

전문

영어교과교육론(G) 영어평가의실제(ET)
영어교육세미나1(TI)
영어교육세미나2(TI)
영어논리및논술(G)

수업운영 능력 
배양

학생관리 능력 
배양

실무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G)
교실영어연습(ET)
영어과교육과정연구및
개발(ET)

실무실용영어(G)
영어과수업설계및실기(E
T)
ICT활용영어교육(ET)

고급영어의사소
통능력 개발

영어교과 내용학 
지식 배양

심화

현대영문학의이해(TI)
영어음성음운론(G)
영어습득교육론(ET)
고급영어작문(TI)

고급영어독해(G)
고급영문법(G)
영어형태음운론(ET)
영어통사론(ET)
영어의미화용론(ET)
영미소설의이해와지도(G)
영미시의이해와지도(G)

영어의과거와현재(G)
영미드라마와영어교육(TI)

기초영어의사소
통능력 향상

영미문화 이해 
함양

글쓰기(논술)능
력 향상

기초

영어독해(G)
영어문법(G)
영어작문(G)
영미문화(ET)
영어어휘(G)
영어교육합입문(G)

영문학개론(G)
영어학개론(G)
영어듣기와발음(TI)
영어회화(G)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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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3 - 전공기초 6학점 이수

필수 36 1~4
- 전필 36학점 + 전선 21학점 = 57학점 

  (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선택 21 2~4

교직 24 1~4

- 교직 24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 교직소양 6학점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합격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시험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 제출, 토익750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졸업 이수학점 130  

※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시 영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직 복수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타 전공 교직이수 자격자가 교

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전필 36학점 + 전선 21학점 = 57학점 

  (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졸업시험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 제출 - 토익 750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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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038 영어어휘 English Vocabulary 3 3 기초 4 4 2

전필 13079 영어독해 English Reading 3 3 기초 5 3 2

전필 12472 영어문법 English Grammar 3 3 기초 4 4 2

2

전필 13080 영어작문 English Writing 3 3 기초 5 3 2

전필 12673 영미문화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3 3 기초 5 3 2

전필 12863 영어교육학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Education 3 3 기초 6 2 2

2

1

전필 08393 영문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3 3 기초 5 3 2

전필 12860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 3 기초 5 3 2

전선 09704 영어습득교육론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 3 심화 6 2 2

전선 16180 영어듣기와발음 English Listening and Pronunciation 3 3 기초 3 5 2

2

전필 12861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3 3 심화 5 3 2

전필 12675 영어회화 English Conversation 3 3 기초 3 5 2

전필 08097 영어교과교육론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 3 전문 4 4 2

전선 13490 고급영어작문 Advanced English Writing 3 3 심화 3 5 2

전선 07889 현대영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Modern English Literature 3 3 심화 5 3 2

3

1

전필 14871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Development of English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3 3 실무 4 4 2

전선 13081 고급영어독해 Advanced English Reading 3 3 심화 5 3 2

전선 06328 영미소설의이해와지도
Reading and Teaching of British and American 
Novels

3 3 심화 6 2 2

전선 13082 영어형태음운론 English Morphophon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06874 영어통사론 English Syntax 3 3 심화 5 3 2

2

기초 14991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3 3 기초 2 4 4

전선 13818 고급영문법 Advanced English Grammar 3 3 심화 5 3 2

전선 08099 영미시의이해와지도 Reading and Teaching of British and American 3 3 심화 6 2 2

전선 14872 영어의미화용론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3 3 심화 5 3 2

전선 16034 교실영어연습 Praactice of Classroom English 3 3 실무 2 6 2

전선 13491 영어과교육과정연구및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eaching English

3 3 실무 4 4 2

4

1

전필 13492 영어논리및논술 Critical Writing for English Education Majors 3 3 전문 3 5 2

전선 16028 ICT활용영어교육 ICT based English Education 3 3 실무 4 4 2

전선 12864 영어평가의실제 English Language Assessment 3 3 전문 4 4 2

전선 06473 영어의과거와현재 The Past and Present of English 3 3 심화 5 3 2

전선 12474 영어교육세미나1 Seminars on English Education 1 3 3 전문 6 2 2

2

전선 13493 영어과수업설계및실기 Planning and Practicing English Classes 3 3 실무 4 4 2

전선 12676 영어교육세미나2 Seminars on English Education 2 3 3 전문 6 2 2

전선 16035 영미드라마와영어교육
British and American Dramas and English 
Education

3 3 심화 5 3 2

전선 05605 실무실용영어 Practical English 3 3 실무 6 2 2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0 전문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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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42)

영어어휘 English Vocabulary

대학에서 영어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술 어휘와 

교육학, 언어학, 문학 등 영어교육과 전공 공부에 

필요한 전문 어휘 등 예비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어휘력을 키운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students' 

English lexical competence by studying 

academic and technical words, which are 

prerequisite for pre-service English teachers.

기초
(244)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교사가 갖추어야 할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다

양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

한다. 이를 위에 청소년 지도 이론과 실제를 탐

구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도능력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자기성장을 돕는 상담이론을 고찰하고, 각각의 

상담기법에 기초한 상담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

상담의 기술을 익힌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each teacher's 

ability by learning various theories on guidance 

counselling. This study program will explor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al counselling 

situation, thereby equipping students with the 

skills needed to pursue their chosen voc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 in 

their personal development as well as providing 

them with the problem-solving skills necessary 

to achieve success in the field. As providing 

stated counselling theory and Adolescent 

Guidance techniques will be tools necessary to 

achieve the course objectiv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42)

영어문법 English Grammar

중·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과 관련된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중등학교 영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covers the grammatical items and 

rules which are taught in secondary schools in 

Korea, and thus provides students with a sound 

base for teaching English grammar to secondary 

school students. 

기초
(532)

영어독해 English Reading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분

야에 관련된 글을 읽음으로써 읽기능력을 기른

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students' English 

reading competence by educating them to 

properly comprehend various reading texts 

including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philosophy, science, religion and education.

기초
(532)

영미문화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영국과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정치, 경제, 역사, This course surveys a broad range of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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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예술, 종교 등 문화적 특색과 내용을 살펴보고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영미문화에 대한 교육

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and American culture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history, the arts, religion and so on. 

The knowledge and the experiences gained from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culture education in the process 

of teaching English in school.

기초
(532)

영어작문 English Writing

실생활에 필요한 글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글

들을 영어로 쓰는 훈련을 함으로써 영작 실력을 

향상시킨다.

The course, whose purpose is to develop 

students' abilities of writing in English, begins 

with the construction of good sentences and 

then moves on to the levels of paragraph and 

essay writing. 

기초
(622)

영어교육학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Education

영어교육에 대한 입문 과정으로 언어 학습 및 

교육과 관련된 이론 및 이슈를 논의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영어의 4기능 (듣기, 말하기, 읽

기, 쓰기)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배

우고 영어교육 평가, 교재 개발에 관련된 이론들

을 검토한다.

This course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education. Factors leading to the 

learning and acquisition of a nonnative language 

will be discussed and studied. Students will also 

examine the methods and techniques of 

teaching English. Assessment, cultural 

awareness, and self-evaluation of teaching and 

materials will also be addressed.

기초
(532)

영문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영문학의 배경과 형성과정을 소개하고 영문학을 

시대별 장르별로 개관하면서 주요작가와 작품들

을 살펴본다.

The course introduces the gist of English 

literature to students by surveying a 

chronological genre of English literature, with 

reference to its works of major writers.

기초
(532)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의 일반적 특징, 영어의 발전과정 및 구조, 

특징들을 개관한다.

The course introduces various fields in English 

linguistics to students by educating them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s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English.

기초
(352)

영어회화 English Conversation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

되는 영어 표현들을 익혀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유창성 및 정확성을 기른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each students 

various expressions used in real life situations in 

order to help them develop both fluency and 

accuracy in English speaking.

심화
(532)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미래의 교사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영어 음

절의 구조 및 강세, 억양 등을 중점 교육한다.

This subject guides students to understand the 

sounds of English including articulatory, 

auditory, and acoustic mechanism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teaching of English. It focus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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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doing phonetics as opposed to learning about it, 

which is achieved by making full use of 

multimedia phonetics study tools such as Praat.

실무
(442)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Development of English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영어수업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교재 개발, 교

재채택 준비방법 및 그 교수방법을 다룬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영어의 4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영어교육 평가, 교재 개발에 관련된 이

론들을 검토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실습과 연

계를 강화하고 교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amine the 

research- and classroom-proven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of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and to practice lesson 

planning and language teaching. Students will 

study basic principles and various techniques 

teaching English including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and then apply them to 

designing and teaching lessons. This course will 

connect what students learn in the university to 

teaching practicum, and help students to be 

better able to manage learning and teaching.

전문
(442)

영어교과교육론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영어 교수법과 관련된 주

요 이론과 연구 결과를 학습한 후, 이를 효과적

인 수업을 지도하는데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또

한 교과별 수업의 실제와 과정 중심의 평가 등 

중등 영어 교육과정의 각론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rst study major 

theories and research finding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and then apply 

them to designing effective and efficient 

lessons. Students will also learn how to 

integrate a variety of instructional resources 

including performance-based teaching and 

assessment methods, and to manage language 

classrooms. 

전문
(352)

영어논리및논술 Critical Writing for English Education Majors

이 과목은 영어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집중적으

로 읽고, 토론하고, 쓰는 것에 참여함으로써, 예

비 교사들이 비판적 사고와 영어 작문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review and 

refine their knowledge of major theories and 

principles for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It 

also aims to enable pre-service English teachers 

to develop awareness of teaching and of 

themselves as teacher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352)

영어듣기와발음 English Listening and Pronunciation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어 발음의 음향 A practice course in English liste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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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적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영

어 발화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영어 듣기와 

발음 능력을 기른다.

pronunciation. Students will develop their English 

listening and pronunciation skills by understanding 

the acoustic features of English pronunciation, 

using a speech analysis software Praat.

심화
(622)

영어습득교육론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외국어로서의 영어습득을 심리학적, 언어학적, 심

리언어학적,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규명해보고, 

영어습득의 과정을 이해한다.

The course explains the aquisition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from the psychological, 

linguistic, psycholinguistic, and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to assist student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English acquisition.

심화
(352)

고급영어작문 Advanced English Writing

실생활에 필요한 글을 비롯한 다양한 글을 영어로 

쓰는 훈련을 하여 영작 실력을 높인다.

This course aims to help the students improve 

their English writing skills, not only by practising 

English grammar and styles but also studying the 

skills of organizing paragraphs and argumentation. 

For doing these tasks, the students read various 

model English essays and articles beforehand, and 

they learn useful patterns and expressions of 

English sentences in them, which can be applied 

to organizing more concise composition. 

심화
(532)

현대영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Modern English Literature

20세기 이후의 대표적인 현대 영미문학 작가와 작

품을 소개하면서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 다문화

사회, 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현대사회의 특색과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surveys the Modern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after the 20th centuries with 

works of major writers. It also examines the 

various issues of the modern society, including 

racism, sexism, multi-cultural society, 

environmental problems, etc. 

심화
(532)

고급영어독해 Advanced English Reading

각 분야에 걸친 수준 높은 지문을 읽는 훈련을 함

으로써 읽기능력을 길러 영어교사로서의 실력을 

기른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rain students' 

reading skills and strategies by incorporating a 

wide range of advanced English reading texts.

심화
(532)

고급영문법 Advanced English Grammar

중·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과 관련된 영문법을 체

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영어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학생들의 

TOEIC, TOEFL 등의 영어자격시험 성적도 높여준

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the 

students to make a foundation for teaching 

school English grammar; it also aims to let them 

improve their TOEIC or TOEFL scores.

심화
(532)

영어형태음운론 English Morphophonology

음운론 및 형태론의 기초적 개념들을 영어단어의 

분석을 통하여 소개한다. 음운론 문제 분석을 통

This subject concentrates on exploring the 

essence of English morphophonolog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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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하여 개념을 암기하기 보다는 스스로 익힐 수 있

도록 한다.

students are required to study various 

phonological issues and questions and make 

linguistic accounts for them by understanding 

basic morphophonological concepts such 

as‘morpheme’ and ‘phoneme’.

심화
(532)

영어통사론 English Syntax

본 과목은 중등학교 교사로서, 영어전공자로서 필

요한 통사론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다. 통사론의 

이론을 문제로 풀어가며 읽히도록 한다. 먼저 전

통문법의 구문이론에서 시작하여 변형생성문법의 

표준이론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설명한 후 확대표

준이론을 공부하도록 한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of English syntax; 

It is geared for the future English teachers, 

informing them of the syntactic theory by 

learning how to judge the grammaticality of 

English sentences. For this reason, this course 

focuses on the analysis of sentence structure of 

the traditional grammar, which explains how it is 

connected to the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Furthermore, this subject also deals 

with the later development of Transformational 

syntax.

심화
(622)

영미소설의이해와지도
Reading and Teaching of British and American 

Novels

영미소설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골라서 읽고 

감상함으로 영어실력과 함께 문학 작품 감상 능력

을 기르고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감상력과 영어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The course provides opportunities to read the 

major British and American novels and short 

stories, aiming at enhancing students' reading and 

teaching skills through the English novels.

심화
(622)

영미시의이해와지도
Reading and Teaching of British and American 

Poetry

영시 감상에 필요한 기본 운율과 작시법을 살펴본 

뒤, 대표적인 영미시를 감상하고, 중고등학교의 영

어교육 측면에서 영미시의 활용과 지도법을 살펴

본다.

The course surveys the basic versification and 

meter of English poetry and explores the reading 

and teaching method for major British and 

American poems. How to use English poems for 

teaching English to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is discussed.

심화
(532)

영어의미화용론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서양 언어철학의 산물인 의미론은 언어학의 기본 

분야들 가운데 하나로서, 말이나 글의 뜻을 연구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본 강좌는 의미론의 기

본 개념 및 방법론, 그리고 영어를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의미 분석 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

울러 본 강좌는 화용론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인

다. 화용론은 언어사용자들이 그들의 일상 언어를 

매개로 하여 어떻게 의사소통을 수행하는지를 연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introduce the 

outline of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Semantics as the product of Western language 

philosophy focuses on studying meaning of 

‘meaning’ in human language, which is one of 

the basic sub-disciplines of linguistics. For this 

reason, this subject aims to make the students 

understand various semantic concep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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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구하는 학문이며, 의미론적 연구에 그 기반을 두

고 있다.

relevant approaches to meaning determination. 

Furthermore, this subject broadens its perspective 

to the domain of pragmatics, which is based on 

semantic studies and interested in examining how 

ordinary language users produces their utterances 

and performs communication.

심화
(532)

영어의과거와현재 The Past and Present of English

인류의 발달과 함께 알파벳 글자의 창조의 유래를 

설명하고, 영어 발달과정에 대해 공부한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영어의 어원과 유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his subject focuses on study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as‘lingua 

franca’in terms of a diachronic approach. The 

advantage of this study gives the students the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perspectives on how 

Old English (i.e. OE) is connected to 

Contemporary English (CE). Studying this subject 

can also help the students to more clearly 

understand the linguistic connections of the 

literary works which had been written in earlier 

periods and others which appeared in recent age. 

심화
(532)

영미드라마와영어교육
British and American Dramas and English 

Education

최근 방영되는 대표적인 영미드라마를 감상하면서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중고등학

교에서 영어연극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enjoy the British and 

American dramas of the major writers. It also 

covers how to use drama performance for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ing.

실무
(442)

영어과교육과정연구및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eaching English

이 과목은 우리 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

정을 살펴보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학습자 중심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실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s of this course ar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hanges in Korea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nd to develop and practice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which is the main 

focus of the recent curriculum-related research.

실무
(262)

교실영어연습 Practice of Classroom English

이 과목은 예비 교사들에게 정확하고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교육과 학생 관리에 필요한 영어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교실 상황에서 쓰이는 다양한 영어 표현을 학

습하며, 실제로 모의 영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활동을 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equip pre-service 

teachers with the language skills needed for 

accurate, authentic, and practical classroom 

teaching and management in English. It will 

increase pre-service teachers’ confidence in 

their own English, and thus the amount of 

English input that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receive in the classroom.

실무 영어과수업설계및실기 Planning and Practicing English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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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442)

이 과목은 영어과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한 영어과 수업을 설계하고 이

를 직접 실습하여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수업 

운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aims of this course are to plan the English 

classes which reflect various teaching methods 

and to practice them with micro-teaching, in 

order to promote the pre-service English 

teachers’ instructional competence.

실무
(442)

ICT활용영어교육 ICT based English Education

최근 각광받고 있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를 활용

한 영어교육에 대하여 공부하는 과목이다. 멀티미

디어 영어교육에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고 직

접 매체 제작에도 참여한다.

A course focusing on how to apply current 

leading edge technology to teaching English in 

the classroom. Students as a group will learn, 

through cooperative self-study, about the variety 

of software and recording hardware. This will 

allow them to produce multimedia teaching 

material for their future students.

실무
(622)

실무실용영어 Practical English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영어로 말하고, 읽고, 쓰

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권 국가의 문학, 문화, 사회를 소개하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skills in speaking, reading, writing and 

understanding English, and to provide knowledge 

of literature, culture and society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전문
(442)

영어평가의실제 English Language Assessment

다양한 최신 영어 학습 평가 이론을 학습하게, 실

제 중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가 유형

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basic 

principles and current approaches to 

classroom-based assessment of English learners in 

the EFL context. Students will practice designing 

and writing various test items.

전문
(622)

영어교육세미나(1)~(2) Seminars on English Education (1)~(2)

이 과목은 예비 영어교사인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

운 영어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자신

에게 제일 적합한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동시에 한다.

This course is to enable pre-service English 

teachers to develop awareness about teaching 

and about themselves as teachers, and to find 

their own natural and most effective teaching 

styles. Students will be engaged in a wide range 

of practical tasks which they experience as 

learners an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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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특수교육과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열린 마음의 장애학생 교육 전문인

전공능력 장애특성이해능력, 특수교육지도능력,  전문적의사소통능력, 인내와헌신능력

교육목표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특수교사 양성 

◾인간 사랑의 인성을 갖춘 특수교사 양성 

◾현장기반의 실천적 지식을 갖춘 특수교사 양성

교육과정

◾전공비전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이해, 교육과정 지식, 교수·학습전략 실행, 평
가 실행, 교직 실무 능력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함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무적 사례 교육, 현장실무학습을 위한 인턴십 교육, 
지역사회 리빙랩 실무적 활용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경영분야 융합 전문
가 양성 교육

수여학위 중등특수교육학사 / 사회적경제학사(융합전공)

진로분야
및 

자 격 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중등특수교사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

장애인평생교육교사 및 장애
관련 기관 종사자

수화통역사, 미술심리상담사,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장
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보육교사 

발달재활 서비스 기관종사자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행동재활)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장애특성
이해능력

정의
장애의 원인 및 발달 특성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관련 학문과 법규, 최근 이슈 
등 장애 특성 전반에 관하여 이해하는 능력

준거
◾장애의 원인과 발달특성,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하여 안다.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학문 지식, 법규, 최근 이슈 등을 안다.

특수교육

지도능력

정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기술, 행동 교정, 교재 및 교구의 제작과 활용 등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직기술 능력

준거
◾장애학생에 대한 행동수정, 치료교육관련 기술, 교과 지도 등의 역량을 갖춘다.

◾특수교육 제반의 지식을 인지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한다.

전문적

의사소통능력

정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통합교사, 학교 관리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
는 가운데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학교관리자 및 통합교사와 소통하여 장애학생 지원의 행정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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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장애특성이해능력 특수교육지도능력 전문적의사소통능력 인내와헌신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장애특성이해능력 특수교육지도능력 전문적의사소통능력 인내와헌신능력

중등특수교사 ● ● ◐ ●

장애인평생교육교사 
및 장애관련 기관 

종사자
● ◐ ◐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 ◐ ◐ ●

발달재활 서비스  
기관종사자(행동재활)

● ◐ ◐ ●

보조공학사 ●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인내와
헌신능력

정의
장애학생 중심의 교육적 안목과 철학적 관점을 확립하여 그들의 편에 서서 참고 희
생하며 포용하는 능력

준거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견 없는 교육을 실천한다. 

◾특수교육교사로서의 헌신과 희생하는 품성을 지니고 학생을 지도한다.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해

-통합교육관련 지식

-교육과정 및 교수적 수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시행 

-교육적 실천 사례 분석

-열린 마음

-적극적 장애옹호자

-가족중심의 지원 태도

실무

-교수·학습 평가

-교수·학습 설계

-교수방법 지식

-단일대상연구 방법 지식

-교수·학습 계획 및 실행

-교육중재 전략 및 분석

-연구 설계 및 절차 수행

-연구 결과 분석

-장애학생 및 학부모 상담 기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태도

-적극적 지도 및 교수

-연구자 윤리 

-생명존중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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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심화

-보조 공학 관련 지식

-장애 특성에 따른 보조 공학 
-지원 전략 지식

-보편적 설계 지식

-진단평가 실행

-보조 공학 기기 사용

-특수아행동수정 실행

-평가 보고서 작성

-적극적인 정보 수집

-창의적 사고, 융합적 사고

-교육전문가적 태도

-공감적 태도

기초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식

-교수·학습 이론 지식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지식

-수업 평가 지식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기술

-장애 특성에 따른 교수법 기술

-수업 실행 기술

-제도와 정책 운영 계획 분석

-환경, 재정, 인사 전략 수립

-교직 윤리

-수업의 전문적 태도 

-긍정적 학생관

-적극적인 학급 운영 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장애특성
이해능력

특수교육
지도능력

전문적 
의사소통

능력

인내와 
헌신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중등특수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1 4 5

개별화교육계획운영및실제 ○ ● ◐ 1 4 5

특수교육연구방법 ● ○ ◐ 2 3 5

행동재활현장실습 ○ ● ◐ 1 4 5

실무

긍정적행동지원 ◐ ○ ● 4 5 1

보완대체의사소통 ◐ ● ○ 5 3 2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국어⦁수학) ◐ ● ◐ ○ 3 5 2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사회⦁과학) ◐ ● ◐ ○ 3 5 2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 ◐ 2 5 3

행동수정실습 ● ◐ 2 4 4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진로와직업) ◐ ● ◐ ○ 3 5 2

특수교육공학 ○ ● ◐ 2 4 4

행동장애진단및평가 ○ ◐ ● 2 4 4

심화

일상생활행동지원 ◐ ○ ● 3 2 5

특수교육교육과정론 ● ◐ 4 5 1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 ◐ ● 2 3 5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학생교육 ○ ● ◐ 2 3 5

장애학생통합교육론 ◐ ● ○ 3 2 5

학습장애학생교육 ○ ● ◐ 3 5 2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 ● 2 3 5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 ○ ◐ 2 3 5

장애인복지론 ◐ ○ ● ◐ 1 4 5

장애학생교수학습지도 ◐ ● ○ 5 3 2

기초 특수교육학 ● ○ ◐ 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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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장애특성
이해능력

특수교육
지도능력

전문적 
의사소통

능력

인내와 
헌신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장애인의이해 ● ○ ◐ 4 2 4

청소년진로지도와상담 ○ ● ◐ 2 4 4

시각장애학생교육 ● ○ ◐ 4 3 3

자폐성장애학생교육 ● ◐ ○ 4 4 2

지적장애학생교육 ● ◐ ○ 4 3 3

중등특수논리및논술 ◐ ○ ● 4 4 2

청각장애학생교육 ● ○ ◐ 4 4 2

지체장애학생교육 ◐ ● ○ 4 4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장애특성이해능력 특수교육지도능력 전문적의사소통능력 인내와헌신능력

중등

특수교사

(S)

전문

특수교육연구방법 개별화교육계획운영및
실제

중등특수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필]

실무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
및평가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
론(국어⦁수학)[필]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
론(사회⦁과학)[필]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
론(진로와직업)[필]

보완대체의사소통

긍정적행동지원

심화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
애학생교육

장애학생교수학습지도

학습장애학생교육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인복지론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기초

시각장애학생교육[필]

자폐성장애학생교육
[필]

특수교육학

장애인의이해

지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초]

중등특수논리및논술
[초] 

장애인평
생교육교

전문
행동재활현장실습 중등특수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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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장애특성이해능력 특수교육지도능력 전문적의사소통능력 인내와헌신능력

사 및 장
애관련 기
관 종사자

(L)

실무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
및평가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
론(국어⦁수학)[필]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
론(사회⦁과학)[필]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
론(진로와직업)[필]

특수교육공학

긍정적행동지원

심화

중도·중복장애학생교
육

학습장애학생교육 장애인복지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일상생활행동지원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기초

시각장애학생교육[필]

자폐성장애학생교육
[필]

특수교육학

장애인의이해

지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초]

중등특수논리및논술
[초]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C)

전문
개별화교육계획운영및
실제

중등특수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필]

실무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
및평가

행동수정실습

심화

학습장애학생교육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일상생활행동지원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기초

시각장애학생교육[필]

자폐성장애학생교육
[필]

특수교육학

장애인의이해

지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중등특수논리및논술
[초]

발달재활

서비스 기
관종사자

전문

특수교육연구방법 개별화교육계획운영및
실제

행동재활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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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장애특성이해능력 특수교육지도능력 전문적의사소통능력 인내와헌신능력

(행동재활)

(B)

실무
보완대체의사소통

행동수정실습

긍정적행동지원 행동장애진단및평가

심화

중도·중복장애학생교
육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
애학생교육

장애인복지론 일상생활행동지원

정서·행동장애학생교
육

기초

시각장애학생교육[필]

자폐성장애학생교육
[필]

특수교육학

장애인의이해

지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중등특수논리및논술
[초]

보조

공학사

(A)

전문

실무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
및평가

보완대체의사소통

특수교육공학

행동장애진단및평가

심화
중도·중복장애학생교
육

장애인복지론 일상생활행동지원

기초

시각장애학생교육[필]

특수교육학

장애인의이해

지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초]

중등특수논리및논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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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교직 실무 
능력 전문 중등특수교과교재연구및지도

법(SLC)

개별화교육계획운영및실제(SCB)

특수교육연구방법(SB)

행동재활현장실습(LB)

평가·실행 실무
긍정적행동지원(SLB)

보완대체의사소통(SBA)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국
어⦁수학)(SL)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S
LCA)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사회⦁과학)(SL)

행동수정실습(CB)

특수교육공학(LA)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진로와
직업)(SL)

행동장애진단및평가(BA)

교수·학습 
전략 실행
교육과정 

지식

심화

일상생활행동지원(LCBA)

특수교육교육과정론(SL)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학

생교육(SB)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SL

CB)

장애학생통합교육론(SLC)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SLC)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SLBA)

학습장애학생교육(SLC)

장애학생교수학습지도(SL)

장애인복지론(SLBA)

장애학생과 
현장의 이해 기초

지적장애학생교육(SLCBA)

시각장애학생교육(SLCBA)

자폐성장애학생교육(SCB)

특수교육학(SLCBA)

장애인의이해(SLCBA)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SL
CBA)

청각장애학생교육(SLCBA)

지체장애학생교육(SLCA)

중등특수논리및논술(SLCB
A)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S) 중등특수교사 (L) 장애인평생교육교사 및 장애관련 기관 종사자 (C) 장애영유아보육
교사 (B)발달재활서비스 기관종사자 (A)보조공학사

비
교
과

◾동계 특수교육 전공기
초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어기초반

◾Wellness 리빙랩 프로
그램

◾학교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Ⅰ

◾미술심리상담사 3급 과
정

◾Wellness 장애 학생 신
체 역량 향상 프로그램 
Ⅰ(호신술 자격증)

◾학교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Ⅱ

◾현장역량강화를 위한 
수업시연 대회

◾미술심리상담사 2급 과
정

◾Wellness 신체 역량 향
상 프로그램 Ⅱ(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학교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사제동행 특강Ⅲ

◾임용고시 모의고사 첨
삭 특강

◾현장역량강화를 위한 
수업시연 대회

◾봉사활동 수어동아리 운영(손짓누리)

◾취업동아리 운영(취업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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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2 - 전공기초 6학점 이수

전필 24 1-4 - 전필 24학점 + 전선 21학점 = 45학점

 (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과목 8학점 이상, 특수교육 교

육과정(기본교육과정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전선 21 1-4

표시과목 38 2-4

교     직 22 1-4

- 교직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 교직소양 4학점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합격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시험(총 5과목/ 각 과목당 80점 이상 합격)

졸업 이수학점 130

※ 우리 대학 전공교과목 개설 단위가 3학점이므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시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평균성

적 80점 이상)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한 자격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 교직 복수전공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타 전공 교직이수 자격자가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기본과정(전필 24 + 전선 21) 이수

- 졸업자격(논문) 충족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준의 표시과목 충족

■ 융합전공: 사회적경제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

①

참여전공
이수학점

②

기타 
이수학점
(①&②)

비고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 전필  3학점
- 전선 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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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합전공 신설 교과목: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사회적경제인턴쉽, 리빙랩프로젝트, 사회적경제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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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선 12603 특수교육학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3 3 기초 4 2 4

전선 14873 장애인의이해
Understand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3 3 기초 4 2 4

2

기초 14991 청소년진로지도와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3 3 기초 2 4 4

전필 15429 시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3 3 기초 4 3 3

전필 15526 자폐성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3 3 기초 4 4 2

전선 15430 지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3 3 기초 4 3 3

전선 15917 일상생활행동지원 Supports of Life Skills 3 3 심화 3 2 5

2

1

기초 16182 중등특수논리및논술
critical writing for secondary 
special education

3 3 기초 4 4 2

전필 13819 특수교육교육과정론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3 3 심화 4 5 1

전선 15652 청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3 3 기초 4 4 2

전선 15850 긍정적행동지원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3 3 실무 4 5 1

전선 16184 보완대체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3 3 실무 5 3 2

2

전필 15654 지체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3 3 기초 4 4 2

전필 00000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국어⦁수
학)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Language·Mathemat
ics)

3 3 실무 3 5 2

전선 15918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3 3 심화 2 3 5

전선 1618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3 3 심화 2 3 5

3

1

전필 00000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사회⦁과
학)

Special Education Basic 
C u r r i c u l u m ( S o c i a l 
Studies·Science)

3 3 실무 3 5 2

전선 13087 장애학생통합교육론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3 3 심화 3 2 5

전선 15653 학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3 3 심화 3 5 2

전선 15922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Assessment and Evalu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3 3 실무 2 5 3

2
전필 13091 중등특수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i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3 3 전문 1 4 5

전선 15916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3 3 심화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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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과목은 2021학년도 신입생 기준 해당 학년/학기에 신설 예정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Communication Disorders

전선 15921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3 3 심화 2 3 5

전선 00000 행동수정실습 Behavior Modification Practicum 3 3 실무 2 4 4

4

1

전필 00000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진로와직
업)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Career and Vocation)

3 3 실무 3 5 2

전선 13494 개별화교육계획운영및실제
Implementation and Practice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3 3 전문 1 4 5

전선 16181 특수교육공학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3 3 실무 2 4 4

전선 00000  행동장애진단및평가
Assessment and Evaluation for 
Students With Behavioral 
Disorders

3 3 실무 2 4 4

2

전선 13496 특수교육연구방법
Research Methods in Special 
Education

3 3 전문 2 3 5

전선 00000 장애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3 3 심화 1 4 5

전선 00000 장애학생교수학습지도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행동재활현장실습
Behavior Rehabilitation 
Practicum

3 3 전문 1 4 5

논문 05139 논문 Thesis p(0) - 전문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44)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교사가 갖추어야 할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다양

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한

다. 이를 위에 청소년 지도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

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도

능력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자기성

장을 돕는 상담이론을 고찰하고, 각각의 상담기법

에 기초한 상담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상담의 기술

을 익힌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each teacher's ability 

by learning various theories on guidance 

counselling. This study program will explor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al counselling 

situation, thereby equipping students with the skills 

needed to pursue their chosen voc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 in their 

personal development as well as providing them 

with the problem-solving skills necessary to 

achieve success in the field. As providing stated 

counselling theory and Adolescent Guidance 

techniques will be tools necessary to achieve the 

course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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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42)

중등특수논리및논술 Critical writing for secondary special education

예비 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된 주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고, 교육 현장에서 논

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

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student's writing 

skill by approaching deeply to the educational 

issue and to grow the competence of writing 

instruction at secondary school.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33)

시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시각장애 학생의 정의와 원인 및 특성을 이해하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수 전략을 습득한

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cause,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appropriate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기초
(442)

자폐성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자폐성장애 학생의 정의 및 인지 언어, 사회·정서

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육적 원리를 탐구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cognitive, 

language, social-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ppropriate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심화
(451)

특수교육교육과정론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전반적 인 특

성과 각 교과별 목표, 내용,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의 변화에 따른 장애학생 활동 및 참여 중심의 최

신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방법이 포함되는 내용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opportunities to 

develop and manage contents that focus on 

activit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latest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and evaluation 

methods. These approaches are based on the 

chang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special schools’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educational goals for each 

subject area, contents, curriculum, and educational 

policies.

기초
(442)

지체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체장애의 개념과 특성, 진단 및 평가, 교수 전략 

수립, 효율적인 교수방법 등을 습득하여 지체장애

의 교육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역량을 기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diagnosis, assessments,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effective instructional 

methods for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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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ppropriate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실무
(352)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국어⦁수학)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Language·Mathematics)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 국어와 수학을 이해하고, 

장애학생의 특성 및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고 적용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language 

and mathematics in the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 and the curriculum is reorganized 

and appl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실무
(352)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사회⦁과학)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Social 

Studies·Science)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 사회와 과학을 이해하고, 

장애학생의 특성 및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고 적용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social 

studies and science in the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 and the curriculum is 

reorganized and appl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전문
(145)

중등특수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in Secondary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 현장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문제기반학

습 방법을 활용한 중등특수교과교재연구를 진행하

고,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모의수업을 실시한

다. 이를 통해 교직 인성과 적성에 대한 지식 및 

실천방법을 향상한다. 

Students learn about methods of the cours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econdary schools. 

Students make a learning plan considering subject 

contents for different types of disabilities. After 

this, students discuss about the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for each student with disabilities.

실무
(352)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론(진로와직업)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Career and 

Vocation)

특수교육기본교육과정 진로와 직업을 이해하고, 

장애학생의 특성 및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고 적용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career and 

vocation in the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 and the curriculum is reorganized 

and appl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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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424)

특수교육학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장애유형별 특성 및 지도 방안에 대해 학습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발달 특성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탐구한다.

This course provides basic understanding on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disabilities and 

instructional plans. This course also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about students with divers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ose with 

disabilities and to study on supports for them.

기초
(424)

장애인의이해 Understand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쟁점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해 이해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dentify various issues and 

trends of special education field, understand diverse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develop a capacity to effectively support them.

기초
(433)

지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지적장애의 유형 및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

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types, 

characteristics, diagnosis and assessment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basic knowledge and skills to 

develo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IEPs).

심화
(325)

일상생활행동지원 Supports of Life Skills

일상생활 행동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고, 장애학

생의 일상생활 능력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효율적인 일

상생활 행동지원 방법과 사례를 공부하여 실제 교

육환경에 적용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life skill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various tools for diagnosis and 

assessment.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methods 

and examples of effective life skills supports that can 

be used in the actual educational environments.

기초
(442)

청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청각장애 학생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수 전략을 습득한

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ppropriate principles of education.

실무
(451)

긍정적행동지원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행동장애 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을 탐색하

는 교과목으로, 문제행동의 기능평가와 가설설정에 

따른 검증을 통해 문제행동 예방, 규칙 제정과 적

용, 선행사건, 배경사건 중재를 적용하고 대체행동 

교수, 후속결과 중재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plore the basic 

principle of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pply prevention of problem 

behavior, rule making and application, antecedent 

and background intervention through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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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assessment. Students will learn about alternative 

behavior instructions and consequence interventions.

실무
(532)

보완대체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과정, 평가, 중재에 대해 

알아보고,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중재의 구체적

인 기법과 장애학생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중재의 내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plore the process,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and the specific 

implementation techniqu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심화
(235)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학습상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최근의 교육적 원리

를 탐색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academ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recent and appropriate principles 

of 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심화
(235)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생의 조기발견과 중재 

방법에 대해 학습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

한 평가 수행 및 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행동재활 

계획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conduct an 

assessment with a good understanding of studen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ADHD) 

through early detection and provision of 

appropriate interventions, and apply a variety of 

behavioral rehabilitation plans tailored to the 

students. 

심화
(325)

장애학생통합교육론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

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통합교육 

모형을 모색한다. 각 장애영역별 통합교육 시행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각 학생에 적합한 통합교육 

방법을 탐색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inclusive education model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plore appropriate inclusive 

education models in Korea's situations and 

appropriate inclusive education methods for 

individual students based on features of inclusive 

education enactments.

심화
(352)

학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학습장애 학생의 정의와 원인 및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수 전략을 습득한

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cause,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appropriate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실무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Assessment and Evalu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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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253)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

경과 진단과 평가에 이용되는 검사도구의 특성 및 

사용법에 대해 학습하여, 진단평가에 적용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learn about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proces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understand 

the testing tools’characteristics used for assessment 

and evaluation, and implement testing usages. 

심화
(235)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언어발달과 발성-발어기관의 원리를 탐색하고, 의

사소통장애학생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

통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을 습

득하여 교육현장에서 적용하는 역량을 기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plore the principles of 

language development and speech organs and understand 

languag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nd acquire the teaching-learning method to 

b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pply these skills in education field.

심화
(235)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육적 원리를 탐

구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investigate appropriate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실무
(244)

행동수정실습 Behavior Modification Practicum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의 수정을 위한 행동수정 이

론, 학습원칙, 자료수집과 그래프 작성, 단일대상연

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관찰과 임상실습을 겸하여 학습한다.

Students learn about the theory of behavior modifi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learning principles, data 

collection, drawing up graph and making a report. This 

course execute through direct monitor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practicum. 

전문
(145)

개별화교육계획운영및실제
Implementation and Practice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예비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현장에서 작성해야 할 법

적 문서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요소

를 자기 주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실

습을 통해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특수교

육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현장중심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보고, 가

상으로 교육방법 및 평가를 운영한다. 인성교육 지

도역량 강화 관련 내용의 모의수업을 진행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philosophical 

foundations, procedures, and methods of 

Individualized Eduction Plans(IEPs) for the 

field-based implement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EPs and have clinical training after 

developing IEPs’ teaching·learning lesson pla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실무
(244)

특수교육공학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각 장애영역별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 공학

적 접근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 현

This course consists of the knowledge and technical 

intelligence needed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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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장에서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탐구한다. environment such as life instrument, assistive device 

for rehabilitation, convenient facilities and other socal 

environment. Also this course provide the experience 

on the usage of assistive technology.

실무
(244)

행동장애진단및평가
Assessment and Evaluation for Students With 

Behavioral Disorders

행동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요구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dentify various assessment 

and evaluation for students with behavioral disorders 

steps, and develop behavior support plan. 

전문
(235)

특수교육연구방법 Research Methods in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들에 대

해 학습한다. 연구주제 선정, 연구방법, 결과 작성, 

분석 및 논의의 단계로 이어지는 연구절차를 익힌다. 

This course provides a fundamental knowledge 

about research method including planning and 

execution of research. 

심화
(145)

장애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 개념 및 정의,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장애이론 등 장애관련 기초 지식을 습득

하고, 장애유형별 특성, 생애주기 접근, 가족 및 성 

등 장애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장애에 대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장애관련 법 

및 정책, 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등 국내 장애인

복지 제반 요소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disability, ideology and 

development of disability welfare. In addition,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ability such as disability type, life span approach, 

family and gender.

심화
(532)

장애학생교수학습지도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현장 역량 강화 중심의 장애학생에 대한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읽기, 쓰기, 수학학습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과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학습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concepts,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definitiv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is course is to develop 

and implement curriculum, student activiti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educational policies, participant-centered 

teaching-learning models, and testing methods.

전문
(145)

행동재활현장실습 Behavior Rehabilitation Practicum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행동장애학생의 지원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고취하고 습득한 이론

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and apply the 

theoretical knowledge through the field training 

curriculum as a behavior support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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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교육과(Dep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인성과 지성을 겸비하여 중등 한문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전문가

전공능력 한문 번역과 이해 능력, 교과 전문 역량, 한문고전에 기반한 융복합 창의역량

교육목표

한문교육과는 한문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심화된 이해, 비판적 성찰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교사

상을 바탕으로 중등교육 현장을 선도하는 한문 교사와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문화컨텐츠 개발

을 이끌어갈 한문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중등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역량을 갖춘 한문 교육 전문가(specialist)를 육성하

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중등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인성 인문 교육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한문고전의 현대화를 이끌어 갈 고전번역가를 육성하여 미래 문화를 창조하는 차별화된 교

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문학사 (Bachelor of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한문

교육

중등교원
중등학교 정교사 2급(한문), 한자급수자격증, 한자지도사자격증, 독서지도사

자격증, 한국사능력자격증, HSK(중국어) 등

교수, 연

구원

석·박사 학위, 한자급수자격증, 중등학교 정교사 2급(한문), 독서지도사자격

증 등

한문고전번역 한자급수자격증, 독서지도사자격증, HSK 등

언론

‧
출판

‧
문화

언론(기자, 

PD, 작가)

한자급수자격증, 한자지도사자격증, TOPIK(한국어능력자격증), HSK, 한국사

능력자격증, TOEIC‧TOEFL, 컴퓨터능력자격증 등

출판(작가, 

출판인)

한자급수자격증, 한자지도사자격증, TOPIK(한국어능력자격증), HSK, 컴퓨터

능력자격증, 전자출판기능사, TOEIC‧TOEFL 등
문화예술

( 학 예 사 , 

큐레이터)

석·박사 학위, 정학예사 자격증, 한자급수자격증, 한자지도사자격증, HSK, T

OEIC‧TOEFL, 컴퓨터능력자격증 등

문화컨텐

츠 개발자

한자급수자격증, 한자지도사자격증, 독서지도사자격증, TOPIK(한국어능력자

격증), HSK, TOEIC‧TOEFL, 컴퓨터능력자격증, 한국사능력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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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한문 번역과 이해 능력 교과 전문 역량

한문고전에 기반한 융복합 

창의역량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한문 번역과 

이해 능력

정의
한문 텍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한문 텍스트에 담긴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재
생할 수 있는 능력

준거

◾한문으로 된 고전 텍스트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

◾한문고전 텍스트에 담긴 핵심적 사유를 파악하고 오늘날의 가치로 되살릴 수 있
다.

교과 전문 역량

정의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구현하는 능력

준거
◾한문교과에 대한 전공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한다.

◾한문텍스트에 담긴 인성적 가치를 교육현장에 적용한다.

한문고전에 

기반한 융복합 

창의역량

정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문화컨텐츠 개발 능력

준거
◾한문 전공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서물,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산출한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을 품격있는 문화자원으로 개발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한문 번역과 이해 능력 교과 전문 역량

한문고전에 기반한 융복합 

창의역량

한문교육 ● ● ◐

한문고전번역 ● ○ ◐

언론‧출판‧문화 ◐ ○ ●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문화 컨텐츠 창조적 기획, 

전공의 융복합적 활용, 

한문텍스트의 비평적 이해

한문텍스트 분석, 비평, 감상, 

문화 컨텐츠 기획

논리적 비판적 사고, 창의적 

도전, 직무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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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실무
교육과정 평가 분석, 

교육현장 소통 능력

한문교과 수업 진행, 평가 

관리, 교재 분석, 원전 정리 

및 번역 실무

능동적 참여와 협업, 직무 

책임감

심화
사상사 이해, 문학사 이해, 

문체와 장르의 이해

한문 독해와 이해, 한문 번역 

이론
자기 주도 학습, 비판적 성찰

기초
한문기초지식, 공구서의 

활용, 한자 한문의 이해
자료 검색 및 정보활용 능력

적극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한문 번역과 

이해 능력

교과 전문 

역량

한문고전에 

기반한 융복합 

창의역량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한중문학교류사 ○ ◐ ● 4 4 2

중국한시선독 ● ● ◐ 4 4 2

역사문헌선독 ● ● ◐ 5 3 2

경전강독 ● ● ◐ 4 4 2

경학사상지도론 ◐ ● ◐ 4 4 2

한문학비평 ◐ ◐ ● 4 3 3

제자선독 ● ◐ ◐ 5 2 3

한국인성교육론 ○ ● ◐ 4 3 3

한국시화 ◐ ○ ● 4 3 3

한국근대산문선독 ● ◐ ◐ 4 3 3

한국고대산문선독 ● ◐ ◐ 4 3 3

실무

디지털시대의한문번역 ● ○ ◐ 3 4 3

한문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3 4 3

한문교과교육론 ○ ● ◐ 4 3 3

한문과교육과정및수업론 ○ ● ◐ 3 4 3

한문논리및논술 ◐ ● ◐ 3 4 3

백화문선독 ◐ ◐ ● 4 2 4

심화

한시선독 ● ◐ ● 4 3 3

조선한문학사 ● ◐ ● 5 2 3

한문학사 ● ● ◐ 5 3 2

중용강독 ● ● ◐ 4 3 3

경서강독 ● ● ◐ 5 3 2

한문소설선독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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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한문 번역과 

이해 능력

교과 전문 

역량

한문고전에 

기반한 융복합 

창의역량

지식
(K)

기술
(S)

태도
(A)

역대산문선독 ● ● ◐ 5 3 2

기초

문자학개론 ● ◐ ○ 5 3 2

한문독해입문 ● ◐ ○ 5 2 3

한문학개론 ◐ ● ◐ 5 2 3

기초한문 ● ◐ ○ 5 2 3

한문고사성어의이해 ◐ ● ● 4 3 3

한문문법 ◐ ● ○ 4 3 3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 ● ◐ 2 4 4

한문교과기초논술 ◐ ● ◐ 4 4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한문 번역과 이해 능력 교과 전문 역량 한문고전에 기반한 융복합 

창의역량

한문교육

전문

중국한시선독
역사문헌선독
한국근대산문선독
한국고대산문선독
경전강독
제자선독

경학사상지도론
한국인성교육론

한문학비평
한국시화
한중문학교류사

실무

디지털시대의한문번역 한문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필]
한문교과교육론[필]
한문과교육과정및수업론
한문논리및논술[필]

백화문선독

심화

한시선독[필]
역대산문선독[필]
한문소설선독[필]
경서강독[필]

한문학사[필]
중용강독

조선한문학사

기초

기초한문[필]
한문독해입문[필]
문자학개론

한문학개론[필]
한문문법[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초]
한문교과기초논술[초]

한문고사성어의이해

한문
고전번역

전문

중국한시선독
역사문헌선독
경전강독
한국근대산문선독
한국고대산문선독
제자선독

경학사상지도론
한국인성교육론

한국시화
한문학비평
한중문학교류사

실무

디지털시대의한문번역 한문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필]
한문과교육과정및수업론
한문논리및논술[필]

백화문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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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한문 번역과 이해 능력 교과 전문 역량 한문고전에 기반한 융복합 

창의역량

한문교과교육론[필]

심화

한시선독[필]
역대산문선독[필]
한문소설선독[필]
경서강독[필]
한문학사[필]

중용강독 조선한문학사

기초

문자학개론
기초한문[필]
한문독해입문[필]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초]
한문교과기초논술[초]
한문학개론[필]
한문문법[필]

한문고사성어의이해

언론‧
출판‧
문화

전문

중국한시선독
역사문헌선독
경전강독
한국근대산문선독
한국고대산문선독
제자선독

경학사상지도론
한국인성교육론

한국시화
한중문학교류사
한문학비평

실무

디지털시대의한문번역 한문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필]
한문과교육과정및수업론
한문교과교육론[필]
한문논리및논술[필]

백화문선독

심화

한시선독[필]
역대산문선독[필]
한문소설선독[필]
경서강독[필]
한문학사[필]

중용강독 조선한문학사

기초

기초한문[필]
한문독해입문[필]
문자학개론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초]
한문교과기초논술[초]
한문학개론[필]
한문문법[필]

한문고사성어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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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창조적 기획
비판적 종합
논리적 이해

전문

한중문학교류사(G)
중국한시선독(G)
역사문헌선독(G)
경전강독(G)
경학사상지도론(G)

한문학비평(G)
제자선독(G)
한국인성교육론(G)
한국시화(G)
한국근대산문선독(G)
한국고대산문선독(G)

교육과정 평가 분석
교육현장 소통 능력
전공 지식 현장 활용

실무

백화문선독(G) 디지털시대의한문번역(G)
한문교과교재연구및지도
법(G)
한문교과교육론(G)

한문과교육과정및수업론(G)
한문논리및논술(G)

사상사 이해
문학사 이해

문체와 장르의 이해
심화

한시선독(G)
조선한문학사(G)
한문학사(G)
중용강독(G)
경서강독(G)

한문소설선독(G)
역대산문선독(G)

한문기초지식
공구서의 활용

한자 한문의 이해
기초

문자학개론(G)
한문독해입문(G)
한문학개론(G)
기초한문(G)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G)

한문고사성어의이해(G)
한문문법(G)
한문교과기초논술(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공통교과   (E)한문교육   (T)한문고전번역   (C)언론·출판·문화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서당 몰입교육

◾학과 맞춤형 
취업교육

◾서당 몰입교육

◾훈장골인성아카데미

◾학과 맞춤형 
취업교육

◾서당 몰입교육

◾훈장골인성아카데미

◾학과 맞춤형 
취업교육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사후평가

◾훈장골인성아카데미

학술제, 체육대회, 사제동행특강, 선후배간 정규교과 학습모임, 학술답사
수업 외 전공심화 학습모임, 졸업생 선배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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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2 - 전공기초 6학점이수

전필 36 1~4
- 전공 57학점(전필 36 + 전선 21) 
   (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전선 21 1~4

교직 24 1~4

- 교직 24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 교직소양 6학점 + 학교현장실
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합격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졸업자격(논문) P 4 - 졸업논문

 졸업 이수학점  130  

※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시 한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부여함(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직 복수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타 학과 교직이수 자격자가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전필 36학점 + 전선 21학점 = 57학점 이수 

  (기본이수 영역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졸업논문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전필 10594 기초한문 Basic course of Chinese classics 3 3 기초 5 2 3
전필 10616　한문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classics 3 3 기초 5 2 3

2
전필 10617 한문독해입문 Basic know-how of reading introduction 3 3 기초 5 2 3
전선 13094　문자학개론 Introduction to character of Chinese letters 3 3 기초 5 3 2

기초 14991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3 3 기초 2 4 4

2

1

전필 14875 경서강독 Confucian classics : Analects of Confucius 3 3 심화 5 3 2

전필 12876　한문학사 History of Sino-Korean Literature 3 3 심화 5 3 2

전선 11917　한문고사성어의 이해
Introduction to Chinese instructive 
phrases from ancient happenings

3 3 기초 4 3 3

기초 16185 한문교과기초논술
Basic Writing on the subjects of Chinese 
classics

3 3 기초 4 4 2

2

전필 06994 한문문법 Chinese Classics Grammar 3 3 기초 4 3 3

전필 05703 한시선독 Reading select Poetry 3 3 심화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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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전공능력 직무수준(기초, 심화, 실무, 전문),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전선 12679 백화문선독
Reading in selection from the works of 
modern chinese

3 3 실무 4 2 4

전선 14607 조선한문학사 History of Literature in the Joseon Dynasty 3 3 심화 5 2 3

전선 14608 중용강독 Reading the confucian classics Joong-yong 3 3 심화 4 3 3

3

1

전필 08084 한문교과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classical chinese 
instruction

3 3 실무 4 3 3

전필 13096 역대산문선독 Selective Reading of Chinese Prose 3 3 심화 5 3 2

전선 15924 역사문헌선독 Reading select Sino-korean history 3 3 전문 5 3 2
전선 15920 경학사상지도론 Reading the Confucian classics 3 3 전문 4 4 2

전선 12877 중국한시선독 Reading select Chinese Poetry 3 3 전문 4 4 2

2

전필 08388 한문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Research & teaching method of Chinese 
classics' instruction books

3 3 실무 3 4 3

전필 10398 한문소설선독 Reading classical Chinese novels 3 3 심화 4 4 2

전선 15919 경전강독 Confucian classics : The works of Mencius 3 3 전문 4 4 2

전선 15925 한중문학교류사
Exchange history of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3 3 전문 4 4 2

전선 15923 디지털시대의한문번역
Training of translating Chinese into 
Korean in Digital Environment

3 3 실무 3 4 3

4

1

전필 13501 한문논리및논술
Critical writing on the subjects of 
Chinese classics

3 3 실무 3 4 3

전선 10399 한문고대산문선독
Selective Reading the ancient Chinese 
proses of Korea

3 3 전문 4 3 3

전선 05022 제자선독 Reading in all classes of philosophers 3 3 전문 5 2 3
전선 05024 한문학비평 Criticism o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3 3 전문 4 3 3

2

전선 13097 한문과교육과정및수업론 Curriculum & Instruction in Chinese classics 3 3 실무 3 4 3
전선 15655 한국인성교육론 Korean humanistic education theory 3 3 전문 4 3 3

전선 10401 한국시화
Analytic storics about the Chinese poetry 
of korea

3 3 전문 4 3 3

전선 13440 한국근대산문선독
Selective Reading the Chinese proses of 
Joseon dynasty

3 0 전문 4 3 3

논문 05139　논문 Thesis P - 전문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42)

한문교과기초논술 Basic Writing on the subjects of Chinese classics

예비 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된 주제

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분

명히 밝히는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고, 교육 현장에

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

적이 있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student's writing 

skill by approaching deeply to the educational 

issue and to grow the competence of writing 

instruction at secondary school.

기초
(244)

청소년진로지도및상담 Adolescent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교사가 갖추어야 할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다양

한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한

다. 이를 위에 청소년 지도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

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도

This course aims to improve each teacher's ability 

by learning various theories on guidance 

counselling. This study program will explor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al coun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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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필수

능력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자기성

장을 돕는 상담이론을 고찰하고, 각각의 상담기법

에 기초한 상담기법을 이용하여 청소년상담의 기

술을 익힌다. 

situation, thereby equipping students with the 

skills needed to pursue their chosen vocation. In 

addition,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 in their 

personal development as well as providing them 

with the problem-solving skills necessary to 

achieve success in the field. As providing stated 

counselling theory and Adolescent Guidance 

techniques will be tools necessary to achieve the 

course objective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23)

기초한문 Basic course of Chinese classics

한문학의 기초는 운문과 산문으로 대별되는 바, 운

문과 산문의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그 유형의 문장

에 대한 독해를 증진하고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The basic course of Chinese classics are classified 

into verse and prose. The man who majors in 

Chinese classics should understand them at first. 

This study course has the purpose to let freshmen 

understand many styles of literatures and increase 

their comprehensive faculty.

기초
(523)

한문독해입문 Basic know-how of reading introduction

한문학 기초를 쌓기 위해 전통 교육에서 아동용 

교재를 선정 강의한다. 한자의 쓰기와, 뜻풀이 등 

기초 학습 뿐 아니라 전통사회의 사회구조, 생활습

관, 학문태도 등을 이해토록 한다.

In order to gain the basic know-how of reading 

comprehension, students study traditional essential 

books. They study not only writing reading 

translating but also traditional custom life and 

ancestor's learning attitudes.

기초
(523)

한문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classics

한문을 학습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상식과 

이론을 습득한다. 한문학의 범위와 학습대상, 시대

별 문학의 업적, 사상, 특징, 문학의 여러 형태, 대

표 인무로가 명작, 이들이 후세에 미친 영향 등 한

문학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The students who major in Chinese have to study 

all kinds of essential theories about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subjects and topics 

which to study are the history of language & 

literature. literary works minds,. characters. styles 

and representative writers in every period and so 

on.

심화
(532)

경서강독 Confucian classics : Analects of Confucius

논어는 공자의 언행을 담은 유일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동양사상 속의 중심고리로 철

학적 사상사적 문학적인 가치와 고대사회의 정치경

제 윤리도덕의 틀로써의 영향이 크다. 이에 논어의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하여 공자의 사상을 이해한다.

The analects of Confucius(Non-eo) is the book 

which contains Confucius' philosophy. This is the 

ethic book which teaches us Confucianism and 

moral practice. Students can understand 

Confucianism through learning it.

심화
(532)

한문학사 History of Sino-Korean Literature

한문학 도입기부터 고려 말까지를 대상으로 한국 This class focuses on the Korean ancient clas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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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한문학의 발달 및 제반 문학 양식을 이해한다. 특

히 주요 작가 작품 및 문학사 현상을 史的으로 이

해하게 하되, 중국 고전에 대한 한국한문학의 독자

성에 주목해 학습한다.

chinese from GoJoseon to Goryeo, an ancient 

Korean state(918~1392). Students learn and study 

the originality of Sino-Korean Literature.

기초
(433)

한문문법 Chinese Classics Grammar

 한문의 일반적이고 특수한 문장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어떤 문장에나 적용,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한문문법이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문법이나 영문법에 비추어 강의한다.

This subject is to let the learn and understand the 

structures of classical Chinese sentences, through 

teaching Chinese grammar. The students can brings up 

the ability to analysis and understand any sentence.

심화
(433)

한시선독 Reading select Poetry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한국의 한시를 선별

하여 읽어 한시에 대한 기본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한국 한시 교수법을 배운다.

Students improve basic reading and comprehension 

skill in select Sino-Korean Poetry transmitted from 

three nations and learn to teach Sino-Korean 

Poetry.

심화
(532)

역대산문선독 Selective Reading of Chinese Prose

고전 산문은 역사, 철학, 개인서정을 두루 포괄하

는 심미 영역이다. 중국의 고전 명문을 정선하여 

열독하는 가운데 독해능력을 신장하고, 산문의 미

적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

른다.

Classical prose is an aesthetic area encompassing 

history, philosophy, and personal lyricism. It 

improves reading ability while reading Chinese 

classical texts in earnest, and develops the ability 

to extract, analyze and appreciate the aesthetic 

elements of prose.

심화
(442)

한문소설선독 Reading classical Chinese novels

한문소설의 발생과 내용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한문

소설 중에서 김시습의 작품과 박지원의 작품을 뽑아 

원문을 강독함으로써 한문소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

다.

Students study the character of classical Chinese 

novels, and study the great Chinese novel works 

of successive dynasties.

실무
(433)

한문교과교육론 Educational theory of classical chinese instruction

 본 교과는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현장교육

을 담당함에 있어 한문교과와 한문교육 현상에 대

한 분석과 반성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

고 교사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This study course is pre-exercise for students 

who will be teachers in the future. In order to 

solve problem and cultivate teacher's ability, 

students study how to teach Chinese subjects.

실무
(343)

한문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Research & teaching method of Chinese classics' 

instruction books

본 교과는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의 한문 학습내

용을 학습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

여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습지도 할 수 있도

록 하는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lesson is to provide students 

with researching and teaching methods in all kinds 

of Chinese classics, Students study methods to 

research and teach Chinese subjects.

실무
(343)

한문논리및논술 Critical writing on the subjects of Chinese classics

한문학습을 충실히 하고 좋은 연구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논술교과에 의한 학습이 필요하다. 

한문학 전 분야의 각종 사안에 대해 논제를 설정

The students need the writing exercise in order to 

deeply understand their subjects and make out a 

good research report. In this class, students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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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하는 방법, 작품 분석법, 주제에 따른 논리적인 서

술방법 등을 습득한다.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력을 

제고하여 한문학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도

록 한다.

how to establish the topic about all kinds of 

writing subject, how to analyze the works, and 

how to write the paper corresponded with the 

topic. A logical view and analysis makes us far 

better understand and study Chinese classic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32)

문자학개론 Introduction to character of Chinese letters

한자의 자의적 원리와 구조를 파악하여 한자 어휘

의 근본적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른다.

Students learn and understand the character of 

Chinese letters, the development process of 

letters' styles, and the structure principle of every 

letter. In addition, they learn how to use the 

principle in studying and writing Chinese letters.

기초
(433)

한문고사성어의이해
Introduction to Chinese instructive phrases from 

ancient happenings

한문의 문장에는 많은 고사성어가 인용되므로 고

사성어의 이해는 한문학습의 필수사항이다. 고사성

어는 고대에 일어났던 사실에는 비롯되어 만들어

진 간결한 어구로 많은 의미를 함축한 짧은 표현

들이다. 고사의 원전을 통해서 고사성어가 발생한 

실상을 살피고, 많은 고사성어를 습득하여 한문 실

력을 배양한다.

There are lots of phrases(idioms) from ancient 

happenings in Chinese classical sentences, So it is 

inevitable to study and understand the idioms 

from ancient happenings. The idioms, as 

instructive phrases, are neat expressions which 

include deep and profound significances. Students 

can learn much more Chinese. 

심화
(433)

중용강독 Reading the confucian classics Joong-yong

중용은 유가의 심학을 전수한 교재로써 천인의 관

계와 도덕의 실천방안으로 사서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경전이다.

Joong-yong is one of the Four-books. It is the 

text book which teaches us internal mind and 

moral practice. Students need to read the book in 

order to understand Confucian thought.

실무
(424)

백화문선독
Reading in selection from the works of modern 

chinese

현대 한어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함으로써 한문 

해석과 이해의 능력을 제고하고, 고대문언문 한문

과 현대 백화문과의 소통을 도모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20th chinese literature. 

The emphasis on reading, interpreting and 

enjoying the modern chinese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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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532)

역사문헌선독 Reading select Sino-korean history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를 강독함으로써 

한문독해능력을 기르고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를 도모한다.

By reading representative Korean and Chinese 

historical books, students will develop their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and seek deep 

understanding of history.

심화
(523)

조선한문학사 History of Literature in the Joseon Dynasty

한국의 근대 한문학이라 함은 조선시대의 한문문

학이라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고려 말의 이색으로부터 이어져온 도학파의 

문학과 조선중기 이후에 형성되는 사장파의 문학

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한문학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Students learn and study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modern classical chinese : Joseon 

dynasty's classical Chinese. We study and 

understand the character of the Metaphysics and 

the literary mind in Joseon dynasty.

전문
(442)

경학사상지도론 Reading the Confucian classics

동양 정신의 기본을 이루는 經書 가운데 『大學』. 

講讀을 통하여 한문 독해 능력을 기른다. 『大學』

은 삼강령, 팔조목을 중심으로 하여 인식론 및 심

성론, 그리고 개인의 수양으로부터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것으로 내외와 본말을 겸비한 책이다.

This class is to improve students' comprehension 

skills and reading skills through reading Dae-Hak. 

Dae-hak is composited with three main-points and 

eight sections which explain epistemology, a 

method of culture, a political theory.

전문
(442)

중국한시선독 Reading select Chinese Poetry

중국의 고대 시가로부터 역대의 한시를 발췌하여 

운문 문학의 특질과 구성, 그리고 분석과 이해를 

통해 시학을 학습하고자 한다.

Students study the great poetry in Chinese ancient 

history. The also study the verse character, 

structures through reading and analyzing the great 

poetry.

전문
(442)

경전강독 Confucian classics : The works of Mencius

맹자는 전국시대에 존천리, 알인욕을 제창하여 왕

도정치의 구현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교과는 맹자

의 사상과 주요 문장을 읽고 뜻을 터득하고자 한

다.

The students who learn classical Chinese in 

modern age, should understand modern Chinese 

neccessarily. They study the character and the 

structures of modern Chinese sentences.

전문
(442)

한중문학교류사 Exchange history of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전통시대에 이루어진 한국과 중국의 문학 교류의 

양상을 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학사의 

흐름을 이해한다.

Understand the flow of literary history in East 

Asia by reviewing the aspects of literary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traditional era.

전문
(433)

한문학비평 Criticism o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한문에 있어서의 비평의 원리, 목적, 기능 및 작품 

비평의 개관을 다루며 한문학상에 대표적인 비평

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이해시켜 그 작품의 인식을 

다른 각도에서도 새롭게 하고자 한다.

 Students understand the theory, purpose, function 

of literary criticism. This class is to let students 

have critic and analytic sight when they read a 

work or 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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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433)

한국고대산문선독
Selective Reading the ancient Chinese proses of 

Korea

삼국시대와 고려조의 산문을 강독한다. 시대별 작

가의 강의를 병행하여 한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토

록 한다. 또 유사한 중국 작품과도 강독 비교하여 

우리 한문학의 특성을 찾도록 한다.

Readings in prose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goryeojo. Author's lectures in parallel chronological 

flow of Chinese character Bachelor will ever 

know. Readings in Chinese compared with similar 

work and we will fi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haracter Bachelor.

전문
(433)

한국근대산문선독
Selective Reading the Chinese proses of Joseon 

dynasty

이는 개화기 이전, 즉 근대의 개화와 아울러 구체

제, 즉 전통유학의 고수에 의한 문장을 중심으로 

한문학의 변화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We study classical Chinese of Joseon dynasty. We 

can find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ncient and the modern periods. This class is 

to let students understand writers' and works' 

characters of Joseon dynasty, especially of the 

latter half.

전문
(433)

한국인성교육론 Korean humanistic education theory

한국의 전통문화에 내재된 인성교육의 내용과 의

미 그리고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

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운다.

Understand contents, meaning and value of 

personality education inherent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learn knowledge that can 

be practically applied in education field.

전문
(433)

한국시화 Analytic storics about the Chinese poetry of korea

한시의 창작 동기, 작품의 가치평가, 작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유래나 일화, 작가에 대한 소개 등

을 논한 만록, 또는 수필 등이 포함된 잡록체 문장

을 시화라 한다. 이에 한국인이 지은 시화를 소개

하고 작품을 강론하여 시화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자 한다.

The stories about Chinese poetry are analytic like 

these : the composition motive, the work's worth, 

the writer's character, original work and imitation,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korea, and so 

on. Students lern all about Chinese poetry.

실무
(343)

디지털시대의한문번역
Training of translating Chinese into Korean in 

Digital Environment

디지털시대에 요구되는 한문번역 능력을 신장한다. 

각종 디지털 공구서 및 DB를 활용하여 한문 원전

을 정리하고 정확성, 가독성을 갖춘 번역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둔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the skills of 

translating classic Chinese into Korean in Digital 

Environment.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knowledge to produce accurate and 

high-translational results by utilizing various digital 

books and databases.

실무
(343)

한문과교육과정및수업론 Curriculum & Instruction in Chinese classics

본 교과는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의 한문 수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한문과 교육과정과 이에 

기초한 수업 시연, 관찰, 분석함으로써 한문과 수

업에 대한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offers a foundation in approaches and 

techniques for the teaching of Chinese classics 

from the Instruction observati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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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523)

제자선독 Reading in all classes of philosophers

중국 고대 제자백가의 대표작을 선독함으로써 그

들의 사상과 문장의 특징을 이해한다.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thoughts 

and sentences by reading masterpieces of Chinese 

ancient dis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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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Curriculum for Teaching Profession )

[1] 교직과정 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교육현상을 교육학적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으며, 미래교육을 선도할 중등교사

◾교육의 문제를 발견하고 과학적 또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합리적인 교육전문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적 수요를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실천가

교육목표

◾학습자 참여적이고, 창의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확산시켜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한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준비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
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의 교육과정과 학교현장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현장역량이 강
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

◾학습자 참여적 교수·학습방법을 보급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규모 강좌 운영

◾창의적인 사고를 독려하기 위해 서술형 평가 확대

◾학교현장 역량강화를 위해 실습 전, 중, 후 등 3단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 봉사, 교직 적성·인성검사, 심폐소생술 등을 내실화하여 교직실무 역량 강화

관련

자격증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기초
중,고등학교의 이해

교육의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지식 및 방법

교사로서의 적성의 이해
논리적으로 글쓰기

교사로서의 인성 함양
논리적 사고력

심화

교육과정, 평가, 방법, 행정 및 
경영에 대한 지식

특수아, 다문화가정,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다양한 교수방법 적용 및 

교수 설계
상담면접의 기술

전문인으로서의 교사 인식
학습자 다양성 존중

다문화 감수성

실무
교사로서의 실무 지식

다양한 교육기관 관련지식

학습자중심의 교수전략 및 
기술

학생 생활지도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학교 및 학급 운영자로서의 
교사 인식

사회적 책임의식

전문
각 교과에 대한 이해

각 교과의 교재 및 지도방법
중, 고등학교의 현장 이해

각 교과의 교수기술 및 전략
학생 상담

학생 생활지도 

교과 전문가로서의 인식
교수적 리더십

교육문제에 해결을 위한 
창의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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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 교직과정 이수

구 분 최저이수기준 과목 학년

교직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1

테크놀로지와 교육,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2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창의성과 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3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1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3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해외학교현장실습(선택) 1-4

학교현장실습 4

기타
P(2회 이상 이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4

P(2회 이상 합격) 교직적성인성검사 1-4

교과교육 9학점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3

합계 - 교직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9학점

■ 주/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전공 교직 비고

주전공

- 51학점 이상
 (기본이수 7과목 21학점 이상)

※ 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 50학점 이상

- 교직: 24학점이상 심화전공 면제

복수전공

- 51학점 이상
 (기본이수 7과목 21학점 이상)

※ 문헌정보학과, 상담심리학과 50학점 이상

복수전공의 기초면제

부전공 2008학번 이후 폐지(교육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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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편성표 

※ 역량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
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2
교직이론 05125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2 2 기초 6 2 2

교직소양 13721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2 2 기초 3 3 4

2 1, 2

교직이론 15876 테크놀로지와교육 Technology and Education 2 2 심화 6 2 2

교직소양 13722 교직실무 Practice of Teaching Profession 2 2 실무 3 3 4

교직이론 05425 교육철학및교육사 Educational History and Philosophy 2 2 기초 6 2 2

교직이론 05004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2 2 기초 6 2 2

교직이론 05003 교육사회 Sociology of Education 2 2 기초 6 2 2

3 1, 2

교직이론 12752 교육과정 Educational Curriculum 2 2 심화 6 2 2

교직이론 12753 교육평가 Educational Evaluation 2 2 심화 6 2 2

교직이론 05388 교육방법및교육공학
Educational Method and Educational 
Technology

2 2 심화 6 2 2

교직이론 0548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2 2 심화 6 2 2

교직이론 16192 창의성과교육 Creativity and Education 2 2 심화 6 2 2

교직소양 14995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understanding of students

2 2 심화 3 3 4

교직이론 13757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2 2 심화 6 2 2

교과교육 05021 교과교육론 Introduction to Subject 3 3 전문 6 2 2

교과교육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ethod & Materials of 
Subject

3 3 전문 2 6 2

교과교육 논리및논술 Logic and Writing 3 3 기초 3 6 1

4 1 교육실습 14064 학교현장실습 School Practicum 2 2 전문 2 6 2

1-4 1, 2

교육실습 13064 교육봉사활동 School Service Learning 2 P 실무 2 6 2

교육실습 14066 해외학교현장실습(선택) Global School Practicum 1 1 전문 2 6 2

기타 14101 교직 적성·인성 검사 Aptitude-Personality Test for Teacher P P 기초 1 1 8

기타 1498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First Aid and CPR P P 실무 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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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이수체계

각 교과교육의 이해
각 교과교재 및 

지도방법의 실제 
국내외 학교현장실습

전문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학교현장실습
해외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를 통한 실무 
경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무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교육과정, 평가, 방법, 
행정 및 경영의 이해
특수아, 다문화가정,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심화

테크놀로지와 교육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창의성과 교육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
해

교사로서의 적성과 
인성 이해

교육학의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기초

기초

교육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논리 및 논술

교직 적성·인성검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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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해설

■ 교직이론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현장을 다양한 관점

에서 파악하여 바람직한 교사로서 기본 교양을 쌓

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studies the general principle and 

concept with regard to education and focuses on 

getting ready to necessary quality and capability 

to establish a desirable teacher's figure.

기초

(622)

교육철학및교육사 Educational Philosophy and History

교육자와 교육사상가의 업적과 사상을 이해하고, 

교육에 관련되는 문제의 해결을 철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학문이다.

This course understands the contribution and 

ideology of an educator and an educational 

philosopher and this is a knowledge that tries to 

approach the solution of the problem connected 

with education as a philosophical method.

기초

(622)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심리학은 교육이라는 장(場)에서 제기되는 문

제를 심리학적인 관점과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자 하는 학문으로, 어린이가 출생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적인 발달이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학

습경험을 기술(記述)하고 설명하여 주는 과학적 심

리학이다. 발달, 학습, 측정과 평가, 교수, 적응과 

생활지도 등의 영역을 포괄한다. 

Educational psychology is concerned with the 

scientific study of human learning. The field of 

educational psychology relies heavily on 

quantitative methods, including testing and 

measurement, to enhance educational activities 

related to instructional design, classroom 

management, and assessment, which serve to 

facilitate learning processes in various educational 

settings across the lifespan.

기초

(622)

교육사회 Sociology of Education

교육사회학은 사회 구조나 체제가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주로 현대 산업 사회의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과 

관련이 되며, 나아가 고등 교육, 성인 교육, 평생 

교육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The sociology of education is the study of how 

public institutions and individual experiences affect 

education and its outcomes. It is mostly concerned 

with the public schooling systems of modern 

industrial societi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higher, furthe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기초

(622)

테크놀로지와교육 Technology and Education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관계를 시대적으로 살펴보고 

테크놀로지가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대해 탐색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 in the era and explores 

the ways I which technology affects teaching and 

learning.

심화

(622)

창의성과교육 Creativity and Education

창의성에 대한 심리학적 기초 이론을 탐구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을 실습한다.

We will explore the psychological theories for 

creativity and practice various methods and 

program-developing to facilitate student’s 

creativity.

심화 교육과정 Educ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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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622)

교육과정의 제 이론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진로와 직업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의 실제에 필요

한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explore 

theories and gain practical knowledge of 

curriculum development.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abilities to plan 

and operate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심화

(622)

교육평가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한 지식 및 방법에 관

한 과목으로서 교육평가의 개념, 교육평가의 기능

과 교육목표의 확인과 분석, 평가문항의 작성 및 

양호도 검증법 등을 이해한다. 특히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평가방법과 이를 교육현장에 적

용할 수 있는 평가문항 개발의 실제와 환류방법, 

과정중심의 평가기법을 강조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major concepts and 

functions of educational evaluation. Students will 

also learn to analyze educational goals and 

objectives, develop tests, interpret test results, 

and examine the quality of testing instruments. 

Through these learning experiences, students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educational practices.

심화

(62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Educational Method and Technology

교수-학습의 내용 및 전개를 계획하여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을 달성하도록 한다.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제 등 교육현

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develops Teaching & Learning 

correspond with learner's level and gets the knack 

of practical method of the Teaching & Learning 

medium, aims at developing various teaching 

methods.

심화

62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사회과학분야의 다른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여러 이론들을 체계화하고 

이들 이론과 실제와의 체계적인 연계과정을 이해

하여 학교. 학급경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탐색한

다.

To probe into efficient methods of school and 

class management by understanding systematic 

linkage between theories and practic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researched in other areas of social science.

심화

(622)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이 강좌에서는 예비교사들에게 다문화 사회에 대

한 이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적 배경과 발달 

과정 이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 교수법 습득,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상담

지도 등을 익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

해 향후 교육현장에서 당면할 다문화 학생들의 이

해와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understand 

their cultur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multi-cultural students who were born at 

home, learning about effective teaching,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for children to 

learn, and are intended to map. Through this 

lesson, the understanding and guidance of 

multi-cultural students that face in the future will 

be more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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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소양

■ 교육실습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34)

교직실무 Practice of Teaching Profession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급운영 및 관리, 

각종 인사 및 복무규정, 학생지도, 교직윤리, 학

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며 교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한다.

Pre-teachers learn the knowledge and skill of 

classroom operations and management, and 

various personnel and service regulations, 

guidance, teaching ethics, student culture and so 

on, which will need to know while performing 

duties as a teacher. This subject makes 

pre-teachers understand teaching profession 

substantially. 

심화

(334)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모든 학습자들은 그들의 능력에 맞은 교육의 기

회가 주어져야 한다. 특수 학습자들도 적절한 방

법을 통해 그들의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특수학습자들은 그러한 기회를 제

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특수학습자

에 대한 이해와 교사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

는데 목적이 있다.

Every learner should be provided with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tailored to their needs 

and abilities. Learners with special needs are not 

exception. In reality, however, they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term of the quality and 

quant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y 

receive.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develop the sound understanding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special-needs students.

심화

(33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 이해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Understanding of 

Students

이 과목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 

등의 이해를 통해 예비교사로서 향후 교육현장에

서 당면할 다양한 학교폭력의 상황에 대해 능동

적이고 적절한 대처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에 목

적이 있다.  

In this subject,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 

cause and preventive policies of school violence. 

This course also provides not only actual cases 

of school violence but also regulations and 

educational policy for school violence. Students 

can improve their ability to handle the various 

problems of school violence that they will meet 

in school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262)

교육봉사 School Service Leaning

학교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체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

고,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봉사활동의 영

역은 수업, 학생지도, 방과 후 지도, 및 자유학기제 

등을 포함한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increase the 

teaching professionalism of a pre-service teacher 

and to develop his/her social responsibility and 

humanity by doing volunteer work in the various 

educational services including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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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118)

교직 적성·인성 검사 Aptitude-Personality Test for Teacher

예비교사로서 교직 적성·인성검사 도구를 활용하

여 객관적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검사한 후, 그 결

과에 따라 각 학생(예비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은 

특성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As a pre-service teacher teaching aptitude, 

personality tests by using the tool to objective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and 

then depending on the results of each 

student(prospective teachers) need to be equipped 

with the professional nature of the program is 

carried out.

실무
(361)

응급처치및심페소생술실습 First Aid and CPR

심폐소생술 실습은 소생의 사슬을 이해하고 심정

지 발생 시 의식 및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과 의식

이 없다면 119 신고요령과 가슴압박 부위를 확인

하여 30회의 압박 시행과 인공호흡 방법을 습득하

여 2회 실시를 5주기 시행하는 방법과 단계를 훈

련하며 자동제세동기의 요청과 적절한 사용 시기 

및 사용법을 적용하도록 훈련하는데 목표를 둔다.

 This course aims to help pre-service teachers to 

take swift and appropriate actio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전문
(262)

학교현장실습 School Practicum

대학에서 학습한 이론과 원리 등을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고,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며, 교

수-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학교현장의 여러 문제

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교과는 교육 현장 투입 전 준비기

간과 실습기간 등 두 단계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준비기간에는 예비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교수 기술

과 학생지도 관련한 지식 및 기술들에 대해 점검

하고 실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며, 학교현장에 투

입된 4주간은 참관 및 수업실습(교과 및 창의적 체

험활동 포함)과 수업을 포함한 실무실습 등의 활동

에 참여하게 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apply theories and 

principles, which a student learns on campus, to 

classrooms, to cultivate qualities and abilities of a 

teacher, to improve teaching/learning capability, to 

understand many and various problems occurring 

in schools and to try to find practical solutions to 

them.

전문
(262)

해외학교현장실습 Global School Practicum

대학에서 학습한 이론과 원리 등을 해외 교육현장

에서 적용하고,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

며, 교수-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해외학교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apply theories and 

principles, which a student learns on campus, to 

classrooms, to cultivate qualities and abilities of a 

teacher, to improve teaching/learning capability, to 

understand many and various problems occurring 

In a foreign country and to try to find practical 

solutions to them.



 

미래융합대학 교육과정

 ¦ 창업경영금융학과

¦ 문화융합콘텐츠학과 

¦ 농생명ICT학과 

 ¦ 미래기술융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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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금융학과(Dept. of Startup Management)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실용적 창업 경영 지식을 갖는 지역맞춤형 인재

전공능력 통합적 사고능력, 창업·경영 실무능력, 트랜드분석 및 혁신 능력

교육목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인재 양성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지닌 인

재를 양성하는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나는 수퍼스

타 양성을 지향한다.

◾사회, 환경 등에서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

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창업 또는 기업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 창업가를 육성한다.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는 창업·경

영·금융 환경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실무중심형 인재와 창

업컨설턴트를 육성한다.

교육과정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숙달시키기 위해 브레인스토

밍, 디자인씽킹, 리빙랩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한 전공교육의 내실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서비스러닝, 리빙랩 등

으로 졸업 전 전공 관련 실무 중심의 경험학습을 실시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고, 각종 창업지원제도

와 창업정보를 이해하며, 원하는 경우 지역의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실무위주의 유명 벤처인 초청 강의: 창업관련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창업과정의 실패 및 성

공 사례에 대한 직접경험의 청취 기회 제공

◾또래 멘토(Mentor)제 운영: 학생들 간의 유대강화 및 상호 학업 및 실무 정보 교류 및 공유

를 위하여 선후배간 및 졸업생간 멘토(Mentor)제 운영

수여학위 경영학사(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사회적기업 및 

소기업창업
창업컨설턴트, 창업보육전문매니저, 기술창업지도사, 경영지도사 등

컨설턴트(마케팅, 

광고홍보, 금융)

브랜드관리사, 홍보관리사, 인터넷광고기획사, 판매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재무설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산관리사, 종합자산 관리사 등

기업체, 공기업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전문검색사, 정보검색사 

1․2․3급, 웹페이지전문가 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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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업 경영 실무 능력

트랜드 분석 및 혁신 

능력
통합적 사고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업 경영 

실무 능력

정의
창업을 위한 기획 및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장 발전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업무능력

준거
◾대내외 자원 및 환경을 기반으로 창업 기획을 수립한다.
◾창업절차, 창업지원정책 등을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협력적 조직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 시장분석 능력 등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트랜드 분석 

및 혁신 능력

정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환경(정책, 시장, 기술 사회 이슈)를 파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발견해 내는 능력

준거

◾공감, 브레밍스토밍기법 등을 숙달시켜 창조적 디자인씽킹 능력을 배양한다.
◾인간판단과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적 기법을 숙지한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사회이슈변화, 기업이 이용가능한 기술변화, 각종 정부지원
정책의 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창업아이템 발굴, 기업경영기법의 개선, 기업의 시장대응전략수립 등에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통합적 

사고능력

정의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윤리적 사고능력

준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인문/사회/자연과학적 소양
을 갖춘다.

◾환경, 사회, 경제문제가 지닌 시간적·공간적으로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업 경영 실무 능력 트랜드 분석 및 혁신 능력 통합적 사고능력

사회적기업 및 소기업 창업 ● ● ●

기업체 및 공공기관 ● ◐ ◐

컨설턴트 ● ● ●



997

미래융합대학 – 창업경영금융학과

[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기업데이터분석, 기업 전략수립, 
인간행동변화 유도지식

시장환경분석, 기업전략수립, 
기업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업 윤리의식, 사회적가치 
기업가 정신, 기획마인드

실무
마케팅사례연구, 지역자원조사, 
상권 및 입지분석

인터넷마케팅, 컴퓨터실무, 
조직관리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협업
능력, 고객에 대한 이해

심화
재무관리, 금융, 창업기획, 광고 
및 마케팅,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

광고, 마케팅조사 및 데이터 
분석, 창업실무

생태학적인 삶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

기초
창업관련 지식, 시장경제에
대한 바른 지식

외국어 활용 기초, 정보처리 
능력, 아이디어 발상기법

대인관계 능력, 열정, 공감 
및 경청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업 경영 
실무 능력

트랜드분석 및 
혁신 능력

통합적 
사고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플랫폼비즈니스와공유경제 ○ ◐ ◐ 7 2 1

핀테크 ◐ ◐ ○ 3 6 1

글로벌경영과공정무역 ● ◐ ◐ 6 2 2

행동경제학과브랜드경영 ● ● ○ 7 1 2

SNS마케팅 ◐ ● ◐ 4 4 2

디자인씽킹에서넛지설계 ◐ ○ ○ 6 3 1

광고와스토리텔링 ◐ ● ◐ 3 4 3

실전창업자금조달 ● ◐ ○ 7 1 2

실무

경영분석실무 ● ○ ○ 5 4 1

경영세무실무 ● ○ ○ 7 2 1

실전시장분석 ◐ ● ○ 4 3 3

사회적가치서비스러닝 ◐ ◐ ● 3 3 4

리빙랩프로젝트(1) ○ ● ◐ 4 3 3

리빙랩프로젝트(2) ○ ● ◐ 4 3 3

창업비즈니스모델 ◐ ● ◐ 5 2 3

창업리빙랩(1) ◐ ● ◐ 4 3 3

창업리빙랩(2) ◐ ● ◐ 4 3 3

심화

사회적기업과소셜벤처 ◐ ● ● 8 1 1

협동조합론 ◐ ○ ● 8 1 1

4차산업혁명과창업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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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업 경영 
실무 능력

트랜드분석 및 
혁신 능력

통합적 
사고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지속가능경제의이해 ○ ● ● 5 1 4

재무관리 ● ◐ ○ 6 3 1

협력적조직설계 ● ◐ ◐ 5 3 2

기초

사회혁신을위한디자인씽킹 ○ ◐ ● 2 4 4

기업가정신과윤리경영 ◐ ● ● 2 2 6

경제행위의심리적이해 ◐ ◐ ◐ 6 1 3

디자인씽킹입문 ● ◐ ◐ 4 4 2

경영학입문 ● ○ ○ 7 2 1

논리적문제해결(1) ◐ ● ◐ 4 4 2

논리적문제해결(2) ◐ ● ◐ 4 4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업 경영 실무 능력 트랜드분석 및 혁신 능력 통합적 사고능력

기업체, 

공기업

(E)

전문

글로벌경영과공정무역 플랫폼비즈니스와공유경제
핀테크
행동경제학과브랜드경영
디자인씽킹에서넛지설계
SNS마케팅
광고와스토리텔링

실무
경영분석실무
경영세무실무

리빙랩프로젝트[필]
창업리빙랩[필]
실전시장분석

사회적가치서비스러닝

심화
재무관리
경영학입문[필]
협력적조직설계

4차산업혁명과창업
지속가능발전의이해[필]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2)[초] 경제행위의심리적이해[필]

디자인씽킹입문[필]
기업가정신과윤리경영[필]

사회적기업 
및 

소규모창업

(S)

전문

글로벌경영과 공정무역
실전창업자금조달

플랫폼비즈니스와공유경제
핀테크
행동경제학과브랜드경영
디자인씽킹에서넛지설계
SNS마케팅
광고와스토리텔링

실무

경영분석실무
경영세무실무

리빙랩프로젝트(1),(2)[필]
창업비즈니스모델
창업리빙랩(1),(2)[필]
실전시장분석

사회적가치서비스러닝

심화 재무관리 4차산업혁명과창업 사회적기업과소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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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업 경영 실무 능력 트랜드분석 및 혁신 능력 통합적 사고능력

경영학입문[필]
협력적조직설계

지속가능발전의이해[필] 협동조합론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2)[초] 경제행위의심리적이해[필]

디자인씽킹입문[필]
기업가정신과윤리경영[필]

컨설턴트

(C)

전문

글로벌경영과공정무역
실전창업자금조달

플랫폼비즈니스와공유경제
핀테크
행동경제학과브랜드경영
디자인씽킹에서넛지설계
SNS마케팅
광고와스토리텔링

실무

경영분석실무
경영세무실무

리빙랩프로젝트[필]
창업비즈니스모델
창업리빙랩[필]
실전시장분석

심화
재무관리
경영학입문[필]
협력적조직설계

4차산업혁명과창업
지속가능경제의이해[필]

사회적기업과소셜벤처
협동조합론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2)[초] 경제행위의심리적이해[필]

디자인씽킹입문[필]
기업가정신과윤리경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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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창업능력
경영혁신능력
자금조달능력
마케팅능력

전문
디자인씽킹에서넛지설계
(G)

행동경제학과브랜드경영
(G)

핀테크(G)
광고와스토리텔링(G)
플랫폼비즈니스와공유경
제(G)
글로벌경영과공정무역(G)
실전창업자금조달(G)
SNS마케팅(G)

경영실무능력
시장분석능력

프로젝트설계능력
비즈니스모델설계능력

실무
사회적가치의서비스러닝
(S, E)
경영분석실무(G)

경영세무실무(G)
실전시장분석(G)
리빙랩프로젝트(1),(2)(G)
창업비즈니스모델(S, C)

창업리빙랩(1),(2)(S, C)

지속가능경제의 이해
4차산업혁명의 이해

기업금융의 이해
조직관리의 이해

심화

지속가능발전의 이해(G)
협력적조직설계(G)
재무관리(G)
4차산업혁명과창업(S, C))

사회적기업과소셜벤쳐(G)
협동조합론(G)

혁신 사고 능력
시장경제의 이해 
인간행위의 이해 
기업경영의 이해

기초

디자인씽킹입문(G)
사회혁신을위한디자인
씽킹(G)
논리적문제해결(1 ) , 
(2)(G)

경영학입문(G)
경제행위의심리적이해
(G)
기업가정신과윤리경영
(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심화과정 트랙구분: (C)공통교과   (D)기획과정  (P)프로그래밍과정  (G)그래픽과정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멘토-멘티
▪영어 및 컴퓨터 
학습 프로그래밍

▪전공기초 학습모임
▪서비스러닝
▪선진지 방문

▪전공심화 학습모임
▪현장실습
▪창업동아리 모임

▪성공사례 
조사·분석

▪리빙랩프로젝트
▪전문가 초청 특강

선진지 방문: 연구시설, 농업법인, 식물공장, 축산농장, 산업곤충농장, 스마트팜 관련 산업체 등
 전문가 특강: 농업인, 농생명 산업체 CEO, 실무자, 교수 등

[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24)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0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42) 이상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기본과정 이수 후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전필 12 2~4

전선
24

2~4
18

졸업 논문 P 4  졸업시험 또는 자격증으로 대치함 

졸업 이수학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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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
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전공기초 이수 

- 기본과정 (기초 6 + 전필 12 + 전선 24) 이수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117 논리적문제해결(1) Logical problem solving(1) 3 3 기초 4 4 2

전필 16119 디자인씽킹입문 Introduction to Design Thinking 3 3 기초 2 4 4

2
기초 16123 논리적문제해결(2) Logical problem solving(2) 3 3 기초 4 4 2

전필 16137 사회혁신을위한디자인씽킹 Design thinking for Social innovation 3 3 기초 2 4 4

2

1

전필 16244 경영학입문 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3 3 기초 7 2 1

전선 16245 경제행위의심리적이해 Economic Psychology of Human Behavior 3 3 기초 6 1 3

전필 16246 기업가정신과 윤리경영 Entrepreneurship and Ethical Management 3 3 기초 2 2 6

2

전선 16248 사회적가치서비스러닝 Service Learning on Social Value 3 3 실무 1 2 7

전선 16243 경영분석실무 Management Analysis Practice 3 3 실무 4 6 1

전선 16247 디자인씽킹에서넛지설계 Nudge Design in Design Thinking 3 3 전문 6 2 2

3

1

전선 지속가능발전의이해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3 3 심화 5 1 4

전선 경영세무실무 Management tax practice 3 3 실무 7 2 1

전필 리빙랩프로젝트(1) Living Lab Project(1) 3 3 실무 2 4 4

전선 창업비즈니스모델 Start-up Business Model 3 3 실무 2 6 2

전선 행동경제학과브랜드경영 Behavioral Economics and Brand Management 3 3 전문 5 3 2

2

전선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심화 7 2 1

전선 협력적조직설계 Theory of Organizational Behavior 3 3 심화 4 3 3

전선 4차산업혁명과창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art-up 3 3 심화 6 2 2

전선 실전시장분석 Market Analysis Practice 3 3 실무 4 5 1

전필 리빙랩프로젝트(2) Living Lab Project(2) 3 3 실무 2 4 4

4

1

전선 협동조합론 Cooperative Theory 3 3 심화 8 1 1

전필 창업리빙랩(1) Startup Living Lab(1) 3 3 실무 3 4 3

전선 플랫폼비즈니스와공유경제 Platform Business and Sharing Economy 3 3 전문 5 2 3

전선 광고와스토리텔링 Advertising and Storytelling 3 3 전문 3 4 3

전선 핀테크 Fintech 3 3 전문 4 5 1

2

전선 사회적기업과소셜벤처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3 3 심화 6 1 3

전필 창업리빙랩(2) Startup Living Lab(2) 3 3 실무 3 4 3

전선 글로벌경영과공정무역 Global Management and Fair Trade 3 3 전문 5 3 2

전선 실전창업자금조달 Start-up Financing Practice 3 3 전문 6 3 1

전선 SNS마케팅 SNS Marketing 3 3 전문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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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42)

논리적문제해결(1) Logical problem solving(1)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사고의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 적

용하는 능력을 고양한다. 

Develop a range of ways of thinking to define 

problems and solve them, and improve your 

ability to apply them in real life.

기초
(442)

논리적문제해결(2) Logical problem solving(2)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사고의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 적

용하는 능력을 고양한다.

Develop a range of ways of thinking to define 

problems and solve them, and improve your 

ability to apply them in real life.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44)

사회혁신을위한디자인씽킹 Design thinking for Social innovation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는 디자인씽킹

을 공부한다. 환경, 사회적 배제, 돌봄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살펴

보고,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찾아본다. 사회서비스런닝을 위한 준비과

정이기도 하다. 

Students will study design thinking used to 

solve social problems. We look at examples of 

innov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environment, social exclusion, and community 

care, and look for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found in the region. It is also a preparation 

process for service learning on social value.

기초
(244)

디자인씽킹입문 Introduction to Design Thinking

공감을 기반으로 상대의 필요(욕구)를 찾아내고, 

집단지성(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과정을 학습한다. 필요(욕구)

조사에 사용되는 빅데이터분석기법도 소개한다.

Based on empathy, students will learn a 

systematic process of finding an people's needs 

and using collective intelligence (brainstorming) 

to find the effective solutions.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that are used in surveys of needs 

(desire) will be introduced.

기초
(613)

경제행위의심리적이해 Economic Psychology of Human Behavior

경제행위를 결정짓는 심리적 요소들(본능, 간편

사고법, 호르몬, 밈, 습관)에 대하여 뇌과학, 인

지심리학, 진심심리학 등을 두로 살펴본다. 경제

적 유인효과, 호혜적 인간관계, 설득, 마케팅, 협

력적 조직문화 설계 등에 관해서 필수적인 기초

지식을 배운다. 

Students will understand psychological factors 

(Instinct, heuristics, hormones, MEMEs, habits) 

that determine economic behavior, studying the 

knowledges on  brain science, cognitive 

psychology, and Evolutionary psychology. They 

will learn essential basic knowledge about 

effects of economic incentives, recipr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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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relationships, persuasion, marketing, and 

collabo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design.

실무
(244)

리빙랩프로젝트(1) Living Lab Project(1)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된 혁신적 해결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삶의 현

장에서 테스트해 보는 과정이다. 첨단기술, 넛지

설계, 행동수정 기법 등이 적용된 프로토타입이 

실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반복 실험한다. 

대학과 지역을 실험장으로 삼아 팀별로 프로젝

트를 수행한다.

It is a process of testing in living spaces 

where innovative solutions designed to solve 

problems found actually work. Repeated 

experiments are conducted to see if prototypes 

applied with high-teches, nudge designes and 

behavioral modification techniques can actually 

help solve problems. Each team carries out the 

project with universities and regions as test 

sites.

실무
(224)

리빙랩프로젝트(2) Living Lab Project(2)

리빙랩프로젝트(1)에서 얻는 경험을 활용하여 또 

다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수행하는 반복숙달과

정이다. 디자인씽킹, 넛지설계, 행동수정 기법 

등이 더 심도있게 응용된다. 

This is an iterative mastering process that 

utilizes the experience gained from Living Lab 

Project(1) to devise and carry out another 

project. Design thinking, nudge designes, and 

behavior modification techniques will be applied 

in more depth.

실무
(343)

창업리빙랩(1) Startup Living Lab(1)

잠재고객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디자인씽킹 

과정을 거쳐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프로토타

입을 제작하여 고객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과정

이다. 프로토타입의 개선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선호되는 창업아이템을 완성해 나간다. 역시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Based on their empathy with potential 

customers, the process is to discover start-up 

items through design-thinking processes, and to 

produce prototypes to test responses of 

customers. It is going to complete its preferred 

start-up item in the market through the 

process of improving prototypes. It is also 

carried out in a team project method.

실무
(343)

창업리빙랩(2) Startup Living Lab(2)

창업자는 아이템을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지속

할 수 없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반복적 개선 및 

혁신과정이 불가피하다.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

에서서 아이템을 발전시키는 숙달과정이 필요하

다. 일반기업경영에서도 역시 반복적인 혁신은 

필요하므로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취업희망자에게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완성된 

창업아이템은 각종 창업경진대회에 출품하는 것

을 목표로 하며, 곧바로 창업할 수 있는 완성도

를 목표로 한다. 

Start-ups cannot continue the business with 

only one item. The process of repeated 

improvement and innovation of products or 

services is inevitable. We need a mastery 

process of thoroughly developing items from 

the customer's perspective. Recurring innovation 

is also necessary in general enterprise 

management, so it is an essential process not 

only for prospective start-ups, but also for 

consultants and job seekers. The completed 

startup item aims to be submitted to various 

start-up competitions. The aim is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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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127)

사회적가치서비스러닝 Service Learning on Social Value

봉사활동과 학습을 결합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

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피드백을 통해 학습을 심화시키

는 과정이다.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

를 교육한다. 디자인씽킹과 리빙랩, 생태학적 사

고를 숙달시켜 직접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체험과정이다.

The process of combining volunteer work and 

learning to serve the community using the 

knowledge learned in classroom, reflect on 

oneself in the process and deepen learning 

through feedback. educate social values in the 

spirit of unity between knowledge and 

execution. This is an important experience that 

creates social values by mastering design 

thinking, Living Lab and ecological thinking.

기초
(721)

경영학입문 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인사관리, 조직관리, 노사관계, 생산관리, 마케팅 

기법 등을 공부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general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management. They will study 

personnel manage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s, production management and 

marketing techniques.

실무
(461)

경영분석실무 Management Analysis Practice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기업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실무적 방법을 숙달한다. 

재무제표의 구성과 해석, 원가관리회계 지식을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Students learn how to identify management 

situations based on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Master practical methods for 

analyzing and diagnosing a company's growth, 

stability, and profitability.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mposition and interpre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how to use cost management 

accounting knowledge in analysis.

전문
(622)

디자인씽킹에서넛지설계 Nudge Design in Design Thinking

영국의 BIT(Behavioural Insigt Team)은 인간의 행

동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MINDSPACE, EAST 등의 기법으로 정리놓았다. 

디자인씽킹이 집단지성에 대한 낙관에서 출발하

지만, 더 효과적인 Ideation을 위해서는 인간의 

판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과정에서는 프

로토타입 개발에 활용가능한 풍부한 행동유인 기

법을 실습한다. 

The UK's Behavioural Insigt Team (BIT) 

organizes various techniques that can induce 

human behavior into Practical Tools such as 

MINDSPACE and EAST. Design Thinking starts 

with optimism about collective intelligence, but it 

requires understanding of human judgment for 

more effective ideation. In this course, We will 

practice the rich behavioral techniques available 

for prototype development.

심화
(514)

지속가능발전의이해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21세기 최

대의 화두이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s the biggest topic of the 21st centu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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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서는 생태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본 과정에

서는 이윤지향적 사고에서 가치지향적 사고로 전

환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토론한다. 대안경

제모델 중 하나인 전환마을운동, 사회적경제 등

이 탄생한 역사적, 철학적 맥락을 이해한다. 

solve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requires 

ecological thinking. This course discusses the 

justification that should be transformed from 

profit-oriented thinking to value-oriented 

thinking. Understand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context in which one of the 

alternative economic models, the transition 

village movement and the social economy, 

emerged.

실무
(721)

경영세무실무 Management tax practice

기업경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세무지식을 학습한

다.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소득세 신고, 개인소득

세 신고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세법지식을 습

득하고, 세무서 신고자료준비시 유의사항을 숙지

하고, 직접 신고하는 실습을 수행해 본다. 

Students will learn practical tax knowledge 

necessary for corporate management.  Thay will 

also learn basic tax laws required for VAT 

return, corporate income tax return, personal 

income tax return, etc.. The precautions for 

preparing tax office report materials will be 

noticed. Finally, they will practice to master the 

reports.

실무
(262)

창업비즈니스모델 Start-up Business Model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을 통해 수지분석을 함으

로써 사업모델로서 적합한가를 분석하는 과정이

다. 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추든가, 수

익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디자인씽킹, 린, 에자일, 젠 기법 등을 비

교하고, (사회적가치)비즈니스모델 캠버스의 활용

법 등을 숙달한다.  

It is a course of analyzing whether it is suitable 

as a business model by analyzing the balance of 

payments through market analysis of start-up 

items. Design thinking, lean, Agile, and Gene 

startup techniques will be compared. Students 

will master how to use the business model and 

Lean canvas.

전문
(532)

행동경제학과브랜드경영 Behavioral Economics and Brand Management

고객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없

다. 브랜드경영은 고객과 대면하는 일선의 사원

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 동참을 끌어내는 작업이다. 뇌과학

과 행동경제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마케팅, 고객

관리, 뉴로마케팅, 능동적인 조직관리 기법을 함

께 모색한다. 

Companies that are not trusted by customers 

cannot survive. Brand management is a task of 

drawing voluntary participation to create a 

trusted company from a front-line employee 

who is facing customers to the president. Using 

brain science and behavioral economics 

knowledge, we seek marketing, customer 

management, neuro-marketing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techniques together.

심화
(721)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보유자금의 관리, 무

역에서 외환관리 등 금융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자금시장을 통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기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Students will learn financial techniques such as 

funding for management, management of 

reserve funds, and foreign exchange 

management in trade. In addition, w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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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effective funding techniques through the 

financial market.

심화
(433)

협력적조직설계 Theory of Organizational Behavior

생산적인 경영조직은 능동적이고 협력적으로 작

동한다. 자발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조직설계는 

인간동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구

성원이 협력하는 조직과 경쟁하는 조직은 설계방

식이 다르다. 협력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기법들

을 활용하여 수동적인 조직에서 능동적인 조직으

로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A productive organization works proactively and 

collaboratively. Organizational design that elicits 

voluntary motivation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of human motivation. In addition, 

organizations that members compete one 

another  are different  in design from those 

that members work together. Students can 

understand how to drive organization members  

from passive to active using a variety of 

techniques to drive collaboration.

실무
(451)

실전시장분석 Market Analysis Practice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려면 기업내부와 외부

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며,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본 강좌에서

는 기업내부환경을 분석하는 가치사슬분석법, 기

업외부환경을 분석하는 5forces기법, 기업의 내외

부환경을 동시에 분석하는 SWOT분석기법, 현재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

기 위한 BCG메트릭스 기법 등의 활용하여 시장

을 분석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학습한

다.  

To increase the viability of a company, it is 

necessary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situation inside and outside the company, and 

strategically allocate limited resources. In this 

course, the value chain analysis method, the 

5forces method, the SWOT analysis method  and 

the BCG metrics method will be taught to the 

students. Students will study how to 

establishment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심화
(622)

4차산업혁명과창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art-up

인랫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등

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생태계를 급격

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플랫

폼비즈니스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창업환경을 조

성하고 있다. 창업자는 거래비용과 창업비용의 

급감으로 더 많은 창업기회를 활용할 수있게 되

었다. 본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같이 모색한

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the Internet of 

Things, and renewable energy, is rapidly 

changing the industrial structures. This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reating a new 

business environment centered on platform 

business. Entrepreneurs can take advantage of 

more startup opportunities due to a sharp drop 

in transaction and startup costs. In this course  

we explores these opportunities together.

심화
(811)

협동조합론 Cooperative Theory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조, 자립을 위해 

만든 법인의 한 형태이다. 현재 협동조합정신은 

대안경제의 핵심패러다임이다. 본 과정에서는 협

동조합의 역사적 출현배경, 협동조합정신의 의미, 

Cooperatives are a form of corporation that 

socially underprivileged people created for 

self-help and self-reliance. Cooperative spirit is 

now a key paradigm for alternative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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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 협동조합기본법, 협

동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가르친다. 

In this cours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ooperatives, the meaning of cooperative spirit, 

the history and status of domestic cooperatives, 

the basic law of cooperatives in our country, 

and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cooperatives 

will be taught.

전문
(721)

플랫폼비즈니스와공유경제 Platform Business and Sharing Economy

ICT발전과 fintech발전에 힘 입어 가상공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플랫폼비즈니스가 새로운 조

류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삶의 방식과 노동시장

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Uber, airBnB 등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높은 가치를 평가받으

면서 기존산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본 강좌

에서는 플랫폼비즈니스와 공유경제의 차이를 살

펴보고, 공유경제를 활용한 창업기회를 탐색한다. 

또한 commons(공유재)를 활용한 공동체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With the development of ICT and fintech, the 

platform business, which is doing business in 

virtual space, is emerging as a new trend. This 

is causing changes in the way of life and the 

labor market. Sharing economy companies such 

as Uber and airBnB are colliding with existing 

industries. This course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platform businesses and the sharing 

economy, and explores opportunities for starting 

a business using the sharing economy. We also 

look at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communities using commons.

전문
(343)

광고와스토리텔링 Advertising and Storytelling

설득의 원리, 뇌리에 박히는 카피만들기, 광고면

의 구성방법, 스토리텔링기법, 포장지의 구성과 

디자인, 상품디스플레이방법, 효과적인 PT기법 

등을 공부한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광고와 스토리텔링을 실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principles of persuasion 

and pervasive copies, storytelling techniques,  

design of wrapping paper, product display 

methods, and effective PT techniques. They will 

practice to master them. 

전문
(361)

핀테크 Fintech

4차산업혁명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되면서 

개인간의 자금을 직접 연결하는 P2P금융, Van사

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되는 간편결제시스템이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크라우드펀딩이나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창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을 사용한 지역화폐시

스템 역시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창업자금조달에 활용가능한 

핀테크의 기법을 알아보고, 실제 체험해본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d an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With the combination 

of finance and technology, a simple payment 

system that was directly processed without going 

through Van and P2P finance which directly 

connects individual funds appeared. These 

changes are also affecting the startup 

environment by activating crowdfunding or 

e-commerce. Local Currency system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re also contributing to 

revitalizing the sharing economy. In this class, 

students will learn about Fintech's techniques 

that can be used for financing entrepreneurship.

심화 사회적기업과소셜벤처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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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

회적기업의 출현과정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

는 2007년부터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을 인

증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의 정부지원정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현한 소셜벤처도 일종의 

비인증 사회적 기업이다. 소셜벤처들이 사업의 

기회로 삼고 있는 영역을 분석해 본다. 

This course examine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pursuing both social and economic 

values. Korea has been enacting the law since 

2007 to certify social enterprises. This course 

examines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Social ventures that 

emerge to solve social problems are a kind of 

uncertified social enterprise. We will analyze the 

areas that social ventures are using as business 

opportunities.

전문
712

실전창업자금조달 Start-up Financing Practice

제1금융권을 통한 조달, 신용보증 등을 통한 조

달,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조달, 정부의 정책자금

의 활용 등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하

다. 본 수업에서는 창업자가 활용가능한 각종 자

금조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다양한 창

업지원정책도 소개한다. 특히 소자본창업자들이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메이크업

스페이스, 코워킹 창업공간 등의 활용도 같이 모

색한다.  

There are various ways to raise start-up funds, 

such as financing through primary financial 

institutions, procurement through credit 

guarantees, procurement through cloud funding 

and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funds. 

This class will learn about various financing 

methods that can be used by startups and 

introduce the government's various policies to 

support startups. In particular, the company will 

also seek to utilize makeup spaces and 

co-working spaces where small capital startups 

can prepare for start-ups with less money.

전문
(622)

글로벌경영과공정무역 Global Management and Fair Trade

ICT발전과 교통발전으로 중소기업조차도 세계를 

무대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업들

조차도 글로벌기준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존

폐의 위기에 직면한다. 반면, 지역기업들은 글로

벌기업들의 착취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

새시장을 발굴함으로써 생존력을 높일 수도 있

다.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글러벌경영 창업환경

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사업전략을 모색해 본다. 

글로벌경영은 국가간 노동착취로 직결되어 왔다. 

최근 부각되는 공정무역은 생산국근로자의  열악

한 근로조건의 개선까지 고려하는 인간중심경영

을 보여준다.   

Even SMEs are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development of 

ICT and transportation. And even local 

companies face a crisis of extinction if they do 

not have global standards and competitiveness. 

Local firms, on the other hand, can increase 

their viability by identifying niche markets that 

can escape the exploitative competition of global 

firms. In this class, we will look for business 

strategies to increase the survivability in such a 

global management start-up environment. Global 

management has been directly linked to labor 

exploitation between countries. The recent rise 

in fair trade shows human-centered manage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producing countr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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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442)

SNS마케팅 SNS Marketing

창업자들에게 마케팅은 시장을 개척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ICT발전으로 SNS를 통해 효과적으로 잠재고객에

게 파고드는 마케팅기법이 발달되고 있다. 본 수

업에서는 SNS마케팅에 사용되는 각종 매체들의 

특징과 기법 등을 살펴보고, 창업아이템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Marketing is very important for startups, but it 

costs a lot. Recently, marketing techniques that 

effectively penetrate potential customers through 

SN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ICT. This class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of various media 

used for SNS marketing and explores how to 

effectively utilize them according to startup 

items.

기초
(226)

기업가정신과윤리경영 Entrepreneurship and Ethical Management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기업에대한 요구가 다양해

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기업의 사회

적책임과 사회공헌투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

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안정적 장기성장을 위

해 성공하는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업

경영철학을 이해한다.

With the maturity of civil society, demands for 
companies are diversifying. In particular, since 
the 2000s, demands for the creation of social 
value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impact investment have been increasing. 
Understand the literacy and corporate 
management philosophy that successful 
entrepreneurs must have for stable long-term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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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콘텐츠학과 (Dept. of Cultural Convergence Contents)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인 현장 전문가

전공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현장 실무능력, 트렌드 분석능력

교육목표

◾문화ㆍ관광의 지역전략산업에 기반한 한(韓)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융복

합 기반의 전문인력 양성

◾4차 산업의 발달에 맞추어 새로운 콘텐츠 중심의 1인 창조산업에 적합한 문화융합의 기술인

력 양성

교육과정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문

학과 현장 실무 제작능력을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인문학과 문화 일반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콘텐츠 대상으로서의 인문학 자원에 대한 

조사 활용 능력의 교육과정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의 이해와 장비 활용 및 제작 실무 능력을 갖추는 

교육과정

◾지역사회에 밀착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문화콘텐츠학사(Bachelor of Culture Conten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문화정책/

콘텐츠기획
문화예술기획자, 콘텐츠기획자, 소셜광고기획자, 미디어콘텐츠진흥기관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개발
콘텐츠제작전문가,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콘텐츠

스토리텔링
콘텐츠기획자, 스토리텔러, 광고기획자, 카피라이터, 소셜미디어크리에이터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사고능력

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한 형태보다는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해결법을 만들수 있는 
능력

준거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능력을 갖춘다.

◾창의적 사고의 구현을 위한 지식 정보의 확보와 적용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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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사고능력 현장 실무능력 트랜드 분석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현장 실무능력

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문화콘텐츠산업의 직무 전반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실무를 
이끌어가는 능력 

준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역량을 갖춘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다.

◾조직에서의 책임감 및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트랜드 

분석능력

정의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해 낼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정
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문화를 경험 및 이해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춘다.
◾융합콘텐츠 산업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분야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직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사고능력 현장 실무능력 트랜드 분석능력

문화콘텐츠기획 ● ◐ ●

콘텐츠개발 ◐ ● ●

스토리텔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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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문화트렌드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 학습능력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력 향상
미래지향적 창의정신의 함양

실무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의 

수집, 분석, 기획 능력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활용능력

문화트랜드 변화 속도를 수용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능력

심화
전공 교과 학습을 통한 

콘텐츠 제작 기술 학습

문화융합콘텐츠 기술 향상을 

위한 종합적 추진 능력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강화 실천하는 능력

기초 논리적 문제해결 미디어 제작 도구의 활용 문화융합콘텐츠 산업의 이해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사고능력

현장
실무능력

트랜드
분석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문화정책론 ◐ ● ● 4 2 4

문화콘텐츠와저작권 ◐ ● ◐ 5 2 3

AR/VR콘텐츠 ◐ ● ● 4 4 2

문화콘텐츠산업창업론 ● ◐ ● 3 4 3

빅데이터와문화콘텐츠 ◐ ● ● 4 4 2

문화콘텐츠마케팅 ● ◐ ● 3 3 4

실무

그래픽제작실습 ◐ ● ◐ 4 4 2

음향제작실습 ◐ ● ◐ 4 4 2

1인미디어제작실습 ● ● ◐ 3 3 4

프레젠테이션제작및피칭 ◐ ● ◐ 3 4 3

문화콘텐츠서비스러닝 ◐ ● ◐ 3 3 4

지역문화정책서비스러닝 ● ◐ ◐ 3 3 4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1) ◐ ● ◐ 3 3 4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2) ◐ ● ◐ 3 3 4

SNS광고홍보 ◐ ● ● 4 4 2

심화

문화콘텐츠와문화기술 ◐ ◐ ● 5 3 2

콘텐츠와도시재생 ◐ ◐ ● 5 2 3

역사문화유산과콘텐츠 ◐ ● ◐ 5 3 2

사진영상콘텐츠워크숍 ● ● ◐ 4 3 3

문화콘텐츠기획 ● ● ◐ 5 3 2

스토리텔링조사기획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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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사고능력

현장
실무능력

트랜드
분석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웹콘텐츠조사기획 ● ● ◐ 5 3 2

글로벌문화콘텐츠워크숍 ● ● ◐ 4 3 3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1) ● ● ◐ 3 5 2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2) ● ● ◐ 3 5 2

기초

소셜콘텐츠제작실습 ○ ◐ ● 2 4 4

지역혁신과콘텐츠산업 ◐ ● ◐ 6 3 1

문화융합콘텐츠입문 ● ◐ ◐ 3 3 4

논리적문제해결(1) ◐ ● ◐ 4 4 2

논리적문제해결(2) ◐ ● ◐ 4 4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사고능력 현장 실무능력 트랜드 분석능력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
문화정책론[필]
문화콘텐츠마케팅

문화콘텐츠와저작권
SNS 광고홍보

AR/VR콘텐츠

실무

1인미디어제작실습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1)
[필]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2)
[필]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1)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2)

심화
문화콘텐츠기획 지역문화정책서비스러닝

문화콘텐츠서비스러닝
문화콘텐츠와문화기술[필]

기초

소셜콘텐츠제작실습[필]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지역혁신과콘텐츠산업
스토리텔링과콘텐츠

디지털인문학
문화콘텐츠의이해

콘텐츠

개발

전문
문화정책론[필] SNS 광고홍보

문화콘텐츠와저작권
문화콘텐츠산업창업론[필]
AR/VR콘텐츠

실무

1인미디어제작실습 음향제작실습
그래픽제작실습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1)
[필]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2)
[필]

SNS광보홍보

심화

글로벌문화콘텐츠워크숍
문화콘텐츠기획

웹콘텐츠조사기획
사진영상콘텐츠워크숍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1)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2)
문화콘텐츠산업의이해[필]

문화콘텐츠와문화기술[필]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스토리텔링과콘텐츠 디지털인문학
문화콘텐츠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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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창업 준비 및 
수행능력

전문
문화콘텐츠와저작권(G,C)
AR/VR콘텐츠(C)
문화정책론(P)

문화콘텐츠산업창업론(C)
빅데이터와문화콘텐츠(S)
문화콘텐츠마케팅(C)
SNS광고홍보(S)

종합적 제작 능력
현장 적용 능력

트랜드이해 능력
실무

그래픽제작실습(C)
음향제작실습(C)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1)(C)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2)(C)

1인미디어제작실습(C)
프레젠테이션제작및피칭(G)
사진영상콘텐츠워크숍(C)
글로벌문화콘텐츠워크숍(P)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1),(2)(C)

콘텐츠 기획능력
제작기술 능력

심화
문화콘텐츠와문화기술(C)
문화콘텐츠서비스러닝(D)
지역문화정책서비스러닝(D)

문화콘텐츠기획(P)
스토리텔링조사기획(S)
웹콘텐츠조사기획(C)

문화융합콘텐츠
 기초 이해 능력

기초

문화융합콘텐츠입문(G)
소셜콘텐츠제작실습(G)
논리적문제해결 (1 ) , 
(2)(G)

역사문화유산과콘텐츠(S)
지역혁신과콘텐츠산업(C)
콘텐츠와도시재생(D)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심화과정 트랙구분: (C)공통교과   (D)기획과정  (P)프로그래밍과정  (G)그래픽과정

비 
교 
과

▪신입생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성인학습자 기초  
학습모임

▪영어 및 컴퓨터 
학습 프로그램

▪멘토링
▪국내외 기업탐방
▪콘텐츠 조사 실습
▪서비스 러닝

▪TBL, PBL
▪전문가 초청 강연
▪미디어동아리 운영
▪미디어 장비활용 
강좌 운영

▪창업 특강
▪창업동아리 운영
▪문화지원정책 소개 
및 지원

문화기술 동향 전문가 특강, 1인 미디어제작자 특강, 창업동아리,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사고능력 현장 실무능력 트랜드 분석능력

스토리텔링

전문
문화정책론[필]
문화콘텐츠마케팅

문화콘텐츠와저작권 빅데이터와문화콘텐츠

실무

1인미디어제작실습 프레젠테이션제작및피칭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1)
[필]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2)
[필]

문화콘텐츠서비스러닝
지역문화정책서비스러닝

심화
글로벌문화콘텐츠워크숍
문화콘텐츠기획

문화콘텐츠산업의이해[필]
콘텐츠와도시재생

문화콘텐츠와문화기술[필]
스토리텔링조사기

기초

문화융합콘텐츠입문[필]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역사문화유산과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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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24) 이상

 ◾심화과정: 전공 60학점(기초 6 + 전필 12 + 전선 42) 이상

 ※ 1학기 3학점 이내 유사 교과목 인정

전필 12 2~4

전선
24 2~4

18 3~4

졸업자격(논문) P 4  ◾ 1인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세부사항은 내규에 의함) 

졸업 이수학점 12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
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전공기초 이수 

- 기본과정 (기초 6 + 전필 12 + 전선 24) 이수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117 논리적문제해결(1) Logical problem solving(1) 3 3 기초 4 4 2

전필 16120 문화융합콘텐츠입문 Introduction to Cultural Convergence Content 3 3 기초 3 3 4

2
기초 16123 논리적문제해결(2) Logical problem solving(2) 3 3 기초 4 4 2

전필 16136 소셜콘텐츠제작실습 Practice of Social Content Production 3 3 기초 2 4 4

2

1

전필 16231 문화콘텐츠와문화기술 Culture contents & Culture Technology 3 3 심화 5 3 2

전선 16232 역사문화유산과콘텐츠 Contents of Historical Cultural Heritag 3 3 심화 5 3 2

전선 16233 지역문화정책서비스러닝 Regional Culture Policy –Service learning 3 3 실무 3 3 4

2

전필 16234 지역혁신과콘텐츠산업 IRegional innovation and content industry 3 3 기초 6 3 1

전선 16230 문화콘텐츠서비스러닝 Culture content Service-learning 3 3 실무 3 3 4

전선 16235 콘텐츠와도시재생 Content and urban regeneration 3 3 심화 5 2 3

3

1

전선 00000 문화콘텐츠기획 Culture contents Planning 3 3 심화 5 3 2

전필 00000 문화정책론 Introduction to Cultural Policy 3 3 전문 4 2 4

전선 00000 스토리텔링조사기획 Storytelling Survey and Planning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문화콘텐츠와저작권 Cultre contents and Copyright 3 3 전문 5 2 3

전선 00000 AR/VR콘텐츠 Contents of AR/VR 3 3 전문 4 4 2

전필 00000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1) (Regional Culture )Living Lab Project (1) 3 3 실무 3 3 4

2

전선 00000 프레젠테이션제작및피칭 Presentation Creation and Pitching 3 3 실무 3 4 3

전선 00000 그래픽제작실습 Graphic Designe practice 3 3 실무 4 4 2

전선 00000 음향제작실습 Sound Making practice 3 3 실무 4 4 2

전선 00000 웹콘텐츠조사기획 Web Content Survey Plan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1인미디어제작실습 One-man Media Production Lab 3 3 실무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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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442)

논리적문제해결(1) Logical problem solving(1)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고양한다. 

Develop a range of ways of thinking to define 

problems and solve them, and improve your 

ability to apply them in real life.

기초
(442)

논리적문제해결(2) Logical problem solving(2)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고양한다.

Develop a range of ways of thinking to define 

problems and solve them, and improve your 

ability to apply them in real life.

■ 전공필수

전필 00000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2) (Regional Culture )Living Lab Project (2) 3 3 실무 3 3 4

4

1

전필 00000 문화콘텐츠산업창업론 Start-up in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3 3 전문 3 3 4

전선 00000 SNS광고홍보 Advertising on SNS 3 3 실무 4 4 2

전선 00000 사진영상콘텐츠워크숍 Photo and video content workshop 3 3 심화 4 3 3

전선 00000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1) Capstone Design (1) 3 3 심화 3　 5 2　

2

전선 00000 빅데이터와문화콘텐츠 Big Data and Cultural Contents 3 3 전문 4 4 2

전선 00000 글로벌문화콘텐츠워크숍 Global Culture Contents Workshop 3 3 심화 4 3 3

전선 00000 문화콘텐츠마케팅 Culture Contents Marketing 3 3 전문 3 3 4

전선 00000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2) Capstone Design(2) 3 3 심화 3 5 2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44)

소셜콘텐츠제작실습 Practice of Social Content Production 

마케팅과 여가생활 분야에서 소셜콘텐츠의 중요

성과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동영상을 비롯한 소

셜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소셜콘텐

츠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킨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social content in marketing and 

leisure life. Through planning and producing 

social content including video, we can improve 

the professional competence for social content.

기초
(334)

문화융합콘텐츠입문 Introduction to Cultural Convergence Content

문화융합콘텐츠의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고 개인

별 특성에 맞는 초급 콘텐츠 제작 실습을 수행

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개인별 콘텐츠 역량을 점검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understand the cultural 

convergence contents and carry out the 

beginner's contents production practice. Through 

this, we understand the planning and production 

process of content and check the content 

capability of each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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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역사문화유산과콘텐츠 Contents of Historical Cultural Heritage 

역사문화유산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의해 다른 
특징을 가지므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기본적
인 활용의 대상이다. 본 교과에서는 문화콘텐츠
로서 역사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사례를 탐구한다.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way of life of 
human beings, so it is a basic application in the 
contents industry.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grasp the meaning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as cultural contents and explore the 
use cases.

심화
(532)

문화콘텐츠와문화기술 Culture contents & Culture Technology

문화콘텐츠에 적용된 문화콘텐츠 기술, 문화산업 

기술의 발달과정을 탐구한다. 성공적인 문화콘텐

츠 제작에 필요한 필수 기술 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기술의 특징과 미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technology and cultural 

industry technology applied to cultural contents. 

Understand the essential technical element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production of 

cultural contents and predict the characteristics 

and future prospects of various cultural 

technologies.

실무
(334)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1) Regional Culture Living Lab Project (1)

본 교과는 지역의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파트너쉽

을 형성하여 학습과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

는 프로젝트이다.

This course is a project to present a solution 

through learning and research by forming an 

open user-centered partnership to solve the 

problem of local traditional culture.

실무
(334)

지역문화리빙랩프로젝트(2) Regional Culture Living Lab Project (2)

본 교과는 도시발전으로 형성된 재생 또는 재개

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개

방형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학습과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This course is a project to propose a solution 

through learning and research by forming a 

user-centered open partnership to solve the 

problems of regeneration or redevelopment 

formed by urban development.

전문
(424)

문화정책론 Introduction to Cultural Policy

해방 이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된 문화관련 정책

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화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문화정책을 제

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Understand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olic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since 1945, and research and analyze the 

current cultural policies to develop new cultural 

policies.

전문
(334)

문화콘텐츠산업창업론 Start-up in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1인 창조산업을 비롯하여 최근 문화콘텐츠 관련 

창업 동향을 학습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창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창업을 위

한 아이템 발굴에서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이해한다.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recent trends of 

start-ups related to cultural contents, including 

one-person creative industries. Understand the 

whole process from finding items to starting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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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631)

지역혁신과콘텐츠산업 Regional innovation and content industry

전주전북 지역에서 콘텐츠산업의 비중을 논의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산업적 
개념을 학습하고 게임, 미디어콘텐츠 등과 같은 분
야별 콘텐츠 산업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discusses the weight of the content 
industry in Jeonju-Jeonbuk region and learns the 
industrial concept of the content field that is 
treated as important. Cultivate the ability to 
develop new markets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trends in the content industry by 
field such as games and media contents.

실무

(334)

문화콘텐츠서비스러닝 Culture contents Service-learning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의 봉사활
동에 연계하여 학습력을 높이는 교과목으로 지역 
내에서 개발된 문화콘텐츠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
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the learning 
ability by linking the knowledge and skills 
learned in the class with the volunteer activities 
of the community, an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ltural contents developed in the 
area to draw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실무

(334)

지역문화정책서비스러닝 Regional Culture Policy –Service learning
지역의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문화정책
에 기반하여 움직이고 있으나, 지역 발전 전략으
로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책 개발은 중요한 화
두가 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지역 문화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 지역문
화정책을 제시해 본다.

Regional cultural policy is basically moving based 
on national cultural policy, but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al policy is an important topic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is course 
examines and analyzes local cultural policies to 
draw problems and suggests developmental 
regional cultural policies.

심화

(532)

역사문화유산과콘텐츠 Contents of Historical Cultural Heritage 

역사문화유산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의해 다른 
특징을 가지므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기본적인 
활용의 대상이다. 본 교과에서는 문화콘텐츠로서 
역사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사
례를 탐구한다.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way of life of 
human beings, so it is a basic application in the 
contents industry.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grasp the meaning of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as cultural contents and explore the 
use cases.

심화

(523)

콘텐츠와도시재생 Content and urban regeneration

도시 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적 기초지식(환
경생태학)을 배운다. 그리고 이를 실천적으로 운
용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
생, 사회혁신 등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힌
다.

Students learn basic ecological knowledge 
(environmental ecology) that can be used for 
urban regeneration. It also broadens the 
understanding of policy projects such as village 
creation, social economy, urban regeneration, 
and social innovation.

심화

(532)

스토리텔링조사기획 Storytelling Survey and Planning

스토리텔링은 Story와 Telling의 합성어이다. 본 
교과에서는 스토리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분
석하며 유형화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Storytelling is a combination of story and telling.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how to find, 
analyze, type, and develop new content.

전문 문화콘텐츠와저작권 Cultre contents and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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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523)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창조적 저작물의 사용을 전
제로 한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
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권리와 이행 조건 등을 
학습한다.  

Cultural content presupposes the use of various 
creative works. In order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process of producing 
contents, this course focuses on the basic 
understanding and examples of copyright, and 
the rights and implementation conditions of 
copyright.

전문

(442)

AR/VR콘텐츠 Contents of AR/VR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콘텐츠 제
작 활용에서 AR/VR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
으며 향후 전망을 탐구한다.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are rapidly expandi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technology. This course explores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AR / 
VR technology in content production.

실무

(343)

프레젠테이션제작및피칭 Presentation Creation and Pitching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제 제작하기 위해서는 창의
적인 사업 아이템을 정리하여 정책 지원 요청 또
는 투자 설명 등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콘텐
츠 기획자로서 발표 능력은 콘텐츠 기획과 창업
에 중요한 요소이다.

In order to plan and actually produce content, 
creative business items should be arranged to 
request policy support or explain investment. 
For content planners, presentation skills are an 
important element of content planning and 
start-up.

실무

(442)

그래픽제작실습 Graphic Design practice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다양한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그래픽 제작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콘텐츠 그래픽을 
직접 제작해 본다.

This course teaches students the ability to 
create various graphics used in content creation.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skills required for 
graphic production and create various content 
graphics.

실무

(442)

음향제작실습 Sound Making practice

음향은 콘텐츠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시
각ㆍ영상콘텐츠와 함께 구현되거나 독자적인 콘
텐츠로 개발할 수 있다. 본 교과에서는 음향 관
련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음향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본다.

The sound enriches the contents of the contents 
and can be implemented with visual and video 
contents or developed as original content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skills related to 
sound and make various sound contents 
themselves.

심화

(532)

웹콘텐츠조사기획 Web Content Survey Plan

웹콘텐츠는 웹 사이트 내에 구축된 다양한 콘텐
츠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조사 분석하고 새로운 콘텐
츠를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develops the ability to research and 
analyze web content and suggest new content 
among various contents built on the web site.

실무

(334)

1인미디어제작실습 One-man Media Production Lab

인터넷 1인 방송 미디어를 제작 실습한다. 유튜
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은 10~20대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콘텐츠 제작 실습에 
대한 학습 능력을 토대로 1인 방송 미디어를 직

In this course, students create and practice 
broadcasting media on the Internet. Internet 
broadcasts such as YouTube and African TV are 
expanding in all ages in their tee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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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접 제작한다. twenties. Students create their own broadcasting 
media based on their ability to learn about 
content creation.

실무

(442)

SNS광고홍보 Advertising on SNS

SNS를 이용한 광고 및 홍보 능력을 갖춘다. 광고
홍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네트워킹, 커
뮤니케이션, 미디어 플랫폼 기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SNS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광고 홍보 방안
을 탐구한다.

This course is equipped with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skills using SNS. Students will 
gain basic knowledge of advertising promotions 
and explore effective advertising promotion 
methods using SNS based on networking, 
communication, and media platform functions.

심화

(433)

사진영상콘텐츠워크숍 Photo and video content workshop

본 교과목은 1인 방송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사진
ㆍ영상촬영 기술을 습득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
한 워크숍을 통해 실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다. 팀프로젝트로 운영하며 집중 수업 등의 방법
이 적용될 수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photography 
and video recording skills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one-person broadcasting media, 
and reinforce practical skills through workshops 
for content production. It operates as a team 
project and can be applied to intensive classes.

심화

(352)

문화융합콘텐츠리빙랩(1), (2) Cultural Convergence Content Living Lab (1), (2)

본 교과는 미래 문화융합콘텐츠 산업분야에서 필
요한 능력을 구현하는 것으로 콘텐츠 산업 현장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 설계, 제작을 
실습한다.

This course implements the necessary skills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ents industry. The 
course deals with the planning, design and 
produc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ontents 
industry.

전문

(442)

빅데이터와문화콘텐츠 Big Data and Cultural Contents

빅데이터는 콘텐츠 산업분야의 미래 경쟁력을 결
정할 수 있는 요소의 하나이다. 본 교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
도록 개념과 정의, 기술과 활용실태 등을 학습한
다.

Big data i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determine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the 
content industry.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concepts, definitions, technologies, and 
practical conditions to develop cultural contents 
using big data.

심화

(433)

글로벌문화콘텐츠워크숍 Global Culture Contents Workshop

본 교과목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실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팀프로젝트로 
운영하며, 해외 답사 등 집중 수업 등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This course reinforces practical skills through 
workshops for content creation. It operates as a 
team project, and intensive classes such as 
overseas exploration can be applied.

전문

(334)

문화콘텐츠마케팅 Culture Contents Marketing

창의성이 강한 문화콘텐츠의 특성상 소비자와 문
화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
가 중요하다. 본 교과에서는 문화콘텐츠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고 콘텐츠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이론과 방법을 탐구한다.

Cultural contents where creativity is important is 
very important how to build communication 
between consumers and cultural content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ontents market and 
explore marketing theories and methods 
appropriate to the content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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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ICT학과 (Dept. of Smart Agriculture)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생명–ICT 융합형 전문인

전공능력 농생명ICT 전문가로서의 의사소통·지식응용·평생학습 능력

교육목표

◾ 농생명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겸비한 농생명ICT 융합형 인재 양성

◾ 농생명산업 관련 실무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 양성

◾ 농생명산업 관련 전문성·도덕성·책임감을 구비한 실무자 양성

교육과정

 ◾ 농생명산업 분야 문제해결 및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식과 실무과정 운영(스마트팜, 

작물, 원예, 축산, 농기계, 경영, 정책, 법규 등)

 ◾ 농생명산업 관련 경영체 운영·관리 노하우 습득을 위한 프로젝트 및 실습과정 운영(창

업,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사례연구 등)

수여학위 농생명ICT학사(Bachelor of Smart Agricultur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산업체 실무자

(비료·농약·종자·농기계 등 농자재기업,

농업시설 시공업체)
기사(시설원예, 원예, 농기계,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화학, 조

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 등), 손해

평가사, 도시농업관리사

전문 경영인

(농업법인, 식물공장, 축산농장, 산업곤충농장,

농식품 가공업체)

공무원·공기업 

(농촌진흥청, 도청, 농업기술원,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협)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의사소통

정의
빠르게 발전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에 대하여 인지한다.
◾주제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견 제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설득논리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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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의사소통 지식응용 평생학습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지식응용

정의 농생명산업 관련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고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농생명산업 관련 기초 지식과 이론을 농업·농촌현장에 적용한다.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유발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평생학습

정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준거
◾평생교육과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 참여한다. 
◾새로운 정보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한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의사소통 지식응용 평생학습

산업체 실무자 ◐ ● ●

전문경영인 ● ◐ ●

공무원·공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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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능력 프로젝트 수행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긍정적인 사고

실무
농생명ICT 융합기술 응용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농생명ICT 융합기술 평가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도덕적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감

심화
농생명 기초 지식

농생명ICT 융합기술 이해

농생명 관련 창업, 시장 환경 

및 데이터 분석

적극적 정보수집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농생명산업의 이해

농업과학 기초지식

외국어, 컴퓨터, 스마트폰 및 

ICT 기기의 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 학습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사소통 지식응용 평생학습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복합환경제어 ○ ● ◐ 3 5 2

농생명창업리빙랩 ● ○ ◐ 2 3 5

농생명비지니스 ● ○ ◐ 2 3 5

도시농업 ○ ● ◐ 3 5 2

성공사례연구 ● ◐ ○ 2 3 5

농산물우수관리(GAP) ○ ● ◐ 2 4 4

실무

스마트팜리빙랩 ○ ● ◐ 3 2 5

농산물전자상거래 ● ○ ◐ 2 3 5

수확후관리 ◐ ● ○ 2 5 3

농업경영(2) ◐ ● ○ 5 2 3

농업정책 ◐ ● ○ 5 2 3

농업법률 ◐ ● ○ 5 2 3

스마트농업서비스러닝 ◐ ● ○ 3 2 5

사물인터넷(IOT)개론 ◐ ● ○ 5 3 2

푸드테크 ○ ● ◐ 5 3 2

농촌사회복지 ◐ ○ ● 3 2 5

심화

스마트팜입문 ○ ● ◐ 3 5 2

재배원론 ● ◐ ○ 5 3 2

농업기계와자동화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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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사소통 지식응용 평생학습
지식
(K)

기술
(S)

태도
(A)

농업경영(1) ◐ ○ ● 5 3 2

친환경정밀농업 ◐ ○ ● 3 2 5

농업빅데이터개론 ○ ◐ ● 5 3 2

인공지능(AI)개론 ○ ◐ ● 5 3 2

컴퓨터와ICT ○ ◐ ● 5 3 2

기초

미래의농업 ◐ ○ ● 5 2 3

논리적문제해결(1) ● ○ ◐ 3 2 5

논리적문제해결(2) ● ○ ◐ 3 2 5

농생명산업의이해 ◐ ○ ● 3 2 5

농업과학기초 ○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의사소통 지식응용 평생학습

산업체

실무자

전문
농생명창업리빙랩[필] 복합환경제어

도시농업
농산물우수관리(GAP)

실무

농산물전자상거래 스마트농업서비스러닝[필]
스마트팜리빙랩[필]
수확후관리
푸드테크

농업경영(2)
농업정책
농업법률
농촌사회복지

심화

스마트팜입문[필]
재배원론
농업기계와자동화
인공지능(AI)개론
농업빅데이터개론[필]

농업경영(1)
친환경정밀농업
컴퓨터와ICT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미래의농업[필]

농업과학기초[필] 농생명산업의이해[필]

전문

경영인

전문
농생명창업리빙랩[필]
성공사례연구
농생명비지니스

복합환경제어
도시농업

농산물우수관리(GAP)

실무

농산물전자상거래 스마트농업서비스러닝[필]
스마트팜리빙랩[필]
수확후관리
푸드테크

농업경영(2)
농업정책
농업법률
농촌사회복지

심화

스마트팜입문[필]
농업빅데이터개론[필]

농업경영(1)
친환경정밀농업
컴퓨터와ICT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농업과학기초[필] 농생명산업의이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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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 심화과정 트랙구분: (C)공통교과   (D)기획과정  (P)프로그래밍과정  (G)그래픽과정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의사소통 지식응용 평생학습

미래의농업[필]

공무원

공기업

전문
농생명창업리빙랩[필] 복합환경제어

실무

스마트농업서비스러닝[필]
스마트팜리빙랩[필]
수확후관리

농업경영(2)
농업정책
농업법률
농촌사회복지

심화

스마트팜입문[필]
재배원론
농업기계와자동화
인공지능(AI)개론
농업빅데이터개론[필]

농업경영(1)
친환경정밀농업
컴퓨터와ICT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미래의농업[필]

농업과학기초[필] 농생명산업의이해[필]

프로젝트 수행
사례 분석연구

전문
복합환경제어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생명창업리빙랩(필)
도시농업
성공사례연구
농생명비지니스

현장실무지식
농생명ICT

융합응용기술
실무

스마트농업서비스러닝[필]
사물인터넷(IOT)개론
농업정책

스마트팜리빙랩(필)
농산물전자상거래
수확후관리
농업경영(2)

농업법률
농촌사회복지
푸드테크

농업기초지식
농생명ICT

융합기초기술
심화

스마트팜입문(필) 
재배원론
농업기계와자동화
농업경영(1)
컴퓨터와ICT 

농업빅데이터개론(필)
인공지능(AI)개론
친환경정밀농업

농생면산업이해
ICT기초지식

기초

논리적문제해결Ⅰ(초)
논리적문제해결Ⅱ(초)
농생명산업의 이해(필)
농업과학기초(필)

미래의농업(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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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멘토-멘티
▪영어 및 컴퓨터 
학습 프로그래밍

▪전공기초 학습모임
▪서비스러닝
▪선진지 방문

▪전공심화 학습모임
▪현장실습
▪창업동아리 모임

▪성공사례 
조사·분석

▪리빙랩프로젝트
▪전문가 초청 특강

선진지 방문: 연구시설, 농업법인, 식물공장, 축산농장, 산업곤충농장, 스마트팜 관련 산업체 등
 전문가 특강: 농업인, 농생명 산업체 CEO, 실무자, 교수 등

[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학문기초 6학점 이수

전필 12
1~4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6+전필12+전선24)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0학점(기초6+전필12+전선42) 이상전선
24
18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 이수학점 12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
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전공기초 이수 

- 기본과정 (기초 6 + 전필 12 + 전선 24) 이수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117 논리적문제해결(1) Logical Problem-Solving Ⅰ 3 3 기초 3 2 5

전필 16124 농생명산업의이해 Introduction of Agri. & Life Industry 3 3 기초 3 2 5

2
기초 16123 논리적문제해결(2) Logical Problem-Solving Ⅱ 3 3 기초 3 2 5

전필 16118 농업과학기초 Basic Agricultural Science 3 3 기초 5 3 2

2

1

전필 16224 미래의농업 Future Agriculture 3 3 기초 5 2 3

전필 16226 스마트농업서비스러닝 Service Learning on Smart Agriculture 3 3 실무 3 3 4

전선 16221 농업경영(1) Agricultural Management Ⅰ 3 3 심화 5 3 2

전선 16228 재배원론 Introduction of Crop Cultivation 3 3 심화 5 3 2

전선 16229 컴퓨터와ICT Computer and ICT 3 3 심화 5 3 2

2

전필 16227 스마트팜입문 Introduction of Smart Agriculture 3 3 심화 3 5 2

전선 16222 농업기계와자동화 Agricultural Machinery and Automation 3 3 심화 5 3 2

전선 16223 농업정책 Agricultural Policies 3 3 실무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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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25)

논리적문제해결(1) Logical problem solving(1)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사고의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

하는 능력을 고양한다. 

Develop a range of ways of thinking to define 

problems and solve them, and improve your 

ability to apply them in real life.

기초
(325)

논리적문제해결(2) Logical problem solving(2)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사고의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

하는 능력을 고양한다.

Develop a range of ways of thinking to define 

problems and solve them, and improve your 

ability to apply them in real life.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25)

농생명산업의이해 Understand of Agri. & Life Industry

농업의 역할은 주곡인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었 The role of agriculture was stable production of 

전선 16225 사물인터넷(IOT)개론 Introduction of IOT 3 3 실무 5 3 2

3

1

전필 00000 농업빅데이터개론 Introduction of Big Data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복합환경제어 Integrated Environment Control System 3 3 전문 3 5 2

전선 00000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3 3 전문 2 4 4

전선 00000 농업경영(2) Agricultural Management Ⅱ 3 3 실무 5 2 3

전선 00000 농산물전자상거래 e-Business 3 3 실무 2 3 5

2

전필 00000 스마트팜리빙랩 Living Lab on Smart Agriculture 3 3 실무 3 2 5

전선 00000 인공지능(AI)개론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3 3 심화 5 3 2

전선 00000 수확후관리 Postharvest Management 3 3 실무 2 5 3

전선 00000 친환경정밀농업 Precision Agriculture 3 3 심화 3 2 5

4

1

전필 00000 농생명창업리빙랩 Startup Living Lab on Agr. & Life Industry 3 3 전문 2 3 5

전선 00000 성공사례연구 Success Case Analysis 3 3 전문 2 3 5

전선 00000 농업법률 Agricultural Legislation 3 3 실무 5 2 3

2

전선 00000 농생명비지니스 Agro-Business 3 3 전문 2 3 5

전선 00000 도시농업 Urban Agriculture 3 3 전문 3 5 2

전선 00000 푸드테크 Agro-Food Technology 3 3 실무 5 3 2

전선 00000 농촌사회복지 Rural Society Welfare 3 3 실무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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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으나, 식량, 원예, 축산 및 바이오 소재의 생산·

가공·유통, 나아가 환경보존, 농촌의 경관 및 

전통문화의 유지 등 농업과 생명산업 분야로 확

대되었음. 이 과목에서는 농생명산업의 영역과 

역할에 대해 학습함.

grain and food, but expanded to agriculture and 

life industries such as food, horticulture, 

livestock and bio-materials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rural landscape and traditional 

culture.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about the 

areas and roles of the agricultural life industry.

기초
(532)

농업과학기초 Basic Agricultural Science

농업과 농학의 학습에 기본이 되는 물리적·화

학적·생물학적 주요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데 

목표를 둠. 환경보존과 작물, 가축, 식품 등의 생

산 활동에 관련된 각종 용어들에 대한 정의, 주

요 구조와 원리, 농생명 산업에의 적용되는 사례

를 학습함.

The goal is to understand the major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phenomena underlying 

the learning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science. This course covers the definition of 

various terms related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ivities such as 

crops, livestock, and foods, the main structures 

and principles, and examples of application to 

the agricultural life industry.

기초
(523)

미래의농업 Future Agriculture

농업은 산업의 기초이었으나 경제·사회·기술

적 변화에 따라 농업의 영역과 역할이 확대·변

화하고 있음. 이 과목에서는 세계와 우리나라 농

업의 발전과정 리뷰, 현대 농업, 4차 산업혁명시

대의 농생명-ICT 융합농업 및 미래의 농업에 대

해 학습함.

Agriculture was the basis of industry, but the area 

and role of agriculture are expanding and changing 

according to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Student will lear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e in the world and Korea, modern 

agriculture, agricultural life-ICT convergenc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future agriculture.

심화
(352)

스마트팜입문 Introduction of Smart Agriculture 

스마트농업은 농업기술에 ICT를 융합시켜 농업

의 편이성과 생산성을 높인 신개념 농업임. 스마

트농업의 주요 구성요소, 즉 수경재배시설, 센서 

및 제어기의 기초 원리에 대해 학습함.

Smart agriculture is a new concept of 

agriculture that combines ICT with agricultural 

technology to increase the convenience and 

productivity of agriculture. Study the basic 

principles of smart farming, hydroponic 

cultivation facilities, sensors and controllers.

실무
(334)

스마트농업서비스러닝 Service Learning on Smart Agriculture

이 과목은 농생명산업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

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방법론을 학습함. 학습한 이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실습함으로써, 수강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how to solv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agricultural life 

industry in a creative way. This course aims to 

improve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students 

by applying the learned theory to the 

agricultural field and practicing problem solving.

심화
농업빅데이터개론 Introduction of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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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532)

빅데이터의 분석·기획,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

석기법, 데이터 마이닝,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이해하고 학습함. 또한 기 

빅데이터 플랫폼과 수집·저장, 빅데이터 처리 

및 인프라,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해 전반적으

로 학습함

Understanding and learning big data analysis 

and planning, statistical analysis, big data 

analysis, data mining, unstructured data mining, 

and data visualization. Students also learn about 

the existing big data platform, collection and 

storage, big data processing and infrastructure, 

and big data analysis tools.

전문
(235)

농생명창업리빙랩 Startup Living Lan on Agr. & Life Industry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목으로서, 사업분야

의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전

반적인 경영관리, 창업자금 조달방안, 그리고 창

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연구함으로써 창업 실무역

량을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함. 

This course is a project to carry out 

entrepreneurship projects. It aims to increase 

entrepreneurship capabilities by studying business 

selection,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business 

plan preparation, overall management, financing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support 

programs.

실무
(325)

스마트팜리빙랩 Start-up in the Culture Contents Industry

온실과 축사의 환경제어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을 높이고자함. 작물 또는 가축의 환경 계

측, 온도·습도제어, 앵액 또는 사료의 공급제어, 

냉난방, 환기, 데이터 수집, 구동 프로그램에 대

해 학습함. 또한 선진 농업시설의 방문·현장학

습을 병행함.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of 

greenhouses and animal husbandry facilities. 

Students will learn about environmental 

measurement of crops or livestock,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control of sap or feed, air 

conditioning, ventilation, data collection, and 

driving programs. In addition, they visit both 

advanced agricultural facilities and field trips.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32)

컴퓨터와ICT Computer and ICT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은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판매에까지 활용되고 있음.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및 ICT의 기본 원리, 각종 정보

의 수집·축적·가공·응용 등을 위한 이론학습

과 농업적 활용능력을 배양함.

Computer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re used in agricultural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basic principles of computer, 

smart phone, and ICT, as well as theoretical 

learning and agricultural application for 

collecting, accumulating, processing, and 

applying various information/

심화

(532)

재배원론 Introduction of Crop Cultivation

벼, 보리, 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기원, 품종 This course covers the origin of maj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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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과 육종의 기초, 식물의 기본구조, 물질대사 및 

생장생리, 식물의 재배환경(토양, 물, 온도, 광 

등), 재배관리기술(이앙, 시비, 잡초 제거, 병해충 

방제, 수확)에 대한 이론을 학습함.

crops such as rice, barley, wheat and soybeans, 

the basis of varieties and breeding, basic 

structure of plants, metabolism and growth 

physiology, plant cultivation environment (soil, 

water, temperature, light, etc.), cultivation 

management technology (rice transplanting, 

fertilization, weeding, pest control, and 

harvesting).

심화

(532)

농업기계와자동화 Introduction to Culture Contents

벼농사와 밭농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운·정지

기, 이앙기,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양수기, 제

초기, 수확기, 콤바인, 운반기 등의 작동원리와 

특성, 농기계의 자동화 원리, 농기계의 합리적인 

선정방법과 경제성 분석 등을 학습함.

Student will learn about principle and 

characteristics of tillage machinery, seeder, rice 

transplanter, planter, pump, weeder, harvester, 

combine, conveyer, etc. used in rice and upland 

crop farming, principle of automation of farm 

machinery, rational selection method and 

economic analysis of farm machinery.

심화

(523)

농업경영(1) Regional Culture Policy –Service learning
농업경영의 토지·자본·노동 제요소와 농산물의 

생산 및 비용의 함수관계를 이해하고, 자금운용

전략과 투자전략, 판매전략의 기초를 익히고, 이

윤획득을 위한  적정규모 결정의 기초이론을 학

습함.

Understand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land, capital, and labor elements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the production and costs of 

agricultural products, learn the basics of fund 

management strategies, investment strategies, 

and sales strategies, and learn the basic theory 

of determining appropriate scale for profit.

실무

(532)

사물인터넷(IOT)개론 Introduction of IOT

사물인터넷의 이해, 국가별 사물인터넷 추진 현

황,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 및 적용 기술(사물

인터넷 구조, 디바이스/센서, 플랫폼, 네트워크, 

보안),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과의 융합 기술 등을 소개하여 사물인터넷의 전

반을 학습함.

This course covers understanding of the IoT, the 

current status of IoT implementation by 

country, IoT service field and applied 

technologies (Internet of Things structure, 

device / sensor, platform, network, security), 

IoT and cloud, big data, mobile convergence 

technology.

심화

(532)

인공지능(AI)개론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확률·집합론 등

의 수학 이론부터 인공지능 논리와 실생활 예제

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함. 코딩보다는 문제

를 풀어가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적용사

례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들의 원리와 특징, 해

결 과정을 통해 학습함.

Understand the overall content from 

mathematical theory, such as probability and 

aggregation theory, to artificial intelligence logic 

and real life examples. Emphasis is placed on 

solving problems rather than coding, and learns 

the principles, features, and solutions of AI 

systems through variou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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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325)

친환경정밀농업 Precision Agriculture

정밀농업 또는 환경보존농업에 대한 개념, 구성

요소, 국내외 적용사례 및 효과에 대해 이해함. 

이 과목에서는 “작물의 관찰 → 처방 → 농작업  

→ 결과분석”에 관여되는 센서기술, 정보처리기

술, 작업기제어기술, 위치정보(GPS)에 대해 학습

함.

Understand the concepts, componen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pplications and effects of 

precision agriculture 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griculture.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sensor technology,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machine control 

technology, and location information (GPS).

실무

(235)

농산물전자상거래 e-Business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농업의 계획에서 생산, 가

공, 유통, 판매, 소비까지 전과정을 고객과 프로

세스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이를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의 유형, 전략, 마케

팅, 보안, 제도 및 법률 등의 이론을 학습함.

To develop the ability to develop the entire 

process from the planning of agriculture,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sales, and 

consumption to customer and process in the 

digital information age.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theories of Internet business types, 

strategy, marketing, security, institutions and 

law.

실무

(253)

수확후관리 Postharvest Management

이 과목에서는 농축산물의 품질 유지, 부가가치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선별·세척·포장 등 

전처리 기술, 예냉기술, 저장기술, 건조기술, 세척

기술, 살균기술, 품질 및 안전성 평가기술의 기본

원리를 학습함. 또한 학습내용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principles of pre-treatment, pre-cooling, storage, 

drying, cleaning, sterilization, and quality and 

safety evaluation techniques. In addition, it 

develops the ability to use the learning content 

in the field.

실무

(523)

농업경영(2) Agricultural Management(2)

경영활동에 필요한 노무관리, 농업부기와 경영진

단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사례

를 학습함. 이를 위해 기장, 집계/결산, 분석/진

단, 경영개선의 일련의 과정과 원가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labor management, agricultural bookkeeping, and 

management diagnosis necessary for 

management activities, and learn application 

cases. To this end,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bookkeeping, accounting / closing, analysis / 

diagnosis, management improvement, and 

costing.

실무

(532)

푸드테크 Agro-Food Technology

이 과목에서는 다양한 식품가공을 위한 기초적인 

식품가공 공정과 제조방법에 대해 학습함. 주요 

내용은 식품가공에 대한 이해, 식품가공 및 저장

의 기본 공정, 곡류·두류의 가공, 과일·채소류 

가공, 축산가공에 대해 학습함.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basic food 

processing processes and manufacturing 

methods for various food processing. The main 

contents are understanding of food processing, 

basic process of food processing an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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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processing of grains and legumes, fruit and 

vegetable processing, and livestock processing.

실무

(523)

농업정책 Agricultural Policies

국가의 주요 농업정책, 즉 농업기반, 식량, 원예, 

축산, 식품, 농축산물 유통과 수급안정, 농촌사회 

및 복지, 농촌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를 학습함. 또한 정책변화가 농업경영 개선에 미

치는 긍정적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함.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country's major 

agricultural policies, namely agricultural 

infrastructure, food, horticulture, animal 

husbandry,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and supply and demand, rural 

society and welfare, and rural development. We 

als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positive effects of policy 

changes on improving agricultural management.

실무

(523)

농업법률 Agricultural Legislation

농축산물의 생산 활동 또는 농업경영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의 활용을 위한 과

목임. 관련 법률과 법규에 대한 해설, 각종 신고 

및 인허가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농업경영

과 관련된 각종 분쟁과 법률적 해결책에 대한 사

례 등을 학습함.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laws related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or agricultural management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Underst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understand 

procedures and methods of reporting and 

licensing, and learn about various disputes and 

legal solutions related to agricultural 

management.

전문

(235)

농생명비지니스 Agro-Business

농산물의 생산과 사업화에 필수 요소인 경영, 유

통시장, 소비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함. 이 과목에서는 비즈니스 경영분석, 유통시장 

분석, 소비자 선호도 분석, 마케팅전략 분석 등의 

분야에 대한 이론 강의를 통해 학습함.

To develop the ability to analyze the 

management, distribution market, and 

consumption structure, which are essential for 

the p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ories in the areas of business 

management analysis, distribution market 

analysis, consumer preference analysis, and 

marketing strategy analysis.

전문

(352)

복합환경제어 Integrated Environment Control System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ICT를 적용하여 농업시설

(온실, 축사 등) 내부와 외부의 생장환경을 최적

으로 조성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한 시설임. 이 과

목은 원격제어 프로그램, 환경제어 구성요소들의 

특성과 장단점 학습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과 효

율적인 이용법을 학습함. 

The complex environment control system is an 

facility that maximizes productivity by optimally 

creating a growing environment inside and 

outside agricultural facilities (greenhouses, 

barns, etc.) by applying ICT.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rational choice and 

efficient use through learning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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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disadvantages of remote control program and 

environmental control components.

전문

(235)

성공사례연구 Success Case Analysis

국내외 농생명산업 비즈니스모델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결과를 토대로 국내 농업

현실에 맞는 비즈니스 사업모델을 도출함을 목표

로 함. 또한 다양한 분야의 성공한 CEO를 초청

하여 특강을 병행함.

It aims to analyze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domestic and overseas agricultural 

life industry business models, and to derive 

business models suitable for domestic 

agricultural rea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In 

addition, special lectures were held by inviting 

successful CEOs from various fields.

전문

(352)

도시농업 Uran Agriculture

도시농업의 개념과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기

능, 도시농업 관련 법률 및 정책, 텃밭조성 및 관

리방법, 정원과수와 작물재배 방법, 도시농업의 

유형 및 국내외 성공사례에 대해 학습함.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의 현장견학 및 실습을 

병행함.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concept of urban 

agricultur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functions,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urban 

agriculture, methods of gardening and 

management, garden fruit and crop cultivation 

methods, types of urban agriculture,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ccess stories. In 

addition, field trips and practices of various 

types of urban agriculture were conducted in 

parallel.

전문

(244)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는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 및 오염원을 최소

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우한 중요한 활동임. 이 

과목에서는 생산, 수확, 저장, 포장, 가공, 유통의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함. 

GAP is an important activity to increase safety 

by minimizing various hazards and pollutants 

that can occur at each stage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to consumption.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roduction, harvesting, storage, packagi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

실무

(325)

농촌사회복지 Rural Society Welfare

이 과목에서는 도시-농촌의 관계 및 농촌사회의 

이해, 농촌사회복지의 개념, 국내외 농촌사회 복

지정책, 국내 복지관련 지원정책과 사례를 학습

함. 또한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활용한 복지산업

체의 창업과 부분적 참여 방안을 모색함.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urban-rural relations and rural society, the 

concept of rural social welfare, domestic and 

foreign rural social welfare policies, and 

domestic welfare-related support policies and 

cases. In addition, it seeks ways to start and 

partially participate in welfare industr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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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융합공학과 (Dept. of Frontier Convergence Engineering)

[1] 학과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 산업 혁명이 요구하는 미래기술 맞춤형 지역특화산업 인재

전공능력 4차 산업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미래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교육목표

◾미래기술융합공학은 4차 산업에서 기본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 및 인공지능 관련 

지식과 기존 공학 기술과 경영 소양을 융합한 폭넓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지식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다

가오는 4차 산업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합니다.

교육과정

◾미래기술융합공학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산업분야에 모두 응용이 가능합니

다. 예를 들어 제조공학, 품질경영, 생산 및 정보시스템, 자동화시스템 및 개발 분야 등 포

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학문입니다. 졸업 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으로 진출분야가 다양합니다.

수여학위 공학사(Bachelor of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IT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
품질경영기사, 물류관리사, 경영지도사, 식스시스마벨트

데이터 분석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어넬리스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

산업 관련 

대기업/공기업

품질경영기사, 물류관리사, 경영지도사, 식스시스마벨트, 생산재고관

리사

물류ž유통 물류관리사, 식스시스마벨트

품질관리사 품질경영기사, 생산재고관리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정의
논리적 사고와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미래기술융합공학전문가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실무능력

준거

◾논리적 문제분석 및 해결책을 바탕으로 기존 방법론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해결
책 입안능력을 가진다.

◾서비스러닝, 리빙랩, 현장실습을 통해 단계적으로 현장 감각을 확보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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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공학적 지식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진취적인

도전의식

정의
기업의 기존 수행 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능력

준거

◾시장과 산업을 분석하고 경영 및 운영 방법을 재설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데이터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추출하여 새로운 운영방법 및 전략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기획을 할 수 있으며,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질
과 능력을 갖춘다. 

공학적 지식

정의
전공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토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Fact에 근거한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현장문제의 해결책을 입안하고 해결하는 능력

준거

◾다 방면의 전공지식과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 능력과 해결책 입안 능력으로 부
분 최적해가 아닌 전체 최적해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진다.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 관련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가
진다.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공학적 지식

소프트웨어 개발업 ● ◐ ●

대기업/공기업 ● ◐ ◐

물류·유통 ● ◐ ●

품질관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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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

실무

운영 및 전략과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능력

적용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의 해석 및 새로운 

해결방안의 적용 능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의 선택 및 

해결

심화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공학적 정의 능력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문제해결

기초 논리적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4차 산업혁명 특성의 이해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공학적 지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인공지능의이해 ◐ ◐ ● 5 3 2

ProcessReengineering ● ◐ ◐ 2 4 4

빅데이터분석 ◐ ◐ ● 5 3 2

데이터베이스 ◐ ◐ ● 5 3 2

실무

스마트서비스러닝(1) ● ◐ ◐ 3 4 3

스마트서비스러닝(2) ● ◐ ◐ 3 4 3

리빙랩프로젝트 ● ◐ ◐ 3 4 3

현장실습(1) ◐ ● ◐ 3 3 4

현장실습(2) ◐ ● ◐ 3 3 4

캡스톤디자인(1) ◐ ● ◐ 3 3 4

캡스톤디자인(2) ◐ ● ◐ 3 3 4

인턴(1) ◐ ● ◐ 3 3 4

심화

엑셀로배우는데이터분석 ◐ ◐ ● 5 3 2

품질관리 ◐ ◐ ● 5 3 2

혁신적사고를위한미래기술경
영개론

◐ ◐ ● 4 4 2

인간과기계시스템 ● ◐ ◐ 6 2 2

CAD/CAM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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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공학적 지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공정관리 ◐ ◐ ● 4 3 3

경제성공학 ◐ ◐ ● 4 4 2

기업가정신과벤처 ◐ ● ◐ 2 5 3

창의적사고와특허 ● ◐ ◐ 2 5 3

기초

파이썬(1) ◐ ◐ ● 6 2 2

파이썬(2) ◐ ◐ ● 6 2 2

4차산업혁명의이해 ◐ ◐ ● 2 4 4

논리적문제해결(1) ● ○ ◐ 3 2 5

논리적문제해결(2) ● ○ ◐ 3 2 5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현장실무능력 진취적인 도전정신 공학적 지식

IT 및

소프트웨어

(I)

전문
ProcessReengineering[필] 빅데이터분석[필]

인공지능의 이해
데이터베이스

실무
스마트서비스러닝(1)
스마트서비스러닝(2)

리빙랩프로젝트[필]
현장실습(1),(2)
인턴(1),(2)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심화

인간과기계시스템 혁신적사고를위한미래기술
경영개론
기업과정신과벤처
창의적사고와특허

엑셀로배우는데이터분석[필]
품질관리
공정관리
CAD/CAM
경제성공학[필]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4차산업혁명의이해 파이썬(1)
파이썬(2)

데이터

분석업

(D)

전문
ProcessReengineering[필] 빅데이터분석[필]

인공지능의이해
데이터베이스

실무
스마트서비스러닝(1)
스마트서비스러닝(2)

리빙랩프로젝트[필]
현장실습(1),(2)
인턴(1),(2)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심화

인간과기계시스템 혁신적사고를위한미래기술
경영개론
기업과정신과벤처
창의적사고와특허

엑셀로배우는데이터분석[필]
품질관리
공정관리
CAD/CAM
경제성공학[필]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4차산업혁명의이해[필] 파이썬(1)
파이썬(2)

산업관련

대기업/
전문

ProcessReengineering[필] 빅데이터분석[필]
인공지능의이해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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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현장실무능력 진취적인 도전정신 공학적 지식

공기업

(A)

실무
스마트서비스러닝(1)
스마트서비스러닝(2)

리빙랩프로젝트[필]
현장실습(1),(2)
인턴(1),(2)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심화

인간과기계시스템 혁신적사고를위한미래기술
경영개론
기업과정신과벤처
창의적사고와특허

엑셀로배우는데이터분석[필]
품질관리
공정관리
CAD/CAM
경제성공학[필]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4차산업혁명의이해[필] 파이썬(1)
파이썬(2)

물류/

유통

(M)

전문
Process Reengineering[필] 빅데이터분석[필]

인공지능의이해
데이터베이스

실무
스마트서비스러닝(1)
스마트서비스러닝(2)

리빙랩프로젝트[필]
현장실습(1),(2)
인턴(1),(2)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심화

인간과기계시스템 혁신적사고를위한미래기술
경영개론
기업과정신과벤처
창의적사고와특허

엑셀로배우는데이터분석[필]
품질관리
공정관리
CAD/CAM
경제성공학[필]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4차산업혁명의이해[필] 파이썬(1)
파이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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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데이터 분석능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능력
전문 빅데이터분석(I, D, M)

ProcessReengineering(M)
인공지능의이해(I, D)
데이터베이스(I, D)

창의적 이론 및
실무적용능력

지능적 의사결정능력
실무 스마트서비스러닝(1)(G)

스마트서비스러닝(2)(G)
리빙랩프로젝트
현장실습(1)(G)
인턴(1)(G)

현장실습(1),(2)(G)
캡스톤디자인(1),(2)
인턴(2)(G)

문제해결능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능력
효율적 분석능력

심화

엑셀로배우는데이터분석(I, D, M)
품질관리(G)
혁신적사고를위한기술경영개론(G)
인간과기계시스템(G)

CAD/CAM(M)
공정관리(G)
경제성공학(G)
기업가정신과 벤처(G)
창의적사고와특허(G)

논리적 사고능력
소프트웨어 구현능력

기초

논리적문제해결(1)(초)
논리적문제해결(2)(초)
파이썬(1),(2)
4차산업혁명의이해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심화과정 트랙구분: (C)공통교과   (D)기획과정  (P)프로그래밍과정  (G)그래픽과정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싹수 프로그램
▪컴퓨터 특강

▪선배초청 특강
▪취업동아리
▪꿈수 프로그램

▪진로·취업상담
▪자기소개서작성법
▪취업동아리
▪땀수 프로그램

▪진로·취업상담
▪자기소개서작성법
▪취업동아리
▪현장실습

멘토 초청 특강, 전문가 초청 특강, 학과주관 현장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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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주 전공

구 분 이수학점 학년 전공이수 인정기준

전공

영역

기초 6 1  ◾ 학문기초 6학점 이수

전필 12 2~4
◾ 기본과정: 전공 42학점(기초6+전필12+전선24) 이상

◾ 심화과정: 전공 60학점(기초6+전필12+전선42) 이상전선
24 1~4

18 3~4

졸업자격(논문) P 4
 ◾졸업논문 (4학년 2학기‘캡스톤디자인’이수로 대체, 
   캡스톤디자인 과목이 폐강 될 경우 개인팀프로젝트로 대체함)

졸업 이수학점 120  

기타 졸업요건  

※ 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전공(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이수해야 함

■ 복수(부)전공 이수 

구 분 학점 최소이수 기준

복수전공
단과대학 내 타 학과(전공) 소
속 학생이 복수전공 시

- 전공기초 이수 

- 기본과정 (기초 6 + 전필 12 + 전선 24) 이수

부전공 공통 - 전공과목 21학점 이수

■ 하림산학융합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과목
신설융합과목

(A)
참여학과 과목

(B)
기타

(A or B)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9학점 6학점 3학점 15학점 64학점

7과목
융합기초 

3과목 

현장실습 

3과목
2과목 1과목 5과목 22과목

■ 벤처창업연계전공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전공

신설학점①
참여전공

이수학점②
기타 이수학점

(① or ②)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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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1

1
기초 16117 논리적문제해결(1) Logical Problem Solving(1) 3 3 기초 5 3 2

전필 16121 파이썬(1) Python Programming(1) 3 3 기초 5 3 2

2

기초 16123 논리적문제해결(2) Logical Problem Solving(2) 3 3 기초 5 3 2

전필 16126 파이썬(2) Python Programming(2) 3 3 기초 5 3 2

전필 16122 4차산업혁명의이해 Introduction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3 3 기초 4 3 3

2

1

전필 16241 엑셀로배우는데이터분석 Data Analysis Learning with Excel 3 3 심화 6 2 2

전선 16242
혁신적사고를위한기술경

영개론

Introduction to technology management for 

creativity and innovative thinking
3 3 심화 5 3 2

전선 16239 인간과기계시스템 Human-Machine System 3 3 심화 6 2 2

2

전필 16236 빅데이터분석 Bigdata Analysis 3 3 전문 6 2 2

전선 16237 스마트서비스러닝(1) Smart Service Learning(1) 3 3 실무 6 2 2

전필 16240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3 3 심화 5 3 2

3

1

전선 00000 인공지능의이해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3 3 전문 3 4 3

전선 00000 기업가정신과벤처 Entrepreneurship and Ventures 3 3 심화 3 4 3

전선 00000 CAD/CAM CAD/CAM 3 3 심화 3 4 3

전필 00000 경제성공학 Engineering economics 3 3 심화 3 4 3

전선 00000 스마트서비스러닝(2) Smart Service Learning(2) 3 3 실무 3 4 3

전선 00000 현장실습(1) Field Practice(1) 3 3 실무 3 4 3

2

전필 00000 리빙랩프로젝트 Living Lab Project 3 3 실무 3 4 3

전선 00000 창의적사고와특허 Creative thinking and patenting 3 3 심화 3 4 3

전필 00000 프로세스리엔지니어림 Process Reengineering 3 3 전문 3 4 3

전선 00000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 3 전문 3 4 3

전선 00000 공정관리 Process Engineering 3 3 심화 3 4 3

전선 00000 현장실습(2) Field Practice(2) 3 3 실무 3 4 3

4

1
전선 00000 인턴쉽(1) Internship(1) 3 3 실무 3 4 3

전선 00000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 3 실무 3 4 3

2

전선 00000 인턴쉽(2) Internship(2) 3 3 실무 3 4 3

전선 00000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 3 실무 3 4 3

논문 00000 논문 Thesis P - 전문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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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기초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논리적문제해결(1) Logical problem solving(1)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사고의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

하는 능력을 고양한다. 

Develop a range of ways of thinking to define 

problems and solve them, and improve your 

ability to apply them in real life.

기초
(532)

논리적문제해결(2) Logical problem solving(2)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사고의 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

하는 능력을 고양한다.

Develop a range of ways of thinking to define 

problems and solve them, and improve your 

ability to apply them in real life.

■ 전공필수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32)

파이썬(1) Python Programming(1)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습득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적 사고능력을 가질 수 있도

록 한다. 

In this course, we understand the concepts of 

computer programming and learn the basic python 

programming for understanding of computer 

programming and computational thinking. 

기초
(532)

파이썬(2) Python Programming(2)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습득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적 사고능력을 가질 수 있도

록 한다. 

In this course, we understand the concepts of 

computer programming and learn the basic python 

programming for understanding of computer 

programming and computational thinking. 

기초
(433)

4차산업혁명의이해 Introduction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본 교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사물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ICT 

융합기술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폭넓은 이해와 창의적인 미래 지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This course introduces a variety of ICT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This also aims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develop creative capabilities.

심화
(622)

엑셀로배우는데이터분석 Data Analysis Learning with Excel

본 과목은 빅데이터 시대 각종 데이터를 엑셀의 

기본 기능과 함수를 기반으로 정리, 요약하고 통

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에 관해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methodology of 

organizing, summarizing, and analyzing various 

data in the era of big data based on the 



■ 전공선택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532)
혁신적사고를위한기술경영개론

Introduction to technology management for 

creativity and innovative thinking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functions of Excel.

심화
(622)

빅데이터분석 Bigdata Analysis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learns a large set of regular or 

unstructured data sets and techniques for 

extracting values from these data and analyzing 

the results. 

심화
(532)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제품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적 품질 개선하기 위해 통계적 , 이론을 이

용하여 관리도 작성 및 해석 공, 정능력분석과 

품질개선기법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quality control techniques. Topics include total 

quality management; Shewhart control charts 

and process capability.

심화
(343)

경제성공학 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공학은 공학적 과제에 대한 적용을

위한 경제학의 한 부분이다 공학자들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고 각각의 잠재적 해결책의 

경제적 실행가능성은 보통 기술적 측면에 따라 

고려된다. 제한된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대

안이 이용가능 할 때 근본적으로 경제성공학은 

공식화 추정 경제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

한다.

Economics is a part of economics for applying 

for engineering tasks. Engineers find solutions to 

problems, and the economic viability of each 

potential solution is usually taken into account 

by technical aspects. When alternatives to 

achieving a limited purpose are available, 

economic engineering essentially involves 

evaluating formulation, estimation, and economic 

outcomes.

실무
(343)

리빙랩프로젝트 Living Lab Project

리빙 랩은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 내에 동시 연구 및 혁신 프로세스를 학

습함

A living lab is a user-centered, open-innovation 

ecosystem, often operating in a local issues, 

integrating concurrent research and innovation 

processes within a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전문
(343)

프로세스리엔지니어링 Process Reengineering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PR)은 조직의 과제를 보

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

업 수행 방식을 재고하고 재설계하는 방법을 탐

색함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 is the 

practice of rethinking and redesigning the way 

work is done to better support an organization's 

mission and reduc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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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본 과목은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창의와 혁신

적 사고를 소개하고 최신 기사와 기업사례를 기

반으로 미래 기술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및 

방법론에 관해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creativity and innovative 

thinking that are the basi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als with various knowledge 

and methodologies necessary for future 

technology management based on the latest 

articles and corporate cases.

심화

(622)

인간과기계시스템 Introduction of Crop Cultivation

정보전달 과정상에서 인간 기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감각적 

특성과 시스템을 둘러싼 작업 환경적 특성을 학

습한다.

It can understand special quality of working 

environment to enclose the system and 

human’s sense by examining it in information 

transmission process of human specially about 

main factors to influence Human-Machine 

System.

실무

(622)

스마트서비스러닝(1) Smart Service Learning(1)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업체 선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주변 관련 기관으로부터 소규

모 프로젝트를 요청받아 교과목에서 학습한 이론

적 내용을 실제 기업 프로젝트에 적용 경험을 통

하여 성취감 및 전공 , 실무경험을 획득한다.

This course aims to apply theoretical contents 

learned in the subject course upon request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around universities to 

foster students team who prefer to solve 

problems with creative skills, and major 

achievements through experience.

실무

(343)

스마트서비스러닝(2) Smart Service Learning(2)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업체 선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주변 관련 기관으로부터 소규

모 프로젝트를 요청받아 교과목에서 학습한 이론

적 내용을 실제 기업 프로젝트에 적용 경험을 통

하여 성취감 및 전공 , 실무경험을 획득한다.

This course aims to apply theoretical contents 

learned in the subject course upon request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around universities to 

foster students team who prefer to solve 

problems with creative skills, and major 

achievements through experience.

전문

(343)

인공지능의이해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머신러닝은 경험치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다루는 분

야이다. 이 과정에서는 머신러닝의 많은 개념 및 

기법들과 관련 알고리즘들을 학습함 

Machine learning is the study of how to build 

computer systems that learn from experience. 

This course gives an overview of many 

concepts, techniques, and algorithms in machine 

learning.

심화

(343)

기업가정신과벤처 Entrepreneurship and Ventures

성공한 청년창업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미래 

창업가로서 갖춰야 할 소양 및 태도를 습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해 학습하여 리더십

을 배양한다.

Through the lively field experience of successful 

young entrepreneurs, we will promote 

entrepreneurship spirit and challenging spirit, 

practical knowledge and attitudes to be equipped 

as future venture enterpriser and cultivate 

leadership by lear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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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343)

CAD/CAM CAD/CAM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 또는 제품의 2차원 도면 

작성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생산 현장에서 사용

되는 도면들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Auto CAD를 이

용하여 단품과 제품의 도면 작성을 실습한다.

Acquire basic concept of two dimensional of 

plan (drawing sheet) using a computer, and 

practice drawings of single part or products to 

have capability to design which is practically 

used in industries using commercial software of 

Auto CAD.

심화

(343)

창의적사고와특허 Creative thinking and patenting

기업의 효과적 효율적 관리와 성과물 R&D의 성

공적인 사업화 연계가 가능하도록 R&D 전 주기

에 이르는 기술경영 메커니즘을 학습한다.

We define Management of Technology as the 

set of activities associated with bringing high 

technology products to the marketplace.

실무

343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관계, DBMS, Data Model,  데

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

터베이스 설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고급과정인 질의

어 처리 회복 병행, 제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

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production 

planning for product production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necessary for the overall 

production that controls the production 

process.business types, strategy, marketing, 

security, institutions and law.

실무

(343)

현장실습(1) Field Practice(2)

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다양하

고 폭넓은 현장지식을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한

다.

By visiting and experiencing the various fields, 

the chance to accumulate the wide and diverse 

field- knowledges is met.

실무

(343)

현장실습(2) Field Practice(2)

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지식을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By visiting and experiencing the various fields, 

the chance to accumulate the wide and diverse 

field- knowledges is met.

실무

(343)

인턴쉽(1) Internship(1)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기업체에서 유급 또는 무

급으로 400시간씩 총 시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산

업체에서의 실무능력을 경험하고 취업경쟁력을 향

상시킨다.

Employment in a company for a minimum of 400 

clock hours in an instructor approved learning 

situation and participation in a number of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for a future career in the 

hotel industry

실무

(343)

인턴쉽(2) Internship(2)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기업체에서 유급 또는 무

급으로 400시간씩 총 시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산

업체에서의 실무능력을 경험하고 취업경쟁력을 향

상시킨다.

Employment in a company for a minimum of 400 

clock hours in an instructor approved learning 

situation and participation in a number of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for a future career in the 

hotel industry

실무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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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343)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일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제

품의 개발을 Concept – Engineering - Design의 순

서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화된 제품을 기

획, 설계, 제작하고, 산학협력을 기본으로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covers process of concept – 
engineering - design to develop a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overall 

practical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to be acquired.

실무

(343)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일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개발을 Concept – Engineering - Design
의 순서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화된 

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고, 산학협력을 기본으

로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covers process of concept – 
engineering - design to develop a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overall practical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to be acquired.



수퍼스타칼리지

  ¦ 교양학부

¦ 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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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타칼리지(Superstar College) 교양학부

1. 대학 소개

구    분 내    용

인재상 자신의 적성을 기반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교양인

교육목표 ▪ 적성을 찾아 학습하여 핵심역량을 기르고 연계 및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교육과정

특성화
교양학부

품성교육과

-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

- 자존감을 높인다.

-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계시민의 역량을 갖춘다.

외국어교육과

- 외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한다.

- 폭넓은 세계관을 형성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의사소통교육과

-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기계발 역량을 강화한다.

- 창의적, 공감적 사고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학습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한다.

소프트웨어교육

과

- 컴퓨터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코딩 능력을 키운다.

- 전공분야에 컴퓨터 기술을 적용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키운다.

창의융합교육과

- 타전공 학문에 대한 교양 지식을 쌓는다.

- 전공 학문과 타전공 학문의 융합적 사고력을 높인다.

- 4차산업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기초역량을 키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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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개

구    분 내    용

핵심역량 영성인성(S) · 의사소통(U) · 자기개발(P) · 창의융합(E) · +형협력(R) 능력

교육목표

현대사회는 성숙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품성, 글로벌 세계에서 생활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소

양, 정보화 사회에서의 IT 활용능력, 자기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융

복합적인 관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수퍼스타칼리지는 교양교육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

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지식 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

고, 전공과목 수학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구분 영역 과목 학점 비 고

교양

품성

채플 2  총 4회 이상 필수 이수(P/NP 과목임)

사회봉사 1-3  1회 이상 필수 이수, 최대 3회 가능

기독교 3 기독교 윤리와 적성, 기독교와 문화, 크리스천 Basic 중 택 1

인성 3 「인간과공동체」 필수 이수

진로지도

세미나
4 재학 중 4회 이상 이수(P/NP 과목임)

기초

의사소통 3
공감적 사고와 스피치, 비판적 사고와 읽기,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창의적 사고와 소통 중 택 1

외국어 6

- 영어: 기본영어회화(1,2), 생활영어회화(1,2), 실용영어회화(1,2)
- 중국어: 기본중국어회화(1,2), 실용중국어회화(1,2)
- 일본어: 기본일본어회화(1,2), 실용일본어회화(1,2)
 위 과목 중 2과목 필수 이수

소프트웨어 3
 - 컴퓨터적 사고, 소프트웨어적 사고 중 택 1
   위 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핵심

인간과 삶

6
핵심교양 4개의 영역 중 소속 단과대학의 학문 영역을 
제외한 2개 영역에서 각 1개 과목 이수

경제와사회

과학과생명

문화와예술

자유 일반 - 자유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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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영성인성(S) 의사소통(U) 자기개발(P) 창의융합(E) +형협력(R)

성경

타인을 나의 가족
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품을 
함양한다.

강의를 듣고 토론
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능력을 기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
물이다.  다른 사
람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자신
의 역량을 최선을 
다해 개발한다.

나와 너가 모여 '우
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우리'
라는 공동체 정신
을 함양케 함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
한다.

원칙을 가지되 서
로의 차이와 다름
을  인정하고 협
력사항을 찾는 능
력을 기른다.

외국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타자에 대
한 이해 증진

다른 문화와 타자
를 이해하는 소통
의 기본인 언어능
력 신장

세계에 대한 이해
와 소통능력 신장
으로 주도적 미래
설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창의 융합적 
사고 제고

다름과 같음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
로 협력의 필요성
과 방법을 추구

의사소통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
본적인 문해력 및 
ICT 활용 능력을 
기른다.

문제 해결에 필요
한 정보를 수집, 분
석, 활용하는 능력
과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전시
켜 가치 있는 결과
를 도출하는 능력
을 기른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대
한 이해를 통해 
현대 사회 구성원
으로서의 원할한 
의사소통능력을 
키운다.  

핵심 소프트웨어
의 사용 및 활용
능력을 습득하여 
컴퓨터 소프트웨
어 실무능력을 키
운다.  

컴퓨터적 사고에 
기반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융합기
술의  개발과 응용 
능력을 키운다. 

컴퓨터 사고 및 
소프트웨어 융복
합 문제해결능력
을 통해 실무 프
로젝트의 팀구성
원으로서의 협업 
능력을 키운다.   
 

인성
나-너-세계 관계
정립과 윤리의식 
확립 

인간관계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법

인성교육을 

통한 자아성찰

PBL을 통한 창의성 
계발

더불어 살기 위한 
공동체 의식 개발

자유교양
영성과 인성의 함
양이 기초가 되는 
교양인 양성 교육 

교양지식의 습득
과 이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 함
양

교양인이 가져야 
할 필수 소양의 
습득을 통한 잠재
력 계발

습득한 교양 지식
들을 창의적으로 
융복합 할 수 있는 
능력 계발 

예비 사회인으로
서 실무에 조화롭
게 협력할 수 있
는 능력 함양

핵심교양
영성 및 인성의 
함양을 전제로 한 
융복합 교양교육

표현과 소통의 전
제가 되는 융복합 
지식의 습득

융복합 교양 지식
들의 통섭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개발

창의 융합적 소양 
함양

융복합 지식의 습
득과 실무에서의 
조화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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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 교양필수 영역 편성 

구분 내       용

교양

품성

채  플 2  ▪총 4회 이상 필수 이수(P/NP 과목임)

기독교 3  ▪「기독교 윤리와 적성」, 「기독교와 문화」, 「크리스천 Basic」 중 1과목 이수

인성 3  ▪「인간과공동체」 필수 이수

사회봉사 1-3  ▪재학기간 중 1학점 이상 필수 이수

진로지도
세미나

4  ▪진로지도세미나 4회 이상 이수(P/NP 과목임)

기초

의사소통 3
 ▪비판적 사고와 읽기,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공감적 

사고와 스피치, 창의적 사고와 소통 중 1과목 필수 이수

외국어 6

 ▪교양필수로 개설되어 있는 외국어를 재학기간 동안 6학점 이상 필수 이수
- 영어: 「기본영어회화(1,2)」, 「생활영어회화(1,2)」, 「실용영어회화(1,2)」
- 중국어: 「기본중국어회화(1,2)」, 「실용중국어회화(1,2)」
- 일본어: 「기본일본어회화(1,2)」, 「실용일본어회화(1,2)」
  위 과목 중 2과목 필수 이수
 ▪영어는 본인 Level에  따라 수강과목이 제한되며, 수강 가능 과목은 수강신

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
 ▪한국어 읽기 및 쓰기 과목은 외국인 전용 강좌임(한국인 학생은 수강 불가)

구  분 과   목 비    고

2015학번 
이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한국어 읽기, 쓰기 과목의 취득 학점
도 인정

2016학번 
이후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기타 외국어 과목은 졸업 이수 기준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국제학생은 국제학생 교과이수 기준표 참고

소프트웨어 3
 ▪「컴퓨터적 사고」, 「소프트웨어적 사고」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ABEEK 운영학과 학생은 정보화 영역 과목 이수면제 기준 참조

핵심

인간과 삶

6

 ▪본인 소속 대학 영역이 아닌 2개 영역에서 각 1과목씩 필수 이수
  - 대학별 영역

영역 인간과 삶 경제와 사회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대학 인문대, 사범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공과대, 의과학대 문화융합대, 문화관광대

   예> 내 소속 대학이 「인간과 삶」영역이면 나는 「인간과 삶」영역이 아닌 
나머지 영역에서 두 개 영역 선택하여 각 1과목 이수

사회와 경제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자유 0~19

교양 수강신청 학점

 ▪졸업학점인 130학점에서 교양과목 취득한 학점은 50학점까지만(미래융합대
학 44학점)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수강신청 가능 학점도 50학점까지 임(계
절학기 포함)

 ▪교양 이수 기준에서 취득해야 하는 교양필수 학점(품성교양·기초교양·핵
심교양)을 선 취득 후 교양선택 학점

   (자유교양 교과목)취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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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성교양 / 기독교

■ 품성교양 / 인성

■  품성교양 / 진로지도세미나

■  핵심교양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15485 JJ신입생세미나 1 10 20 50 10 10

15486 진로탐색세미나 1 10 20 50 10 10

15487 진로설계세미나(1) 1 10 20 50 10 10

15508 진로설계세미나(2) 1 10 20 50 10 10

15488 진로개발세미나(1) 1 10 20 50 10 10

15509 진로개발세미나(2) 1 10 20 50 10 10

15489 직업설계세미나(1) 1 10 20 50 10 10

15510 직업설계세미나(2) 1 10 20 50 10 10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05162 채플 0.5 60 20 10 0 10

14816 크리스천Basic 3 70 10 5 10 5

14817 기독교와문화 3 70 10 5 10 5

16145 기독교윤리와적성 3 70 10 5 10 5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15528 4차산업혁명과미래사회 3 0 30 30 40 0

13426 경영의이해 3 10 20 30 30 10

15530 글로벌패션문화 3 10 30 30 30 10

15531 글로벌화와기업경영 3 20 30 0 50 0

15717 기업의지속가능경영 3 0 0 30 70 0

15718 내삶이보이는동양철학 3 40 20 10 20 10

15255 논리적·비판적사고 3 10 30 10 30 20

15532 대중문화속의클래식 3 10 20 40 20 10

09396 동양고전의이해 3 40 0 20 20 20

15251 디자인과문화 3 10 10 20 40 20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16085 인간과공동체 3 30 20 5 5 40

07843 사회봉사활동 1 30 20 10 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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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영역 / 의사소통

14373 디자인과인간공학 3 10 10 20 40 20

16313 디지털미디어와영어 3 10 30 40 10 10

10705 문화의이해 3 30 10 30 10 20

15534 문화인류학입문 3 40 10 40 10 0

13750 법과생활 3 20 20 30 10 20

05426 보험과사회 3 10 30 40 20 0

15537 비주얼스토리텔링 3 20 20 20 20 20

15248 삶과드라마 3 20 10 30 30 10

15122 생활속의경제 3 10 20 30 30 10

15540 생활속회계이야기 3 10 10 40 20 20

13701 세계주요국가의정치 3 10 40 30 10 10

14976 스마트시대와표준 3 10 10 20 40 20

15543 스마트융합세상으로의초대 3 10 20 20 30 20

15814 식물의이해 3 10 10 20 50 10

15254 아름다움의철학 3 50 10 20 10 10

15253 영어와문화 3 10 40 20 20 10

15249 오감으로배우는문화예술 3 0 10 40 40 10

15246 우주와지구 3 20 20 20 30 10

09410 운동과건강 3 10 20 30 10 30

13435 인구와사회 3 10 30 20 10 30

15252 인문학의이해 3 20 20 40 10 10

16315 적성이이끄는삶 3 20 10 10 10 40

15722 정의란무엇인가 3 10 20 30 30 10

05577 지구의이해 3 20 20 10 30 20

15721 지속가능한농업 3 10 20 30 30 10

15166 철학과삶 3 30 10 20 20 20

15427 한국문학의이해와감상 3 10 10 40 20 20

15250 한국의맛을찾아가는음식문화이야기 3 10 20 30 30 10

15553 행복한삶을위한건강학 3 30 10 30 20 10

09358 현대사회와장애인의이해 3 10 30 20 10 30

09360 화학과생활 3 0 20 30 50 0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15973 공감적사고와스피치 3 0 60 40 0 0

15962 비판적사고와읽기 3 0 60 40 0 0

15961 논리적사고와글쓰기 3 0 60 40 0 0

15972 창의적사고와소통 3 0 50 25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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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영역 / 외국어

■  기초영역 / 소프트웨어

■ 통합교양 개설 현황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15965 소프트웨어적사고 3 10 10 30 40 10

15974 컴퓨터적사고 3 10 10 30 40 10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15955 기본영어회화(1) 3 0 60 20 0 20

15956 기본영어회화(2) 3 0 60 20 0 20

15963 생활영어회화(1) 3 0 60 20 0 20

15964 생활영어회화(2) 3 0 60 20 0 20

15966 실용영어회화(1) 3 0 60 20 0 20

15967 실용영어회화(2) 3 0 60 20 0 20

16081 실용생활영어(1) 2 20 40 10 20 10

16087 중급영어(3) 2 30 30 10 20 10

16082 고급영어(3) 2 30 30 10 20 10

16080 대학영어 2 0 60 20 0 20

15959 기본중국어회화(1) 3 0 60 20 0 20

15960 기본중국어회화(2) 3 0 60 20 0 20

15970 실용중국어회화(1) 3 0 60 20 0 20

15971 실용중국어회화(2) 3 0 60 20 0 20

15957 기본일본어회화(1) 3 0 60 20 0 20

15958 기본일본어회화(2) 3 0 60 20 0 20

15968 실용일본어회화(1) 3 0 60 20 0 20

15969 실용일본어회화(2) 3 0 60 20 0 20

15033 한국어1 1 20 30 20 20 10

15034 한국어2 1 20 30 20 20 10

15164 외국인을위한대학작문 1 20 30 20 20 10

15163 외국인을위한프리젠테이션 1 20 30 20 20 10

15038 TOPIK한국어 1 20 30 20 20 10

15037 실용한국어 1 20 30 20 20 10

구분 학수번호 주제 학점 S U P E R 비고

인문/

예술
12579

◯ 주차 별 다음의 주제로 강의 함

 - 시(詩)와 창의력

 - 조선왕실의 본향 전주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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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수번호 주제 학점 S U P E R 비고

 - 완산지로 보는 전주 역사

 - Homo Musicus "음악과 심리치료”

 -「인간의 굴레」 읽기

 - 디지털 시대와 포스트모더니즘

 - 생활 속의 궁금한 교육학

 - 현대사회와 서비스의 이해

 - 삼국지와 서유기

 - 공연예술의 이해

 - 시나리오의 이해

 -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실천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사회/

문화
12578

◯ 주차 별 다음의 주제로 강의 함

 - 현대사회와  패션

 - 프랑스의 두 가지 가족형태

 - FTA 시대 국가 간 경제협력

 - 세계의 음식문화

 - 임금소득과 차별

 - 다문화사회의 의사소통

 - 국제 믈류 관련 개발

 - 한·중 경제의 과거와 현재

 - 내 삶에 필요한 노동법 필수지식

 - 땅과 인간의 생활

 - 4차 산업혁명

 - 범죄에 대한 신화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자연/

공학
12580

◯ 주차 별 다음의 주제로 강의 함

 - 우주에서의 화재안전

 -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

 - 센서와 스마트한 세상

 -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이해
 - 우리 생활과 물

 - 대체의학, 융합 기술로 풀다

 - 자동차의 기술적 이해

 - 디지털언어 SW코딩

 - 유비쿼터스 로봇

 - 인간과 교통

 - 공감하는 뇌

 - 식탁 위의 생명공학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스마트

라이프
136920

◯ 주차 별 다음의 주제로 강의 함

 - 우리 고전으로 배우는 스마트시대의 인문학

 -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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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구분별 12주제를 12명의 교수가 한 주씩 수업

■ 자유교양

구분 학수번호 주제 학점 S U P E R 비고

 - 스마트사회와 명암

 - CES 2019로 보는 미래의 스마트라이프

 - 스마트 사회와 비즈니스의 변화

 - 스마트 사회와 미래농업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 스마트라이프시대의 데이터사이언스

 - 지식 정보사회와 Big Data

 - 4차산업기술기반의 스마트농업

 - 스마트 어플리케이션과 앱스토어

 - 스마트라이프와 지식경영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1 10 10 40 30 10

창업과 

기술트

렌드

15272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전북지역 전략 산
업과 연계한 트렌드 환경 변화와 기술 적용사
례를 통해 창업기회 포착

1

10 10 40 30 10

10 10 40 30 10

10 10 40 30 10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15715 3D모델링및3D프린팅실무 3 0 10 40 30 20

15527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2 10 20 20 40 10

15614 4차산업혁명과기술 3 10 20 20 30 20

15505 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TRIZ 2 10 20 20 40 10

15506 4차산업혁명과창업비즈니스모델 3 10 20 20 40 10

15220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 3 10 10 10 40 30

13759 경영과법률 3 10 40 20 20 10

14137 경제의개념과활용 3 10 20 30 30 10

15529 경제자료의이해 3 10 20 20 40 10

05220 골프 2 20 10 30 20 20

10482 교양음악 3 20 10 30 30 10

16143 교양호신술 2 10 20 40 20 10

14055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2 10 10 10 50 20

16116 국제경제및과학기술협력 3 10 20 20 10 40

14067 기업우수인재육성과정(이랜드) 3 0 30 40 10 20

16144 농생명벤처창업 3 10 10 10 50 20

10486 뇌과학과창의력개발 3 20 10 20 30 20

16303 뉴미디어와음악산업 3 10 10 10 50 20

14840 대학생창업과발명 3 10 20 30 30 10

09457 댄스스포츠 2 20 20 10 20 30

12728 도서관정보탐색과활용 3 0 0 50 50 0

13391 디자인과창의성 3 10 20 20 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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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12748 문학의이해 3 10 30 10 30 20

12735 문화콘텐츠와뉴미디어 3 10 20 10 30 30

15719 미래산업과청년창업 3 10 10 30 30 20

14376 미술치료매체소개 3 0 20 30 30 20

12749 발상과표현 3 20 20 20 20 20

13436 배드민턴 2 10 10 30 10 40

09356 법의이해 3 10 10 30 10 40

14842 벤처테크노경영 3 10 10 30 40 10

15615 비판적사고 3 10 20 20 40 10

15538 사랑과결혼 3 20 30 30 10 10

14335 사이버문화의이해 3 20 20 20 20 20

14574 산업경영과창업 3 10 10 5 70 5

14397 생각의이해 3 20 30 30 10 10

15616 생활공학과사물인터넷 3 0 30 40 10 20

13427 생활과환경 3 20 10 20 20 30

15793 생활속범죄와법률 3 20 20 30 10 20

15539 생활속의권력 3 10 30 40 10 10

14836 생활속의빅데이터이해와분석 3 10 20 20 30 20

11454 생활속의정보기술 3 20 30 10 30 10

11914 성과건강 3 30 10 10 20 30

07824 세계도시의이해 3 10 20 50 10 10

09632 세계의민족과문화 3 10 30 30 20 10

15813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3 10 30 20 30 10

11455 소자본창업실무 2 10 20 30 30 10

15032 스마트한창업 3 10 30 20 30 10

16149 스케치 2 10 20 40 10 20

12747 스킨스쿠버 2 0 30 40 20 10

15720 시스템다이내믹스를이용한문제해결 3 10 20 30 30 10

15256 약초와건강 3 10 10 30 40 10

05654 언어의이해 3 10 40 20 20 10

15723 여성진로와NCS이해 2 10 20 40 20 10

15724 여성취업과NCS실전 2 10 20 40 20 10

15546 오페라로배우는범죄프로파일링 3 10 30 30 20 10

12734 와인과와인문화 3 10 20 30 20 20

15258 웨이트트레이닝과생활건강 2 10 30 20 10 30

07915 일본문화의이해 3 10 20 30 20 20

10489 자동차와생활 3 0 10 80 10 0

06074 자연재해의이해 3 20 10 30 30 10

13428 재테크와부동산 3 10 10 30 40 10

14946 전쟁의역사 2 30 0 30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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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 U P E R 비고

14838 전주의재발견 3 10 30 20 20 20

09394 중급한문 3 20 20 30 20 10

13695 지역기업의이해 2 10 10 30 40 10

13691 진로설정과취업전략 2 10 20 40 10 20

15243 진로탐색과경력관리 2 10 20 30 20 20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1 10 10 30 40 10

15549 창업과리더십 2 10 10 20 40 20

16146 창업과지식재산 3 10 20 20 30 20

14926 창업시뮬레이션 3 10 10 10 50 20

15551 창의적사고와창업아이템 3 10 20 20 40 10

15552 창의적사고와특허 3 10 10 30 40 10

15031 축구기본원리 2 20 20 20 10 30

10474 취업실무영어(1) 3 0 10 50 10 30

10536 취업실무영어(2) 3 0 10 50 10 30

12713 취업영어인터뷰 3 10 30 40 10 10

15998 탁구 2 30 10 30 10 20

12746 태권도 2 10 10 40 10 30

05151 테니스 2 10 10 40 10 30

13395 한자와한문 3 0 10 40 30 20

16128 행복경제학 3 20 10 30 30 10

16127 허브와기능성식물 3 20 10 30 30 10

15259 현대금융의이해 3 20 20 20 20 20

09943 협상의노하우 3 20 10 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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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설명

■ 교양필수

능력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채플 chapel

우리 대학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

하여 개설된 채플은 기독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채플은 기독교 신자를 대상으로 예배 중심의 ‘부

흥채플’ 비신자를 위한 ‘열린채플’ 1학년을 위

한 ‘성품채플’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소그룹을 

이루어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는 ‘소그룹 채

플’,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 소

명, 적성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한 ‘진로 채플’이 

있다.

이외에도 직장인들과 야간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채플, 유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채플도 진행된다.

Jeonju University has been committed to 

cultivating talents with spirituality,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based on its founding philosophy of 

‘realizing the Christian spirit of truth, peace, 

and freedom. 

Chapel is offered to achieve the university vision. 

Chapel which is pass/fail non-credit course is 

required to be taken four semesters to every 

student. It consists of personality chapel for 

freshmen, small group chapel, chapel for 

Christian, and chapel for non-Christian.

크리스천 Basic Christian Basic

본 교과목은 기독교 신자를 위한 교과목으로 신앙생

활과 교회생활의 기본과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과목

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 

타락과 죄, 구원자 예수, 성령님, 교회론, 종말과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론에 대해 배우며 읽힌다.

This course is for Christians to learn the basic of 

Christian life and church life. Through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learn  God Creator, 

depravity and sin, Jesus Savior, Holy Spirit, 

Ecclesiology, Eschatology, and Christ’s Witness.

기독교와문화 Christianity and Culture

본 교과목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교

과목으로 기독교 정신인 사랑, 희생, 나눔, 섬김의 

문화를 배우고 읽힌다. 이를 위해 기독교 문화 어

떻게 형성되었으며, 기독교 문화란 무엇이지, 그리

고 기독교 문화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를  알아본다.

This course is for non-Christian students to learn 

Christian spirit, so-called love, and culture. 

Through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learn how 

the Christian culture is established, what the 

Christian culture is, and what the Christian 

culture affects our life.

기독교윤리와적성 Christian Ethics and Aptitude

본 과목은 인간과 인생을 중심으로 기독교 진리를 

소개한다. 나는 누구인지, 인간은 누구인지, 세상의 

질서는 무엇인지, 사회의 질서는 무엇인지, 사회 속

에서의 인생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적성을 가지

고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며 살아가야 하

는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르친다.

This subject teaches, for both the non-Christian 

and the Christian students, the Christian truth in 

the Bible sith focus on the reality of human 

being and life. In detail, the students is expected 

to learn Who I am, What the human being is, 

What the order of the world, What the order of 

society is, What the life in that society is, What 

my aptitude is, and What I have to do for th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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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Social Volunteer

사회봉사 과목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인 ‘기독

교 정신의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체계

적인 이론교육과 실습을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봉사 경험을 통해 자아 성숙의 

기회와 함께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다.

The Center for Volunteer Service Support was 

established to realize the University's ideal of 

‘Implementing the Spirit of Christianity' and to 

help students serve the society in a systematic 

and meaningful way. Through various programs of 

social servic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acquire 

leadership for the future, the 

‘servant-leadership'.

기본영어회화(1) Fundamental English Conversation 1 

가장 기초적인 영어회화 과목으로 기본적인 영어 

대화에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패턴을 반복 학습함

으로써 자신과 가족 및 친구를 포함한 자기 주변 

사람과 일상적인 일에 관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is the most basic English conversation 

course. By repeating the speaking patterns that 

are often used in basic English conversations,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to talk about 

everyday life and their surroundings, including 

family and friends.

기본영어회화(2) Fundamental English Conversation 2

기본영어회화 1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패턴을 반복 학습하고, 확장된 어휘, 연어 및 구문 

습득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Based on the learning experiences of Fundamental 

English Conversation 1, students will learn and 

practice the basic patterns and expand 

vocabulary, collocations, and phrases to 

communicate in more diverse situations.

생활영어회화(1)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1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 회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

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짝 또는 그룹 의사소통 활동

을 대화를 연습할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문법과 어휘를 공부한다.

This course aims to teach students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skills in a small, supportive 

class setting. Students will be engaged in various 

types of communicative activities in which they 

practice conversations in pairs or groups as well 

as study English grammar and vocabulary needed 

to carry out the activities.

생활영어회화(2)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2

이 수업은 생활영어회화 1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

로, 더 자신 있게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

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제 구절과 

표현을 가르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speak English 

more confidently by expanding what they have 

learned in Everyday English conversation 1 

course. The course will teach students the real 

phrases and expressions that native English 

speakers use in day-to-day life.

실용영어회화(1)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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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학생들이 실용적인 영어 회화 기술 및 

전략을 익히고 이를 실제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의 간단한 요약이나 설명을 통해 자신

의 주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다.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develop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skills and strategies 

and then apply them to real conversations. In 

addition, the course helps students express their 

thoughts and opinions through a brief summary or 

explanation of the material given.

실용영어회화(2)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2

이 수업은 학생들이 실생활 속의 다양한 논의를 이

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

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get involved in various discussions in real life, to 

understand others' opinions and to express their 

opinions through conversation with others.

대학영어 College English 

이 과목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연스런 표현과 대화 전략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영어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은 또한 영어로 

대화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문법 및 어휘를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This course aims to teach English as it is used in 

real life. The course presents natural language in 

authentic contexts, and explicitly develops 

students’ conversation strategies so that students 

could speak with fluency and confidence. The 

course also focuses on key grammar points and 

vocabulary needed to carry out English 

conversations. 

실용생활영어(1) Practical Living English (1)

EC-1과 2를 거쳐서 EC-5나 6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패턴 연

습과 Substitution Drill을 통해 다양한 환경하에서의 

기본적인 대화를 익힘으로써 기본 문형과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

Students can create and participate in simple 

conversations with diverse patterns and situations 

after practicing diverse pattern and substitution 

drills.

중급영어(3) Intermediate(3)

교과서 내의 기본 대화문에 대한 학습과 

Substitution Drill을 통해 적용력을 확장하고 

Activity가 포함된 창의적인 대화와 표현이 가능하

다.

Students can create and participate in some 

creative conversations with diverse activities after 

expanding the application power through diverse 

pattern and substitutional drills.

고급영어(3) Advanced(3)

교과서 내의 대화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대화에 적

용하는 것은 물론 주어진 자료에 대한 간단한 요약

이나 설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수 있다.

Students can understand the dialogues in the text 

book and apply them in a real life situation, and 

they can also present their ideas by summarizing 

or explaining the given material.

기본일본어회화(1) Fundamental Japanese Conversation 1

이 수업은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This course teaches the basics of Japanes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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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의 기초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기초적인 어

휘와 문형 등을 배우고 교재에 포함된 일본에 관한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하여 일본어 학습에 흥미와 학

습동기를 갖도록 도와준다.

students who are new to Japanese. Students will 

learn basic vocabulary and sentence patterns, and 

use audio-visual materials about Japan in the 

textbooks to learn about Japan and its culture.

기본일본어회화(2) Fundamental Japanese Conversation 2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기본일본어회화 1의 학습 내

용을 바탕으로 기초 문법 사항을 습득한 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자연스러운 회화

체 일본어로 다양한 문형을 응용하여 표현할 수 있

다.

In this class, students expand their knowledge of 

Japanese grammar vocabulary based on what they 

have learned in Basic Japanese Conversation 1. 

They also learn to apply various sentence 

patterns in conversational situations that can 

happen in everyday life.

실용일본어회화(1) 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 1

이 수업은 학생들이 일본어 문형 연습을 통하여 실

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표현과 중

급 어휘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일본어 활용 능

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This class helps students to develop their 

Japanese language skills by teaching them live 

expressions and intermediate level vocabulary that 

can be used in real life through Japanese 

sentence pattern practice.

실용일본어회화(2) 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 2

이 수업은 상황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표현 학습은 

물론, 일본의 드라마, 영화 등을 활용하여 현대 일

본의 생활 문화, 언어 습관, 독특한 표현 등을 가

르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중급단계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을 기를 수 있다.

This class teaches not only conversational 

expressions, but also lif and culture of modern 

Japan using Japanese movies and TV shows. This 

will allow student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Japan and at the same time develop their 

intermediate level Japanese communication skills.

기본중국어회화(1) Fundamental Chinese Conversation 1

이 수업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의 기초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중국어의 발

음, 성조, 간체자서부터 기초적인 지식을 연마함은 

물론, 짧은 문장 중심의 초보적 수준의 중국어회화

를 연습한다.

This course teaches the basics of Chinese for 

students who are new to Chinese. Students 

practice basic Chinese pronunciation, tonality, and 

simplified Chinese as well as beginner-level 

Chinese conversation skills.

기본중국어회화(2) Fundamental Chinese Conversation 2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기본중국어회화 1의 학습 내

용을 바탕으로 기초 문법 사항을 습득한 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자연스러운 회화

체 중국어로 다양한 문형을 응용하여 표현할 수 있

다.

In this class, students expand their knowledge of 

Chinese grammar vocabulary based on what they 

have learned in Basic Chinese Conversation 1. 

They also learn to apply various sentence 

patterns in conversational situations that can 

happen in everyday life.

실용중국어회화(1) Practical Chinese Convers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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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학생들이 중국어 문형 연습을 통하여 실

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표현과 중

급 어휘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중국어 활용 능

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This class helps students to develop their Chinese 

language skills by teaching them live expressions and 

intermediate level vocabulary that can be used in 

real life through Chinese sentence pattern practice.

실용중국어회화(2) Practical Chinese Conversation 2

이 수업은 상황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표현 학습은 

물론, 중국의 드라마, 영화 등을 활용하여 현대 중

국의 생활 문화, 언어 습관, 독특한 표현 등을 가

르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중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중급단계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을 기를 수 있다.

This class teaches not only conversational 

expressions, but also lif and culture of modern 

China using Chinese movies and TV shows. This 

will allow student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China and at the same time develop their 

intermediate level Chinese communication skills.

한국어(1) Korean1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수업. Korean Grammar and Expression Class for 

Foreign Learners

한국어(2) Korean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쓰기 수업. Korean Writing Class for Foreign Learners 

실용한국어 Practical Korean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듣기·읽기 수업 Korean Listening and Reading Class for Foreign 

Learners

TOPIK한국어 TOPIK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수업.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Preparation 

Class for Foreign Learners

소프트웨어적사고 Software Thinking

 현대 사회는 소프트웨어가 개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이다. 이 과목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구조, 원리를 이해하고, 코딩

을 경험함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창의역량

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파이썬 코딩의 기본개념

을 학습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The modern society is a software-driven society 

where software det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concepts, structure and 

principles of software, and experience coding to 

understand the software, and improve their 

creativity. To do this, you will learn the basic 

concepts of Python coding and write a simple 

program.

컴퓨터적사고 Computational Thinking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비구조

화된 문제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적 사고 역량을 가

져야 한다.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적 사고를 이해하

In the ever-changing modern society, we need 

the ability to solve many unstructured problems 

using computers, and to do so, we need to have 

computational thinking capabilities. In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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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통해 컴퓨터적 사고에 

기반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킨다.

students will understand computational thinking 

and improve their problem-solving skiils based on 

computational thinking through scratch 

programming.

공감적사고와스피치 Empathy Speech

청자들은 화자의 말하기를 통해 그 사람의 말하기 

역량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됨됨이와 전반적인 

역량까지도 읽어낸다. 본 교과목은 말하기 의사소

통의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주변 사람들과 일상

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공적인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총 4회 이상의 활동 피드백을 

제공하여 실제 수행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

한다. 수강생들은 이를 토대로 실제로 다양한 대화 

및 스피치 상황에서 능숙한 화자가 되기 위해 필요

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Listeners read the speaker's speaking ability as 

well as their ability to be human and overall. 

This course focuses on this aspect of speech 

communication, and explores the principles needed 

in situations where needed to talk to people 

around student or talk in public. In addition, this 

class provide a total of four or more activity 

feedbacks to increase the actual performance. 

Based on this, students will be able to cultivate 

comprehensively the skills necessary to become 

proficient speakers in various conversation and 

speech situations

비판적사고와읽기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읽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인지적 활동이자.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이다. 

능숙한 독자들은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추어 다양

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읽

는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 및 

읽은 후의 다양한 결과물을 다른 이들과 공유한다. 

본 수업은 다양한 유형의 글을 전략적으로 읽는 방

법 및 원리를 익힌다. 또한 학생들의 읽기 후 활동 

결과물에 4회 이상의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동체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다.

Reading is a very high level of cognitive activity 

and 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community 

around students. Proficient readers actively read 

text using a variety of reading strategies to suit 

their reading purposes. They also share their 

reading process and the various outcomes of their 

reading with others in a variety of ways. This 

class teachs how to read different types of texts 

strategically. In addition students should provide at 

least four feedback on post-reading activities. 

This helps students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the community at a higher level.

논리적사고와글쓰기 Logical thinking and Writing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정한 문제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성해 내는 

능력이 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글을 쓰기 

위해 필자가 수행하는 인지적인 작업은 일정한 문

제 상황에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

하는 절차와 매우 유사하다. 본 교과목은 글쓰기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 상

황에서 성공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

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en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bility 

to actively create a solution to solve a certain 

problem situations is increasingly required. The 

cognitive work that the author performs to write 

is very similar to the process of finding a solution 

when a certain problem occurs. This course 

focuses on these characteristics of writing and 

aims to guide students how to write successfully 

in a variety of problem situations and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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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작성한 글에 대한 피드백을 4회 이상 제공

함으로써 실질적인 글쓰기 수행 능력 향상을 꾀한

다.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do it. In addition, by 

providing feedback on the writing written by the 

student at least four times, the writing ability is 

improved.

창의적사고와소통 Creative thinking and communication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우리의 소통 방식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창의적인 

사유와 이를 토대로 한 소통 방식을 모색한다.

1. 디지털 기술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을 역사적, 

문명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2. 초학제적 성격의 디지털 휴머니티를 구성하는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창의적 사유와 소통의 발판을 

마련한다.

3. 수강생들의 창의적 사유와 소통을 유도하고 이

러한 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4회 이상 제공한

다.

In the digital cultural environment, our way of 

communication is undergoing a radical change. In 

the midst of these changes, creative thinking and 

communication methods are explored.

1. understand the creativity required in the digital 

technology era from a historical and civilized 

perspective. 2. Create a foundation for creative 

thinking and communication by creating a 

discourse that constitutes a digital interdisciplinary 

character. 3. Encourage students to think and 

communicate creatively and provide them at least 

four times feedback on their performance.

인간과공동체 Human & Community

 2015년 7월에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교 교양교육 차원의 인성교육이 요구되는 상황

에서, 본 교과목은 전주대학생의 인성 역량을 함양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대학 인성교육에 필요

한 요소들인 나와 타자, 그리고 사회(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자존감의 확립, 더불어 살아가기, 

공동체 의식, 시민정신, 의사소통, 도덕적 딜레마, 

사회의 가치와 도덕성, 폭력의 문제 등을 심도 있

게 다루고 있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character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namely, me and others, and society 

(world). It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self-worth, living together, community 

consciousness, citizen spirit, communication, moral 

dilemma, social value and morality, and violence.

4차산업혁명과미래사회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Society

본 교과목은 인터넷, 모바일 기술,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를 포함한 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배운다.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knowledge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ding 

internet, mobile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경영의이해 Understanding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 혹은 경영학의 주요 연구대상은 기업이나, 

기업과 같은 영리조직만이 연구대상인 것은 아님

-경영학의 연구대상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포

괄하는 조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

는 모든 학생들이 조직에 몸을 담게 된 것을 고려

하면, 경영과 경영학에 대한 이해는 대학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임

- The main subject of study in management or 

business administration is not only research 

organization such as corporation or corporation.

- The subject of study in business administration 

is an organization that includes commercial and 

nonprofit organizations. Considering that all the 

students who graduate from college and en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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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과목은 경영학은 전공으로 하지 않

는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경영메커니즘

을 이해시키고, 경영마인드를 심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society take part in the organization, the 

understanding of management and management is 

essential in university education. Areas that need 

to be addressed

- In this course, we will focus on understanding 

the management mechanism of the organization 

and instilling business mindset on non-major 

students who are not maj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글로벌패션문화 Global Fashion Culture

패션이란 무엇이고,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

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역사 속 

그리고 현대 패션을 함께 다루되 통사적 흐름을 따

르지 않는다.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읽

고 의미를 해석한다.

This course begins by asking what is fashion and 

what it means to human life. It deals with history 

and contemporary fashion together and does not 

follow the syntactic flow. we read people's 

thoughts around events and interpret meanings.

글로벌화와기업경영 Understanding Global Business

글로벌화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글

로벌화의 추세에 따라 변해가는 세계경제환경을 공

부하고,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기업의 기본

적인 행동논리를 학습하고자 한다.

This class studies the change of global economic 

environments and the responding behavior of 

international firm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market globalization trend.

기업의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 of corporate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learn the theory and practice of 

ethical manage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내삶이보이는동양철학 Life in the oriental philosophy

동양철학의 핵심 내용인 음양오행, 기철학, 주역 등

을 과학적으로 재해석하고, 미신이나 종교적 요소

를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과정을 강의한다.

Yin-yang, philosophy of spirit, The Book of 

Changes, a key point of Oriental philosophy 

scientifically reinterpretation. Remove superstitions 

or religious elements and let me objectively 

reflect on my life.

논리적·비판적사고 Logical & Critical Thinking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목적, 전제, 관점, 함축 내지 결과, 정보, 개념, 질

문 내지 쟁점, 결론 내지 추론이 종합되어야 한다.

In order to develop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the purpose, premise, viewpoint, implication or 

conclusion, information, concept, question or issue, 

conclusion or reasoning of reason should be 

synthesized.

동양고전의이해 Introduction to oriental classics

동양의 고전을 통하여 문학 역사 철학 등 교양적인 Students learn oriental Chinese classics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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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학습한다.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고

전은 우리에게 많은 생활 철학을 제공해 준다. 고

전 문헌을 선별하여 읽고 감상하면서 한자 한문은 

물론 많은 유용한 생활 교훈을 학습한다.

with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As we know, 

the oriental classics provides us with many life 

instructions. students can learn not only Chinese 

characters and structures of Chinese sentences but 

also many beneficial instructions in this class.

디자인과문화 Design & Culture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디자

인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문화와 더불어 

어떻게 작동해 왔으며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This course is for students who does not major in 

design. Students understand the essence of design, 

and research the role of design in society and its 

development with cultural changes.

디자인과인간공학 Design and Ergonomics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물에서의 디자인과 인간심

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인간심리에 맞는 디자인 

및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By looking at the design and human psychology 

in contact with everyday objects of human living, 

it learns the design considering human psychology 

and user-centered design techniques.

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Culture

이 과목은 문화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을 이해함으로

써 일상적 삶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과 안목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학생들

에게 문화적 기초소양을 배양하는 효과를 가진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culture and the method of cultural studies. It has 

effects to increase basic cultural competency for 

digital contents developers.

문화인류학입문 Introduction to Cultural Humanities

문화인류학의 기본 개념들과 이론을 소개하고 문화

인류학적 관점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Its purpose is to introduce basic concepts and 

theories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to promote 

the thinking power of cultur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법과생활 Law and Life

본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생활 법률문제를 다

루는 데 있어 문제해결능력(조언, 전략, 비법, 요령 

등)을 습득하도록 돕고자 한다.

This lecture is intended to help students learn a 

problem solving competence(advice, strategy, tips and 

tricks, etc) to dealing with day to day legal issues.

보험과사회 Insurance and Society

이 과목에서는 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하

여 강의하게 된다. 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많은 

판례들에 대하여 공부하게 된다. 이런 판례들을 통

하여 학생들이 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한다.

In this lecture, the wider role and function of 

insurance in a society is the principal concern. And 

another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expose students 

to many cases of life insurance, fire insurance, auto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marine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 and to help them to interpret 

insurance contracts. Emphasis will be on the 

problems relative to insurance arising in our life.

삶과드라마 life and drama



1068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능력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드라마의 구성 원리와 극의 표현방식에 관한 종합

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고대 그리스극 

이후 시대별 극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의 영

화, TV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극 장르에 공히 

적용되는 드라마적 원리를 살핀다.

Understanding for fundamental composition of 

drama and this lesson helps us to think about a 

expression method of drama.

생활속의경제 Basic Economics in Practice

경제의 기초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

하는 일상생활 속의 경제현상을 비경제학 전공 학

생들에게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그 결과 학생들이 신문이나 잡기 등을 통해 현실의 

경제문제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helping non-economic 

major students to easily understand economic 

phenomena that could be found in everyday life 

with interest, based on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Economics.

생활속회계이야기 Accounting story in Daily Life

회계란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일정한 약속에 

따라 화폐가치로 쉽게 표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

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영학이나 회

계학의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생들이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꼭 필요한 

회계 및 재무지식을 담았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작

성자 보다는 이용자 측면에서 회계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할수 있는지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본 과정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보다 쉽게 회계 및 재무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Accounting is used as an efficient means of 

communication by easily expressing daily 

transactions into the monetary value in 

accordance with a certain agreement. This course 

has contained the accounting & financial 

knowledge essential to efficient communication in 

daily economic activates of university students or 

new office workers regardless of majoring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accounting. Therefore, 

contrary to other textbooks about general 

accounting principles, it explains how to 

understand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also to 

use it for economic decision-making in the aspect 

of users instead of writers of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this course, university 

students could understand/use accounting & 

financial information more easily.

세계주요국가의 정치 Politics of Major Powers

현재 세계 정치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같은 준국가(準國家) 조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

지만 아직 세계 정치는 개별 국가들의 정책결정과 

행동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의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

가의 정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목은 현 세계 정치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들의 정치체제와 정치 과정의 

Though the European Un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world politics, individual nation-states are 

still the real players in world politics. To 

understand contemporary world politics, this 

course aims to study major powers of today 

centering around their political systems: the U.S., 

China, Japan, Russia, England an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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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정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

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주요 국

가만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 한다. 

스마트시대와표준 Smart Era and Standardizations

표준은 우리 생활속에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가져다 

주며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을 선점

하기 위한 국제표준전쟁이 치열한 기업환경에서 표

준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

하기 위함이다. 표준분야에 관심을 갖는 수강생들

에게 미래 표준전문가로 성장할 표준기술 리더의 

역할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Standards bring convenience and safety to our 

lives and serv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national level.. 

This is to prepar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andards in a 

corporate environment where the international 

standard war to preoccupy technologies in the 

market for lotteries. It will help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standards to improve their role as 

standard technology leaders to become future 

standard experts.

스마트융합세상으로의초대 Invitation to the Smart Convergence World

ICT 융합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술을 소개함으

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방향, 문제해결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

다.

By introducing the overall contents and 

technologies for ICT convergence, we will develop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uture direc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시와그림으로만나는우리산수
The landscape which tour through poetry and 

painting 

본 교과목은 선인들이 남긴 시와 산문, 그림 등을 

통해 산수를 감성적, 이성적으로 즐기는 법을 배우

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심미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개설되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how to 

appreciate landscape in an emotional and rational 

way, and to cultivate aesthetic qualities that 

enrich our life.

식물의이해 Understanding of Plant

식물은 인간에게 식량을 비롯하여 의약품, 섬유 등 

여러 가지 천연물질을 제공한다. 이 강좌는 식물이 

갖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간의 건강

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Plants provide humans with food and various 

natural products such as pharmaceuticals and 

fiber. This course aims to study the value of 

plants as resources, and how to utilize plants to 

improve human health and quality of life.

아름다움의철학 Aesthetics and Philosophy

본 교과목은 미와 예술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은 

인간의 현실적 삶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미학 및 예술이론의 기본 개념과 용어들

을 예술 작품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what beauty and 

art are, how they relate to human 's real life, 

and further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and 

terminology of aesthetics and art theor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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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connection with works of art.

역사를 보는눈_이야기한국사 Eyes for the history-story of korean history

역사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이

야기는 역사로 다시 태어나고 전승되어 왔다. 역사

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옛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

이 아니다. 이야기가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검증과 이야기 전개 과정의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결 

되어야만 한다.

History is a story. This course can understand the 

viewpoint of history through various stories in 

Korean history. Understand the story and its 

internal situation recorded in the material and 

understand the historical truth through it. 

영어와문화 English and Culture

본 수업의 목적은 전 세계의 영어권 국가의 언어와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영어가 어

떻게 다양하게 분포되었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영국영어과 

미국영어에 대한 차이를 공부하고 영국영어를 사용

하는 국가들과 미국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언어 

문화적 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본다. 또한 각 나라의 

영화, 음악, 문학, 역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각 영어권 국가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다. 

The purpose of current class is to understand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of each 

English-speaking country. We aimed to see how 

the culture is distribut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all over the English-speaking world. To 

do this, the students will learn both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focusing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urthermore, we will also study the 

unique cultural traits of each English-speaking 

country through the various channels.

영화에서보이는교육학 Education shown in the Film

상영된 영화속에 나타난 교육학적 소재를 드러내 

우리의 현실적 문제와 연결하여 토의하고 생활속에 

실천한다.

We look for educational material in the movies 

that are shown. We link the materials to our real 

problems and discuss them. We practice our 

educational knowledge in our daily lives

오감으로배우는문화예술 Culture and art to learn with five senses

인간의 감각인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등을 

활용한 와인, 커피, 음료 등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에 대하여 학습한다.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wine, coffee, and drinks using human senses 

such as taste, smell, sight, hearing, and tactile, 

sense. 

우주와지구 The Universe and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지구가 무엇인가를 강의

한다. 우주와 지구를 이해하고자 한 인간들의 노력

들을 소개하면서, 우주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의와 

역할 등의 철학적 사고를 강의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what the universe and earth we live in. It 

introduces human endeavors to understand the 

universe and earth, and aims at philosophical 

thinking such as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human existence in universe.

운동과건강 Exercise and Healthy



1071

수퍼스타칼리지 교양학부

능력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체육의 현상이나 문제를 사회학적 태도에서 이론 

및 방법을 규명하고 또 그들의 경험적 자료를 통하

여 체육의 진보와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며 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한다.

Current concepts of health and fitness covering 

such topics. The courses are designed for 

students who already possess intermediate skill in 

the activity.

이야기로배우는동아시아역사 History in East-Asia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던 중국 역사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베트남, 북방 유목국가 등 

서로간의 교류와 상호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 본다

Based on China's history, which was the center 

of ancient East Asian culture, we will learn about 

exchanges and mutual effects between Korea, 

Japan, Vietnam, and nomadic countries.

인구와사회 Population& Society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인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

각도로 검토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 및 국제이동

과 같은 인구변동이 범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학습한다.

It examines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changes 

on population phenomena in multiple angles and 

learns the causes of population changes such as 

low fertility, aging and international mobility.

인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humanities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

Understanding of humanities and subjects for 

cultivating basic knowledge.

정의란무엇인가 Introduction to Social Justice Theories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론의 이론적 토대

를 학습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시민의식에 대하여 

토론한다.

This class will explore several theories of justice 

through discussion for the further study on to 

civil consciousness of our society.

지구의이해 Understanding of Earth Science

인문 사회 예체능 전공자 등 지금까지 지구과학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구 시스템과 과학 기

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과 

소양, 실생활의 지구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한다.

We aim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Earth Systems and Science and Technology to 

students of humanities, social studies, and arts 

and physical education who have never met Earth 

Science until now. The Earth System Liberal 

Education allows students to practice convergent 

thinking and literacy, training to enhance 

real-world problem solving skills.

지속가능한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 & Environmental Impact

농생명 특화지역인 전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산업

을 위한 환경부하 영향들을 이해하고 친환경농업 

및 스마트농업과 연관된 농업활동 등을 소개한다.

This class will introduce the current situation of 

agricultural industry and efforts to ensure the 

sustainable agriculture.

지식사회와커뮤니케이션
Understanding the communication in 

knowledge-based society

지식사회에서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조사

함으로써 여러 사회 문제와 이슈를 배운다.

Understanding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society by investigating the variou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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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a in knowledge-based society.

철학과삶 Philosophy and life

철학과 삶이란? What is philosophy and life?

한국문학의이해와감상 Understanding of appreciation of Korean literature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는 바

로 문학이다. 문학은 한 언어권의 다양한 문화적 

산물 가운데 언어를 매개로 정제되고 세련된 정서

가 표현된 결과물이다. 한국문학은 한국인의 삶을 

통해 축적된 정서적 표현물이다.

An effective medium for learning Korean culture 

to teach Korean culture is literature. Literature is 

a result of refined emotions among the various 

cultural products of one language. Korean 

literature is an emotional manifestation of the 

lives of Koreans.

한국의맛을찾아가는음식문화이야기 Food Culture story of Korea.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각 지방

의 대표적인 음식을 역사적인 유래와 조리기술 등

에 대한 지식을 곁들임으로써 지역별 대표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The origin of Korean Food and knowledge of 

Food Culture in addition, we want to improve 

understanding of regional representative food.

행복한삶을위한건강학 Health Sciences for Healthy Living

건강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의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신뢰성 있는 건강 관련 정보의 분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Essential concepts for healthy living focused a 

variety of health information based on science 

and medical research, and approach to change 

healthy behaviors.

화학과생활 Chemistry in life

생활속에서 만나는 여러 화학(예, 물, 세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술, 마약, 등)을 수업한다.

In life, meat the chemistry (ex, water, detergent, 

domestics, food, drug, alcohol, narcotics, etc) are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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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예술 Humanities and art

이 강좌는 인문/예술 영역에서 대학생이 가져야 할 

기초 지식과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한다. 

This cores aims to increase basic understanding 

of humanties and art.

사회/문화 society and culture

이 강좌는 사회와 문화의 영역에서 대학생이 가져

야 할 기초지식과 소양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res aims to increase basic understanding 

of society and culture

자연/공학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이 강좌는 자연과학과 공학의 영역에서 대학생이 

가져야 할 기초지식과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한

다.

 This cores aims to increase basic understanding 

of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스마트라이프 Smartlife

이 강좌는 스마트라이프 영역에서 대학생이 가져야 

할 기초지식과 소양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This cores aims to increase basic understanding 

of Smart Life.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echnology Trends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메가트렌드와 창업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고, 전북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농식품, 

문화콘텐츠, 탄소 제조업 환경 변화와 기술 활용사

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should understand how to 

adapt and prepare for the changed environment 

about Megatrends and Start-Up trends that cover 

the whole market, and learn about the changes 

in agricultural products, cultural contents, carbon 

manufacturing environment and the use of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Jeonbuk regional 

strategic industry.

3D모델링및3D프린팅실무 3D Modeling and 3D Printing Practice

일반기계 산업의 부품 설계 및 개발에 사용되는 

3D 모델링 툴인 Inventor를 이용하여 기계부품의 

3D설계, 디지털 목업 및 조립해석 등의 3D설계 실

무를 익히고, 3D프린팅을 활용한 부품 및 제품구현

을 실습함으로써 부품개발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

도록 하여 4차 산업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

력을 향상시킨다.

Inventor of 3D modeling tool will be used for 

making parts design and development in the 

general machinery industry. Students will learn 

3D design practice such as 3D design of machine 

parts, digital mockup, assembly analysis, machine 

parts and products by using 3D printing. The 

purpose of this course aims at improving the 

practical ability to adapt to the industrial 4. 0 

technology by learning the development process.

4차산업혁명과기술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echnology

본 교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사물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ICT 융

This course introduces a variety of ICT 

co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the 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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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기술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넓은 이해와 창의적인 미래 지향 및 문제해결능

력을 배양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This also aims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develop creative capabilities.

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TRIZ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TRIZ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사고와 지

식재산(특허 등)에 대한 트리즈(TRIZ:창의적문제해

결) 교육을 통하여 창의융합형 전문능력을 배양한

다.

Develop creative fusion expertise through 

education on creative thinking and knowledge 

property that corresponds to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for Start-up

본 과목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해서 창

업과정에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methodology 

of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competence to 

solve problem occurs during start-up.

경영과법률 Business law

-기업경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획득

-기업창업을 위한 법률지식 획득

-성공적인 회사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법적사고능

력 획득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률분쟁사례 학습

- Obtain legal knowledge necessary for business 

management

- Acquiring legal knowledge for corporate start-ups

- Acquiring legal thinking ability for successful 

company management activities

- Learning about legal disputes related to 

business management

경제의개념과활용 conception & application of Economics

자본주의시장경제체에 있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이해와 국가경

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이해 그리고 WTO체제 하에서의 한국경제의 

위상과 대외교역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메카니즘 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In order to gain some 

understanding of the economy, economists build 

simple models to examine complex economic 

issues. In the course we will present the basic 

models and show how they are used with real 

world applications. The emphasis of the course 

will be on this analytic thinking. The goal of the 

course is to learn how you as economists or 

businessmen think and analyze economic 

problems.

경제자료의이해 Understanding Economic Data

이 강좌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

본적 경제개념과 원리를 이용하여 경제생활과 밀접

하게 연관된 각종 경제자료를 비경제학 전공 학생

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둘 

것임.

This lecture enables non-economic major students 

to easily understand and have interest in various 

economic data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everyday life by using basic economic concepts 

and principles needed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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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Golf

골프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골프의 기초기술

을 배운다. 학습환경의 여건상 아이언 샷을 통해 

기본적인 그립, 자세, 어드레스, 스윙 방법을 습득

하여 다른 클럽의 사용과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골프의 매너, 경기방법, 경기규

칙을 이해하여 장래 스스로 골프를 즐기고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skills for golf is 

going to be practiced here. Du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iron club will be 

used to teach the needed skills such as address, 

grip, swing, etc. The manners required in the 

sport, rules and regulation, and the way the 

game is played will be taught. The class is to 

enable the student to be able to enjoy golf on 

his or her own in the future.

교양음악 Cultivaieve music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며 음악감상 등

을 통해 음악에 대해 쉽게 접근을 할수있게 한다.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essence music by 

studying basics of music.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Enterpreneurship and Venture Start-Up

성공한 청년창업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통해 기

업가정신 함양 및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미래 창

업가로서 갖춰야 할 소양 및 태도를 습득하고 기업

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해 학습하여 리더십을 배

양한다.

Through the lively field experience of successful 

young entrepreneurs, we will promote 

entrepreneurship spirit and challenging spirit, practical 

knowledge, and attitudes to be equipped as future 

venture enterpriser and cultivate leadership by 

lear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기업우수인재육성과정(이랜드) BESTar(ELAND)

전주대학교와 이랜드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해당기

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력을 육성하는 과정

This course which Jeonju University and ELAND 

coordinate trains students as new leaders who not 

only ELAND but also other enterprise require.

농생명벤처창업  Agricultural life venture start-up

농생명분야 창업트렌드를 이해하고, 팀별 창의적 

사고와 협업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구상하고 비즈니

스 모델을 기획하여 발표를 통해 창업역량을 함양

함

Understand the entrepreneurial trend of 

agricultural life, create creative items 

through team-specific creative thinking 

and graduation, and plan business models 

to cultivate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through presentations

뇌과학과창의력개발 Brain Science & Creative Development

뇌 과학은 뇌의 구조와 기능 및 이들의 사고 작용

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새롭게 정립되는 학문분야이

다. 뇌 과학 그 자체는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은 물론, 교육에 있어서 전

통적으로 중시해 왔던 교육 원리나 방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

다.

The brain sciences are a field of learning taken 

been in a newly triangular position to be 

examined the nature of its thought process an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rain. There is 

no doubt that the brain science itself presented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the creative 

development, in the educations, it have been 

provided rationally and logically scientific 

foundation from an educational principle and a 

program traditionally attached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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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창업과발명 Students entrepreneurship and invention

본 교과에서는 창업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성공 CEO를 초청하여 그들의 생생한 경

험담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줄 예정이며, 창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를 창업 아이템으로 개발할 수 있게 이론과 실무 

위주의 창업교육 과정으로 운영함 

This course will deliver that the invited lecturer 

teach to the students the vivid experience and 

advice of a successful CEO and provide courage 

and confidence. Also this course will help that 

students understand how to make start-up and 

how an idea to be a business item through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댄스스포츠 Dance Sports

댄스 스포츠에 대한 체계와 지식을 배우고 기본 동

작과 효과적인 동작을 익힌다.

Techniques of creative dance including movement 

sequences leading to individual and group studies 

in initial compositional elements.

디자인과창의성 Design & Creativity

이 강의는 디자인에 관심있는 학생을 위하여 만들

어졌으며 창의적 발상을 위한 디자인 기초이론과 

디자인 이슈들을 소개하며 디자인전반에 대한 이해

를 돕도록 하였다.

This lecture was designed for any students 

interested in Design. In this lecture students will 

learn the foundation principles of Design and today's 

major design issues for their creative thinking.

도서관정보탐색과활용 Library Information search&literacy

학습정보 및 과제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탐색기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국내외 도서관정보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탐색하는 실습을 수행

함. 아울러 입수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과제물이나 

논문작성에 필요한 저작권, 인용기술 , 참고 문헌작

성을 중심으로 과제작성 TIP을 강의한다.

Learning to navigate the scholarly information 

sufficiently for writing a paper and article. Also 

students directly will perform the search exercise 

through web site of domestic and foreign 

information center, and throughout the course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reference and the 

copyright, fair use of founded documents.

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Literature

문학은 인류의 여러 정신활동 영역 중에서 가장 오

랜 역사를 지닌다.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인문학 

분야에는 문학과 더불어 철학, 역사학, 심리학 등이 

있지만 문학만큼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개인과 

사회에 작용하는 것은 없다. 이 강의는 ‘문학과 

독서’, ‘문학과 사회’, ‘문학과 언어’, ‘문학

과 다른예술’, ‘문학과 문화’, ‘문화의 흐름과 

이해의 방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iterature is a human spiritual activity that has 

the longest history among human activities and 

has greater influence on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than any other humanities. This lecture is 

composed of 'literature and reading', 'literature 

and society', 'literature and language'. 'literature 

and arts' 'literature and culture' and 'trend and 

interpretation of literature'.

미래산업과청년창업
Future Industrial Change and Young 

Entrepreneurship

본 강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

게 미래산업의 변화와 기업가정신, 창업스킬에 대

한 이해를 통해 창업을 직업선택의 우선 대안으로 

This course provides young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ith an 

opportunity to consider start-up as a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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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사회의 변화트렌드, 4차 산업혁명시

대의 창업기회, 청년창업가에게 요구되는 기업가정

신과 사회적 책임, 창업아이템 개발과정을 학습한

다.

alternative of career choice by understanding 

future industry chang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kills. Through this lecture, students 

will learn trends of future society, start-up 

opportunit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ntrepreneur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required 

for young entrepreneurs,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entrepreneurial items.

미술치료매체소개 Introduction of Art Therapy Material

–Exploration and Application-
비전공자를 위한 수업으로 계획되었으며 미술치료

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미술매체의 사용방법에 대해 

기초적 이해를 돕는 수업으로 구성된다. 미술치료

에서 사용하는 미술매체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학습 구성은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분류된다. 다

양한 미술매체의 기초적 기법을 이론적으로 학습하

며 실습은 교수자가 보여주는 모델링 영상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실제 적용을 권유한다.

It is planned as a class for non-Communists and 

consists of classes that help them understand the 

basic ways of using various art mediums used in 

art therapy. Based on introductions to art media 

used in art therapy, the learning composition is 

classified a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cess. 

The basic techniques of various art mediums are 

theoretically studied and practical application is 

recommended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through modelling images shown by the 

professor.

발상과표현 Invention and Expression of Story

로버트 루트번슈타인의 저서 ‘생각의탄생’을 주

교재로 하여 생각도구 13가지를 다양한 사례 중심

으로 알기 쉽게 강의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

학, 예술 등 네 영역을 아우르는 지식의 통섭교육

을 실시한다.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the arts, such as covering four area of 

knowledge consilience education will be held.

배드민턴 Badminton

배드민턴 경기에 필요한 예의와 규칙에 대해 배우

며 실질적인 기본 자세 및 기본 기술을 익히고 경

기를 통해 단식경기와 복식경기의 룰을 습득하며, 

보다 질 높은 경기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드민턴

에 대해 쉽게 다가오게 할 수 있도록 한다.

Learn about the rules and regulations required 

for badminton, learn practical basic posture and 

basic skills, acquire the rules of singles and 

doubles games through competitions, and make it 

easier for students to approach badminton with 

better performance.

법의이해 Understanding of Law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제도는 법을 기초로 하여 체계화

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알지 

못하고는 실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점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을 우리의 실생

Not only are laws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but all social systems are organized and 

organized based on the law. That's why there 

are countless difficulties in living a real life 

without knowing. So we want to understand and 



1078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능력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활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가르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법적 지식을 고양하고 

법 과목을 포함한 모든 사회과학의 기초지식을 쌓

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teach law systematically about our real lives. It 

is also aimed at enhancing students' legal 

knowledge and building up basic knowledge of all 

social sciences, including law subjects.

비판적사고 Logical Thinking for Problem Solving

본 강좌는 생활공학 (의, 식, 주) 관련 산업에서 발

생되는 문제의 현상과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다. 논리적 분석 능력과 전달 능력을 중심으로 기

초 능력을 키운다. 특히, 생활 공학에서 접할 수 있

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익혀 자신

의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

력을 키운다.

Particularly, student acquire the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about problems that student 

encounter in life engineering and develop 

student's ability to communicate convincingly with 

his own arguments and logic.

사랑과결혼 The Love and Marriage

교과내용은 남녀간 ‘사랑의 의미’(열정, 친밀감, 

책임성; 사랑의 삼각형 이론)를 탐색하고, 의사결정

론적 입장에서 ‘배우자 선택이론’(유사성과 상보

성 이론)을 다루며, 행복한 가정생활의 준거가 되

는 부부간의 ‘사랑과 대인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

술’ 등을 교양수준에서 두루 다루게 될 것이다.

The contents are exploring the meaning of love 

between men and women (passion, intimacy and 

responsibility;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making decisions on the subject, dealing with the 

theory of " marital choice " and "love theory."

사이버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Cyber Culture

이 과목은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고 있고 이 새로운 공간에서는 새로

운 형태의 인간 행동과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

이버 문화는 실제 문화와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해한다. 특

히,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공동체 등을 통하

여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 주목하고

자 한다. 이 강좌는 사이버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문화 연구와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course will help you understand culture in 

cyberspac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yber space is expanding and new 

forms of human behavior and culture are 

emerging in this new space. Analyze and 

understand how cyber culture differs from real 

culture. Especially, we will pay attention to 

human relations formed in cyber space through 

cyber communication and cyber community. I 

hope that this lecture will have an effect of 

expanding the horizons of cultural studies and 

understanding by understanding cyber culture.

산업경영과창업 Industrial Business and start-up

공학과 경영의 양면에 대한 균형 잡힌 식견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하여 주요 학습내용은 전략경

영, 관리조직, 마케딩 전략, 원가관리 및 경제성분

석, 기술사업화, 기업가정신, 관리기술의 활용 등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무사례를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issues related to industrial business 

administration such as Strategy management, 

organization of management, Marketing, Cost 

control & Enginee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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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Management technology and 

Case study. Students are expected to understand 

the engineering and management that can be 

applicable to various business application 

domains.

생각의이해 Understanding 'thoughts'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이

해한다. 만들어진 생각의 저장 및 작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n alternative 

understanding of thoughts by visualizing the 

process of how they comes into being, and the 

mechanism in which they are stored and 

operates, and how they can be best put into use.

생활공학과사물인터넷 Living Engineering and Internet of Things

본 교과목은 loT 적용의 사례들을 의식주 생활에서 

해당 사례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기획해 본다.

This course provides the case study of loT 

applications in living engineering related to 

fashion, restaurant, house.

생활과환경 Life and Environment

환경오염의 오염원 발생 원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

향 및 대책에 대해서 공부한다. 자연 생태계의 중

요성과 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책을 과학적으로 분석

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환경을 구성하는 4가

지 권역별로 나누어 대기, 수질, 토양 및 생태계의 

오염현상과 영향 및 대책, 우리 생활 주변에서 건

강을 위협하는 식품, 실내환경,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구환경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 변화와 사막화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공부한다.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countermeasures are 

studied. I want to scientifically analyze the 

importance of natural ecosystem and the causes 

and measur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find 

solutions. Divided into four zones that make up 

the environment, we will learn about air, water, 

soil and ecological pollution phenomena, impact 

and countermeasures, food threatening health 

around our lives, indoor environment, waste 

disposal, and the causes and measures for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nd desertification 

problems that are emerging in the global 

environment.

생활속범죄와법률 Crimes of life and law

생활 속에 나와 나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

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또는 왜 그렇게 되는가

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이란 무엇

인가, 특히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법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해 보고

자 한다. 다만, 교양으로 배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례위주로 강의하고자 한다.

I often wonder what is legal about events that 

occur in my life and in my care or why. So, we 

want to find out about the law and what it is, 

especially the criminal law problems common in 

life, and explore ways to solve them. However, 

since there are limitations to learning through 

culture, the river focuses on incident cases that 

occur around us for easy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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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권력 Power in daily life

권력은 일상생활에서 매두 중요한 양상으로 실존한

다. 연인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는 물론 

조직의 상하관계, 수평관계 모두에서 권력은 존재

한다. 그러므로 권력의 본질과 현상을 이해하고 생

활 속에서 감지하고 관리하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

하다.

Although power is a fundamental part of human 

relations, little is known about power in daily 

life. Power dynamics were a common, though not 

constant, experience. Rather than power being 

concentrated among a few individuals, almost 

half of people sometimes holding high-power 

positions. People's feeling of power did not 

always map onto the position they held. Most 

variabliltiy in power was related to people's 

changing situations rather than their stable traits. 

Low power negatively affected mood and 

cognition. Contrary to negative stereotypes of 

powerholders, higher power was associated with 

greater feeling of responsibility.

생활속의빅데이터이해와분석 R programming and big data analysis

본 교과는 일상속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데

이터과학 입문교과목이다. 제조업에서 시작하여 사

물 전반에 정보기술이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능력은 절대 필요한 요

소이다.

본 교과의 R프로그래밍은 파이썬과 유사한 스크립

트 언어로, 파이썬처럼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비교적 교양과목에서 쉽게 배울 수 있다. 또한 본 

교과는 구글 설문조사, 빅 데이터 트렌드 분석, 소

셜 매트릭스, 공공데이터의 시각화 도구인 퓨전테

이블과 타블로 등을 포함, 생활 속의 빅데이터 이

해와 분석을 위한 융복합적인 지식함양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한다.

This class is an introductory data science subject 

that utilizes big data technology in everyday life. 

Software programming skills are an absolute 

necessit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information technology is used 

throughout things, starting from manufacturing.

R-programming in this class is a scripting language 

similar to Python, which is not only highly utilized, 

but also relatively easy to learn in liberal arts. In 

addition, the course will include Google Survey, Big 

Data Trend Analysis, Social Matrix, and Fusion 

Table and Tablo, visualization tools for public data, 

as well as learn what is needed to develop a more 

integrated knowledge base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big data in life.

생활속의정보기술 IT in Daily Life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접

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고함으로

써,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 기술분야에 대한 교양수

준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궁

금증과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바코드와 666, 

컴퓨터와 인간의 체스게임, 무어의 법칙 등을 학습

한다. * 샘플강의: http://cyber.jj.ac.kr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introductory 

knowledge on information technology in our daily 

life and it will help students to enhance the 

level of their culture. This course will explore 

issues of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barcode 

and 666, Chess game with computer, Moore's 

Law, and so on. to satisfy one's curiosity.

성과건강 Sex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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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성과 관련된 각

종 질병, 범죄 등이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성에 대

한 올바른 지식과 성의 무지에서 오는 폐단을 강의

한다.

This course aims to build appropriate knowledge 

and skills in understanding human sexual 

physiology, sexual behaviour and safe sex as well 

as love.

세계도시의이해 Introduction of Urban Geography

도시화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조망하고 도시에 대

한 이해를 도시 지리학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습득

함으로써 도시사회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현

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교양을 제고시킨다.

Today, the worldwide network of global cities is 

the new trend of urbanization. The competitions 

of global cites need the innovative strategy of 

urban policy. The lecture of Introduction to 

World Cities support the turning point of thinking 

for the globalization of cities. It provide the 

many sample of pilot projects of successive 

urban development. It introduce the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and design of 

developed nations.

세계의민족과문화 Ethnic Groups and Their Culture

이 강좌는 문화인류학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각 민

족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수강생들의 국제 이해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문화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ing ethic groups 

and their cultures. It enhanc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Social Media Start-Up Marketing

본 교과목은 창업을 위한 마케팅 기초이론을 습득

하고, 창업기업 제품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팀별 탕업기업 제품의 마케팅 

영상을 직접 기획 및 제작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소셜미디어 창업마케팅 역량을 강화

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to acquire the basic marketing 

theories for start-up business and learn to 

promote the products of start-up companies 

through social media. We intend to strengthen 

marketing capabilities of social media by 

promoting marketing videos of entrepreneurial 

products directly by team and promoting them 

through social media.

소자본창업실무 Low-Capital Start-up Practice

본 교과는 개발된 창업아이템의 실제 사업화 가능

성을 내․외부 환경 및 보유역량을 검증하고, 창업절

차에 따라 단계적인 실습과정을 거쳐 창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This course teaches learners to achieve their 

goals of starting their businesses through 

hands-on practicum; step-by-step exercise based 

on the stage of a business model. 

Entrepreneurial ability and commercial viability of 

a business model will be validated in a given 

internal and external business environment.

스케치 Sketch

스케치의 다양한 재료와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연습

한다.

This is a workshop style course to understand 

and practice the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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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ketch.

스킨스쿠버 Scuba diving

레저스포츠에서는 필수과목으로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다른 수상 스포츠에 비해 자유

롭고, 다루지 못했던 해상 스포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다.

Leisure sports with the experience which is 

various is the possibility with compulsory subject 

of enjoying from the ocean it compares in 

different aquatic sports and, it cannot treat a 

possibility of learning regarding the sea sports 

attitude there is.

시스템다이내믹스를이용한문제해결 Problem Solving with Systems Dynamics

21세기 인공지능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문제의 복잡성을 구조와 거동 관점

에서 이해하고 동태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과 능력

을 키워야한다. 본 강좌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도

구를 이용하여 동태적 복잡성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

고 해결하는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how to deal 

with complex problems we face in the coming AI 

era. Main topics are the nature of complexity, 

feedback types, causal loop diagram and 

archetypes. Finishing this course students are 

expected to view complex problems with the 

systematic view and dynamics.

약초와건강 Medicinal Plants and Health

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는 약초들을 질환별로 종

류, 형태, 특성, 효능 및 효과 등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활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the kinds, shapes, 

characteristics, efficacy and effects of medicinal 

plants that can be used in daily life, and to use 

them for health maintenance and disease 

prevention.

언어의이해 Comprehension of Linguistic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 언어의 기원, 언어

의 역사, 언어학의 분야, 언어와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사고력을 얻도록 한다.

A series of lectures regarding all the topics of 

languages, focusing on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letters, phoneme, sounds, grammar, 

vocabulary, dialect, and colloquial usage, as well 

as general linguistic considerations.

여성취업과NCS실전 Advanced NCS for Women Career Development

여성의 진로 설정과 관련,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이해 및 채용 프로세스별 특징 및 주요 전략 이해

와 실전 문제 풀이 등을 학습한다. 

For career development of women, this subject 

teach students to understand NCS Vocational 

Competency Test & the features of the process 

of NCS employment, and the leading strategies & 

actual problem-solving skills.

여성진로와NCS이해 Basic NCS for Women Career Development

여성 진로 개발 관련, NCS 이해를 통한 NCS 기반 

직무분석과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나만의 스

토리텔링 입사지원서 작성 등을 학습한다.

For career development of women, this subject 

teach students to understand what is NCS and 

how the public companies uses NCS to employ 

people and prepare for job employment. 

교양호신술 Basic self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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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며, 호신술

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essence self 

defense by studying basic of sef defense.

오페라로배우는범죄프로파일링 Learning Criminal Profiling through Opera

오페라는 음악, 춤, 무대, 연기, 스토리 등을 총망라

하는 종합예술이다. 최근 학생들이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와 비교하여 그 역사가 오래되어 각 작품 속

에는 복잡한 인간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흥미

로운 주제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오페라에 나타나

는 인간의 다양한 일탈행동들을 범죄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본다면 범죄의 

원인과 범죄예방대책의 탐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Opera is a composite Art that inclusive music, 

dance, stage, acting, and story. The history is so 

old that each piece is full of interesting themes 

that demonstrate the ture nature of complex 

human emotions, compared to movies and dramas 

that students are facing these days.

A careful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various 

deviance behavior of humans appearing in 

operas, based on the criminal theory, will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y of crime and 

crime prevention.

와인과와인문화 Wine & Wine culture

와인문화와 와인 대한 이해 및 시음을 통하여 품종

별 세계 각국 와인의 이해

Comprehension of wine/ wine culture and 

Comprehension of diverse wines in the world by 

wine tasting.

웨이트트레이닝과생활건강 Weight Training and Life Health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습득과 실기를 통해 근력

을 증가시키며 생리학적 바탕 위에 근육의 구조이

해와 발달과정의 운동방법을 습득한다.

Increase muscle strength through scientific and 

systematic theoretical acquisition and practice, 

and acquire structure understanding of muscles 

and motor method of development process on a 

physiological basis.

일본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Japanese Culture

일본문화 중에서 특히 한국문화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만을 선택해서 강의하는 한국문화의 비교를 

통해, 발생하기 쉬운 오해가 현실 생활 속에서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배우고, 생각하면서 이문화

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공부한다.

Students study to understand what are needs for 

u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Korean culture 

and Japanese culture. They learn from realistic 

life that misunderstanding has an effect on our 

life thinking of the difference of the Japanese 

and Korean culture.

자동차와생활 Automobile in the life

현대적인 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는 누구나 쉽게 보

유하고 운전하게 됨으로서 이제는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Nowadays everybody drive automobile and it 

becomes the necessaries to live with. Objective 

of this subject is to provide the stud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all automotive compon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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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작동원리, 운전과 정비, 그리고 기본구조 

등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하는 디젤엔진, 가솔린엔진, 가스엔진 등의 운전특

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동차 운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다.

systems. This includes how they are constructed, 

how they operate, what troubles they might 

develop, and possible causes of these troubles. 

These contents are going to introduce the 

student to the way of recommending diagnosis 

and service procedures be performed.

자연재해의이해 Understanding of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엘리뇨, 지구온난화, 태풍, 홍

수, 가뭄, 수질오염, 산사태, 지진, 화산 등 각 재해

의 발생원인의 이해 및 국내외 피해사례 그리고 이

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교육함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자연재해 피해방지에 앞장설 수 있

는 능력을 교육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cause and effect, life and 

property damage and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 including El Nino, global warming, 

typhoon, flood, drought, water pollution, landslide, 

earthquake and volcano.

재테크와부동산 Financial investment and Real Estate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의 육성을 목적으

로 자기관리로서의 재테크의 방법과 수단, 재테크

의 수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 및 투자 방법,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거래에 있어서 위험요

인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To foster citizens who lead a sound social life, 

the institution trains them to have knowledge of 

the methods and means of financial resources as 

self-management, understanding and investment 

methods of real estate, and other risks related to 

real estate.

전쟁의역사 History of War

전쟁이 역사를 바꾸는 주원인이 되어왔던 사실을 

볼 때 전쟁을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

로운 과목이다. 전쟁이 왜 발생했는가, 어떻게 싸웠

는가를 분석하여 전쟁의 일반원칙과 전장 실상을 

이해하고 전투사례를 통해 부전승 전쟁관을 확립하

는데 목표를 둔다. 전쟁사는 교전의 역사라기보다 

전쟁과 교전, 제반 군사문제와 정치, 경제, 문화 등 

이론적 제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역사학의 

한 분야로써 장차전을 전망하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Studying war is a very important and interesting 

subject in view of the fact that it has been the 

main cause of history. The goal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war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battlefield by analyzing why and 

how the war broke out, and to establish the 

view of non-combatant victory through combat 

cases. The history of war can be given the 

ability to predict future wars as a field of 

history, targeting war and engagement, military 

affairs and interaction with theoretical factor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rather 

than the history of the skirmish.

전주의재발견 The Rediscovery of Jeonju

‘전주의 재발견’은 전주의 역사, 문화 정신을 이

해하되 최근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여 대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We will teach history, culture, sprit of jeonju 

through ‘The Rediscovery of Jeonju’for 

establishing identity as a citizen of Jeonju.

중급한문 Classical Chinese for the midd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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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문을 배우지 않으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 본 과정에서는 한문 문장의 구조와 독해 

방법을 학습하고 아울러 선인들의 도덕적인 생활교

훈도 배운다. 한문은 하나의 외국어임과 동시에 우

리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기본 한문을 습득케 

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할 

때 많이 쓰여진 한자어를 쉽게 이해하여 학습에 도

움이 되도록 한다.

It is uncomfortable that we Koreans live without 

learning Chinese. In this class, students learn the 

structure of Chinese in grammar, the method of 

translating, and the moral instruction of ancient 

people. Chinese is a foreign language as well as 

a part of our language.

지역기업의이해 Understanding of local enterprises

-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전략과 전략산업의 이해

- 주요 지역기업의 소개와 성공사례 분석

- 지역기업 CEO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성공사례

-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 취업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경력관

리 교육

-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Understanding of Strategic Industries in 

Jeollabuk-do

-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Success Cases of 

Major Local Enterprises

- Successful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of 

local business CEOs

- Talent awards required by local companies

- Effective time management and career 

management training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force

진로설정과취업전략 Defining path and career strategy

본 교과목은 취업전형에 필요한 채용정보를 알아보

고, 취업면접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미

지메이킹, 면접스킬 등을 익히도록 한다. 또한 장차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근무예절 등을 알아본다.

This course tries to find job-related information 

and to learn communication skills for job 

interviews and image-making. It also offers 

appropriate etiquette for future employees.

진로탐색과경력관리 Career Exploration & Career Management 

저학년들을 위한 취업 교과목으로, 본인의 역량과 

적성을 찾아보고 취업에 필요한 기초 이론 및 실전 

연습(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을 학습함.

The subject is for the freshman and sophomore 

students to find out student’s aptitudes and 

capabilities for getting a job through studying 

basic theories and exercising actual practices 

(self-introduction, interview skills, etc).

창업과리더십 Start-Up and Leadership

본 교과목은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새로 가져야 

할 가치관과 앞으로 필요한 리더십 마인드를 습득

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업가 정

신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groom a student to be a 

leader and entrepreneur, armed with leadership 

mindset and values to embra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urturing a culture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창업과지식재산 Intellecture Property based Start-up

본 강좌에서는 대학생들이 창업할 때 필요한 지식

재산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This course enables university students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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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and prepare for start-up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plans based 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needed to start a business.

창업시뮬레이션 Simulation of the Start-up Process

본 교과목은 모의경영시뮬레이션 등 Action 

Learnig 과정을 통해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득

하고, 창업컨실팅 과정을 실습하여 창업실무 역량

을 배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learners understand the 

overall start-up processes, through action-based 

learning tools such as management simulation, 

and enhance practical skills by practicing 

start-up consulting programs.

창의적사고와특허 Creative Thinking and Patents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기법

과 디자인씽킹기법을 학습시켜 창업아이템을 개발

하고 이를 특허로 출원하게 하는 과정을 배운다.

Students art taught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design thinking techniques for entrepreneurs who 

are interested in entrepreneurship, and learn how 

to develop entrepreneurial items and apply for 

them as patents.

축구기본원리 Football Basic Technology

축구의 기본 기술에 필요한 드리블 기술과 테크닉

의 구성, 패싱과 서포트 플레이, 슈팅, 헤딩, 컨트롤

링 등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 학습한다.

Research and learn about dribbling skills and 

technical composition, passing and support play, 

shooting, heading, and control required for the 

basic.

취업실무영어 Job English

취업실무영어는 기본적으로 3, 4학년을 위하여 취

업뿐 아니라 취업 이후에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영어구사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됩니다. 학생

들의 수준과 기대에 맞추어 듣기를 훈련하고 문법

을 익힙니다. 그룹별 토의와 문제해결을 통하여 목

적 달성을 시도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help junior and senior 

students to develop English proficiency to get a job. 

Students are grouped into sections to practice listening 

comprehension and build grammar adaptability. Group 

discussion is encouraged to solve standardized test 

questions and prepare for a job interview.

취업영어인터뷰 English Interview Skills

이 실제적인 과목은 학생들에게 영어 면접을 잘 하

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를 제

공합니다. 모의 면접을 포함하여 능력 개발 활동 

및 역할놀이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회화에 대한 

자신감과 적절한 몸짓을 터득하고, 영어면접을 잘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This practical course offers students opportunities 

to apply skills necessary to do well in English 

interviews. Utilizing skill development activities 

and role play, along with practice interviews, 

students will improve their speaking confidence 

and proper body language, to enhance their 

ability for doing well in English interviews.

탁구 Table Tennis

탁구 교과목을 통해 기초 기술과 서브 동작 등을 

익힌다. 운동역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동작과 기술 

익히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운동 습득 방법의 노

This class designed to learn basic table tennis 

skills including grips, read position, rally, and 

serve. Students develop tennis skills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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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inciples of sports biomechanics and enhance 

know-how about acquiring sports skills.

태권도 Taekwondo

태권도의 이론적인 측면 즉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기술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품새를 배운

다.

It specifically deals with the theoretical aspects 

of taekwondo, namely physical, mental and 

technical aspects, and learns the the poomsae of 

taekwondo.

테니스 Tennis

테니스 교과목을 통해 기초 기술과 그라운드 스트

로크, 서브 동작 등을 익힌다. 운동역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동작과 기술을 익히며, 이를 통해 효율적

인 운동 습득 방법의 노하우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lass is designed to learn basic tennis skills 

including grips, ready position, ground stroke, and 

serve. Students develop tennis skill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ports biomechanics and enhance 

know-how about acquiring sports skills.

한자와한문 Chinese characters and classics

한자와 한자어는 우리말의 기본요소이다. 우리는 

우리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어

로서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익히고 또 중국을 이해

하기 위해서 한문을 배워야 한다.본 과정은 한문의 

기초학습자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기본 

한자와 한문을 습득할 수 있다.

Chinese letters and words are the basic elements 

of Korean language. So we have to learn them 

not only foe our language but also to understand 

Chinese language and china, This class is 

prepared for the rudiment of Chinese. Students 

can learn basic Chines characters, words, and 

language in this course.

현대금융의이해 Financial Management in Practice

금융의 기초 개념과 생활금융 및 뉴스금융 등에 대

해 쉽게 강의

Financial Management in Practice, Finance in 

Life, Financial news.

협상의노하우 Know-how of Negotiations

비지니스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협상의 원칙과 방

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협상사례를 

분석하고 협상전략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실용적 지

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ories and realities of  negotiations 

among individuals, groups, and states, as well as 

those of business negotiations. In addition, it 

enables students to learn how to negotiate 

effectively by analyzing actual cases and learning 

strategies and skills of negotiations.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연계전공>

¦ 독서‧논술교육 

¦ 벤처창업

¦ 보육학 

¦ 식품영양학 

¦ 중국비즈니스 

<융합전공>

¦ 경영법학 

¦ 국토정보학

¦ 농생명-ICT 

¦ 대물차량손해사정

¦ 드론융합

¦ 라이프스타일기획 

¦ 보컬퍼포먼스

¦ 사회적경제

¦ 스마트시티

¦ 스마트팜

¦ 스토리미디어

¦ 인공지능

¦ 일본IT융합

¦ 탄소융합

¦ Food R&BD 

¦ 하림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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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학부 (Dept. of Convergence Studies)

1. 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교육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 단과대학 학과 체제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사회와 산업, 학생의 

수요에 맞춘 유연화된 학사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융합학부는 사회수요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학문 간 융합’, ‘국가‧지자체와 대학 

간 연계’, ‘기업과 대학 간 산학융합형 협력’ 등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이며 실효적

인 교육을 통해 사회 및 산업수요 맞춤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수기준

및

이수학위

◾연계전공
 - 이수기준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졸업자격 ※ 전공별 졸업자격이 상이하므로 각 연계전공 이수기준 및 교육과정 참고

 - 이수학위

 

No. 연계전공명 학위명 No. 연계전공명 학위명
1 독서‧논술교육 문학사 4 식품영양학 이학사
2 벤처창업 창업학사 5 중국비즈니스 경영학사
3 보육학 보육학사

◾융합전공
 - 이수기준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졸업자격 ※ 전공별 졸업자격이 상이하므로 각 융합전공 이수기준 및 교육과정 참고 

 - 이수학위

 

No. 연계전공명 학위명 No. 연계전공명 학위명
1 경영법학 경영법학학사 9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학사
2 국토정보학 국토정보학학사 10 스마트팜 스마트팜학사
3 농생명-ICT 농생명-ICT학사 11 스토리미디어 스토리미디어학사
4 대물차량손해사정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 12 인공지능 인공지능융합학사
5 드론융합 드론융합학사 13 탄소융합 탄소융합학사
6 라이프스타일기획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 14 하림산학 산학융합학사
7 보컬퍼포먼스 보컬퍼포먼스학사 15 Food R&BD Food R&BD학사
8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학사 16 Korean Studies 한국학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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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연
계
전
공

독서‧논술교육
독서‧논술기법과 독서‧논술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벤처창업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이론과 실무능력, 현장적응 능력을 지닌 
기술창업전문가 및 창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보육학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도모하며, 올바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보육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식품영양학
급식관련 산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중국비즈니스
중국과의 교류협력시대를 이끌어갈 중국어 및 경영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적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융
합
전
공

경영법학
경영회계능력과 법률해석능력을 바탕으로 경영법무지원과 기업소송
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업법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국토정보학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관련법률 및 정책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농생명-ICT
농생명 식품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지역 내에 확산할 수 있는 
농생명 ICT 분양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대물차량손해사정
대물차량손해사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손해사정 및 자
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등의 전문 지식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운영

드론융합
드론 관련 기본 이론부터 조정운영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드
론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창의적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라이프스타일기획
문화, 산업, 기술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구축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보컬퍼포먼스
무대에서 창작되는 공연예술 중 뮤지컬과 오페라를 중심으로 창조적
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 거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
회적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의 계획, 설계, 구축,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혁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팜
미래 혁신성장 선도산업인 스마트팜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스토리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영상 전문인 양성을 
위해 관련 산업에서 요구하는 이론 및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인공지능
인공지능 지식배양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
능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일본IT융합
해외 취업 수요 증가에 발맞춰 일본어‧일본문화 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IT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탄소융합
탄소관련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창의적 리더 육성을 위한 탄소관련 
이론 및 소재기술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Food R&BD
식품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본지식과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Korean Studies
한국과 다른 나라의 소통을 담당하고 사회 전반의 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하림산학
하림그룹 직무분야 적성에 적합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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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전공

 가. 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

을 설계하는 자기설계연계전공을 포함함

 나. 연계전공의 이수

  1) 신청자격: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세부 신청자격은 전공별 상이함

  2) 신청기간: 매 학기 1~2주, 12~13주차(보강주간 제외)

  3) 신청절차: 『inSTAR』→ 『학사관리』클릭 → 『연계/융합전공 신청』클릭 → 연계전공 확인 및 신청(희

망전공 및 복수전공 선택) → 신청기간이 끝난 후 융합학부 승인을 통해 이수 가능

  4) 이수방법: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연계전공 이수 시 각 연계전공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중 전

공필수와 별도의 졸업기준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이수구분(필수/

선택)은 연계전공 복수전공을 위한 이수구분이므로 각 참여학과의 교과목 이수구분(전

필/전선)과 다를 수 있음

  5) 이수기준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졸업자격

※ 전공별 졸업자격이 상이하므로 각 연계전공 이수기준 및 교육과정 참고
※ 보육학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법규가 2회 개정(2014년 3월 1일, 2016년 

8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14∼2016학년도 입학생은 6개 영역별로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2017

학년도 입학생은 3개 영역별로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주전공 학점 중에서 

2013학번 이전의 경우 최대 15학점까지, 2014학번 이후부터 최대 21학점까지 연계전공 학점으로 중

복인정 가능하며, 동일 교과목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 식품영양학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양사에 관한 규칙 중 영양사 자격시험 관련법규가 개정

(2010년 5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5개 영역별로 총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주전

공 학점 중에서 최대 24학점까지 연계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 가능하며, 동일 교과목은 중복인정하

지 않음.

특이사항
※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인정할 수 있음. 다만, 다전공 간에는 중복인정하지 않음.

  6) 학점인정: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연계전공 포기‧탈락 시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을 제

외한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되고, 주전공의 심화학점을 이수해야 함.

  7) 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 및 연계전공(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제1전공) 및 연계전

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

  8) 문의처: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본관 228호) ☏ 063-220-2821, 2824

 다. 연계전공명 및 주관학과

No. 연계전공명 주관학과 연락처 No. 연계전공명 주관학과 연락처

1 독서・논술교육 한국어문학과 220-2210 4 식품영양학 한식조리학과 220-2768

2 벤처창업 경영학과 220-3052 5 중국비즈니스 중국어중국학과 220-2211

3 보육학 가정교육과 22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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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논술교육(Dept. of Reading Essay Instruction Linked Specialty)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디지털 시대 독서․논술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창의 인재

전공능력 독서 및 독서 교육 능력 · 논술 및 논술 교육 능력 · 자료 독해 능력

교육목표
독서법 및 논술에 대한 개념 이해 및 교육 방법을 익힘으로써 응용학문의 길을 마련하고, 독
서․논술 교육 분야의 핵심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독서기법과 독서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논술기법과 논술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문학․어학․역사학 분야의 기초 자료를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를 교육에 연계시킬 수 
있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문학사(Bachelor of Arts)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독서지도 독서지도사 자격증, 독서토론지도사 자격증

논술지도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독서 및 
독서 교육 

정의 독서 기법, 독서 교육 기법을 익혀 독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독서 능력을 키운다.
◾자신이 소화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춘다. 

논술 및 
논술 교육

정의 논술 기법, 논술 교육 기법을 익혀 독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논술 능력을 키운다.
◾자신이 소화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춘다. 

자료 독해

정의 독서와 논술의 기반이 되는 문학․어학․역사학 분야의 기초 자료를 독해하는 능력

준거
◾원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키운다.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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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독서 및 

독서 교육 능력
논술 및 

논술 교육 능력
자료 독해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독서 및 
독서 교육 능력

논술 및 
논술 교육 능력

자료 독해 능력

독서지도

(독서지도사, 독서코치, 독서치료사)
● ● ◐

논술지도

(논술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관련 산업 동향 및

직무 관련 능력
기획 능력과 교육 능력

성실성에 바탕을 둔 학습과 
창의성 있는 기획 마인드

실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능력

독서치료, 독서지도,

논술지도 실무

교육자의 수준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

심화
독서교육, 논술교육을 위한 

전문 지식
체계적인 자료 정리 능력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태도

기초
문학, 어학, 문화, 역사 

분야의 기초 지식 
자료 수집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독서 및 
독서 교육

논술 및 
논술 교육

자료 독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독서치료 ● ◐ ◐ 4 4 2

작문교육론 ◐ ● ◐ 3 4 3

국어표기법 ● ● ◐ 5 3 2

국어논리및논술 ◐ ● ◐ 3 5 2

문예창작심화 ◐ ◐ ◐ 5 3 2



1095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 연계전공(독서‧논술교육)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독서 및 
독서 교육

논술 및 
논술 교육

자료 독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현장실습 ● ● ◐ 3 4 3

자료수집방법론 ◐ ◐ ● 4 4 2

심화

독서교육론 ● ◐ ◐ 5 3 2

역사와아카이브 ◐ ◐ ● 5 2 3

지역사료강독 ◐ ◐ ● 6 2 2

한국사상․문화사 ◐ ◐ ● 6 3 1

스토리미디어의이해 ● ◐ ◐ 4 4 2

작가와사회 ◐ ◐ ◐ 4 4 2

현대시의이해 ◐ ◐ ◐ 4 4 2

기초

호남고문헌탐구 ◐ ◐ ● 6 2 2

비교문화탐구 ◐ ◐ ◐ 6 2 2

현대문학선독 ◐ ◐ ● 3 4 3

한국문학의이해 ◐ ◐ ◐ 3 3 4

진로분야 직무수준 독서 및 독서 교육 논술 및 논술 교육 자료 독해

독서지도

(R)

전문
문예창작심화
독서치료[필]

실무 현장실습[필] 자료수집방법론[필]

심화

스토리미디어의이해
작가와사회
현대시의이해
독서교육론

역사와아카이브
한국사상․문화사
지역사료강독

기초
현대문학선독
한국문학의이해

비교문화탐구
호남고문헌탐구

논술지도

(E)

전문

작문교육론
문예창작심화
국어표기법
국어논리및논술
독서치료[필]

실무 현장실습[필] 자료수집방법론[필]

심화
스토리미디어의이해
현대시의이해
독서교육론

역사와아카이브
한국사상․문화사
지역사료강독

기초
현대문학선독
한국문학의이해

비교문화탐구
호남고문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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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논술 교육의 
전문성 심화

전문
독서치료(RE) 작문교육론(E)

문예창작심화(RE)
국어표기법(E)
국어논리및논술(E)

논술 교육 
현장 능력 

배양
실무

자료수집방법론(RE)
현장실습(RE)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기능, 특성을 

이해

심화
스토리미디어의이해
(RE)
독서교육론(RE)

현대시의이해(RE)
역사와아카이브(RE)
한국사상․문화사(RE)
지역사료강독(RE)

작가와사회(R)

독서․논술교육 
기초 능력

기초
한국문학의이해(RE) 비교문화탐구(RE)

호남고문헌탐구(RE)
현대문학선독(RE)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R)독서지도 (E)논술교사

비 
교 
과

방송작가 특강, 작가 특강(순수문예창작 분야)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9학점 27학점

신청자격 참여학과(한국어문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국어교육과) 학생만 이수 가능

※ 연계교과목: 독서치료, 자료수집방법론,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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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3918 한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3 3 기초 3 3 4 한국어문학과

2

1

필수 12631 독서치료 Bibliotherapy 3 3 전문 4 4 2
독서․논술교육
연계교과목

선택 15443 스토리미디어의이해
Understanding of Story
Media

3 3 심화 4 4 2 한국어문학과

선택 14453 호남고문헌탐구
Research of ancient Hona
m documents

3 3 기초 6 2 2 역사문화콘텐츠학과

2

필수 12485 자료수집방법론
Methodology of Data colle
ction

3 3 실무 4 4 2
독서․논술교육
연계교과목

선택 15441 비교문화탐구
Comparative cultural expl
oration

3 3 기초 6 2 2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0109 독서교육론 Education of Reading 3 3 심화 5 3 2 국어교육과

3

1
선택 10372 현대시의이해

Comprehension of Current 
Poetry

3 3 심화 4 4 2 한국어문학과

선택 14677 역사와아카이브 History and Archive 3 3 심화 5 2 3 역사문화콘텐츠학과

2

선택 14456 지역사료강독 Reading in local documents 3 3 심화 6 2 2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0361 작문교육론 Education of Writing 3 3 전문 3 4 3 국어교육과

선택 12296 한국사상․문화사
Korean thinking․Culture
history

3 3 심화 6 3 1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1318 현대문학선독
Reading Modern Korean
Literature

3 3 기초 3 4 3 국어교육과

4

1

선택 15880 작가와사회 Literature and Society 3 3 심화 4 4 2 한국어문학과
선택 08080 국어표기법 Korean Orthography 3 3 전문 5 3 2 국어교육과

선택 13486 국어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in Korean

3 3 전문 3 5 2 국어교육과

2
필수 13753 현장실습 Fieldwork 3 3 실무 3 4 3

독서․논술교육
연계교과목

선택 15853 문예창작심화
Advance of Literary Writi
ng

3 3 전문 5 3 2 한국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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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독서․
논술교육

연계
교과목

전문
(442)

독서치료 Bibliotherapy

이 과목은 독서가 가진 치료적 기능을 극
대화하여 자아통찰과 건강하고 성숙한 삶
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학작품을 
매개로 정신적 갈등이나 정서적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치료 이론과 방법을 탐구한
다. 따라서 이 과목은 학교, 도서관, 복지
시설, 병원, 기업체, 군부대, 종교기관, 교
도소 등 여러 장소에서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당면한 문제
이해와 해결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This course looks into therapeutics and m
ethods to resolve mental afflicts and emot
ional problems through diverse literature b
y magnifying the therapeutic functions of 
reading to manage self-reflection as well 
as healthy and mature life. Thus, this cou
rse can help the understanding and settle
ment of confronted problems of different 
ages from infants to the elderly in various 
places such as schools, libraries, welfare f
acilities, hospitals, corporations, military, re
ligious institute, and prisons.

실무 
(442)

자료수집방법론 Methodology of Data collection

지문과 함께 제시되는 각종 도표와 그래프
를 이해하고 연계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통계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
력 즉 Quantitative Literacy 능력을 길러 
글쓰기 능력이 배가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we introduce statistical issu
es(table, graph etc). We enhance student's 
quantitative literacy abillity. The goal of t
his course is increasing student's writing s
kill. 

실무
(343)

현장실습 Fieldwork

독서논술 전문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실습해봄으로써 독서논술 전문교사
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Participate in internship program of readin
g essay company. Students will develop pr
actical skills as a reading and writing spec
ialist by practicing.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한국어
문학과

기초
(334)

한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작품을 통한 한국문화의 이해를 
도모한다. 대표적인 한국문학 작품을 해석
하고 감상함으로써 문학작품에 반영된 한
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한다.

This subject attempts at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in terms of Korean literary 
works. Students understand Koreans’ emo
tion and culture reflected in literary works 
by interpreting and appreciating represent
ative Korean literary works.

심화
(442)

현대시의이해 Comprehension of Modern Poetry

한국 현대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
으로 한다. 주요 작품과 작가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들 작품을 현대사회와 문학사적
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아울러 시 창작에 
대한 이론 강의와 습작을 통하여 시인으로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general und
erstanding of modern Korean poetry. Stud
ents explore main works and writers, and 
understand such works from the perspecti
ves of modern society and liter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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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한다. In addition, they explore opportunities to e
nter the literary world as poets via theore
tical lectures and practices in poetry creat
ion.

심화
(422)

스토리미디어의이해 Understanding of Story Media

하이퍼텍스트, 인터넷소설, 컴퓨터게임서
사, 멀티픽션 등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새로운 예술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미학적 가치를 조망한다.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aesthetic v
alue of new art texts made possible by di
gital technologies such as hypertexts, inter
net novels, computer game narratives, and 
multi-fiction are examined.

심화
(442)

작가와사회 Writers in Society 

한국의 주요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현실과 그 사회적 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탐구하고 각 작품이 지니고 있는 
문학사적 의미를 조명한다. 또한 작가의 
삶과 당대 현실 및 작품이 맺고 있는 관계
를 분석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social reality refl
ected in major Korean works and the artis
t's view of the world. It also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st's life, conte
mporary reality and the work. 

전문
(532)

문예창작심화 Advance of Literary Writing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을 통해 논술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을 강화한다.

This subject strengthens students’ educat
ional ability to instruct essay writing in te
rms of practices in logical writing.

역사문화
콘텐츠
학과

기초
(622)

호남고문헌탐구 Research of ancient Honam documents

호남지역과 관련된 고대 문헌자료를 통해 
역사 속 호남지역을 조명하고 지역 인식 
변화 과정을 탐구 해 가는 수업이다. 

It is a lesson that illuminates the area of 
Homan region and explores changing proc
ess of perception through the ancient liter
ature documents.

심화
(631)

한국사상․문화사 Korean thinking·Culture history

한국의 고대, 불교, 유학, 실학, 동학, 민중 
사상과 문화사의 흐름을 고찰한다. 한국사
상․문화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
다

We examine Korean ancient Buddhism, Co
nfucianism, Korean positivism, Donghak, R
epublic thougth and culture history. We e
nlarge understanding Korean thoughts·cul
ture history.

심화
(622)

지역사료강독 Reading in local documents

중앙에 가려져 있던 지역의 자료를 발굴하
여 강독과 활용능력을 배양, 향토사를 중
점으로 중앙사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To discover regional material that are hid
den from the majorities and learn about  
nurturing translation and practical use by 
seeing the view point of the center gover
nment.

기초
(622)

비교문화탐구 Comparative cultural exploration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적 차이가 
발생되어진 원인과 사례를 조사한다. 각 
문화의 고유한 특질을 살펴보고,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과 공유 가치를 분석한
다.

We investigate causes and examples broug
ht about cultural difference by comparing 
different cultures. We research each cultur
e’s unique traits, analyzing universal cult
ural phenomenon of mankind and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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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values.

심화
(523)

역사와아카이브 History and Archive

역사적으로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 
및 운영하였는지를 학습한다. 기록학에 대
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We have a lesson how to produce and ma
nage historical recordings. We learn about 
basic knowledge in archival science and u
nderstand the records management history 
of Korea.

국어
교육과

전문
(343)

작문교육론 Education of Writing

이 교과는 중등학교에서 작문 수업을 진행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 연구, 토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
들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작문 능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며, 현장에
서 특히 긴요한 실천적 요령과 세부적 원
칙을 연구, 실습하도록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make res
earches in teaching and programing metho
d of writing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ll understand usefulness 
of writing and study basic principles and 
practical techniques of writing education.

전문
(532)

국어표기법 Korean Orthography

국어학 및 국어사 전반에 대한 지식을 활
용하여 국어표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표준어 사용을 권장 지도함으로 바르
게 말하고 정확하게 표기하며 어문규범에 
맞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lass is to acquire K
orean orthography. Students must know all 
of rule and system of Korean orthography 
and they will discuss its reasonability.

심화
(532)

독서교육론 Education of Reading

고등 수준의 언어 사용자는 담화, 텍스트
의 구조와 원리 등에 대한 언어적 지식, 
일반 의미론적 지식, 상황 맥락적 지식 등
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교과는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적 지식들과 국
어의 언어적 특성,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
고, 독서의 심리적. 사회적 기제들을 탐구 
학습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등 교육에
서 수행되는 독서 교육의 방법론을 습득하
는 데 목적으로 둔다.

Reading is very important skill in future s
ociety. In this class, students learn why an
d what and how to teach reading in middl
e and high school.

기초
(343)

현대문학선독 Reading Modern Korean literature

시, 소설, 희곡 등의 주요 갈래에서 중요한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정독한 후 발표, 토
론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능
력을 향상시켜 문학 교사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lass aims to train students to be qu
alified literature teachers by improving th
eir abilities to appreciate and analyze liter
ary works through the close reading, pres
entation and discussion of the major work
s of Korean literature among such importa
nt genres as poetry, novel and drama.

전문
(352)

국어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in Korean

이 교과는 교직논술의 심화 강좌로, 국어
교육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
근하여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한 편의 논
문으로 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The class is an in depth course on Critical 
writing for Pre-teacher. The objective of t
his class is writing an in-depth essay abou
t various issues related to Korean edu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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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통해 글쓰기 능력의 신장 이외에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 및 
참여 중심의 최신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 
방법이 포함되는 내용을 개발하여 운영하
는 데 중점을 둔다.

n. Through this class, students will promot
e understanding about Korean education as 
Korean education majors, as well as writin
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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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Dep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s in Entrepreneurship)

[1] 전공소개

[2] 전공능력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소프트스킬을 함양한 통섭형 창의 인재

전공능력 기업가정신 ․ 창의융합적사고 ․ 창업 문제해결능력 ․ 네트워크 역량

교육목표

다학제적 융합교육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 창
업마인드를 심어주고 시장트렌드 파악, 사업아디이어 기획, 사업타당성 분석 등 체계적으로 
창업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능한 청년창
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4차산업혁명 기술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아이템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갖춘 기술창업전문가 양성과 메인스트림 시장과 연계하여 사업기회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현장적응 능력을 지닌 창업가, 창업교육가, 창업팀의 파트너 등 창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아이템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팀 단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전 창업과정을 통한 자기 주도적 리더십 함양

◾융복합 사고함양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업에 필요한 소통과 협업능력 배양

수여학위 창업학사(Bachelor of Arts in Entrepreneurship)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창업가(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자격 취득

창업컨설턴트‧
창업교육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평가사, 투자평가사 등

창업매니저‧
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지도사 등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기업가정신 

정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갖춘다.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기회를 발견하여 혁신적인 도전정신을 배양한다.

창의융합적사고

정의
융‧복합적 사고를 통해 변화된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기술을 
설계 구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준거

◾산업 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창의‧융합적 사고를 통
하여 개발한다.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다른 분야와 협
업을 진행한다.

창업
문제해결능력

정의
다양한 문제상황 해결을 위해 사업 전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
운 콘텐츠나 기술을 발굴하고 직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실무능력을 배우고 
습득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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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기업가정신 창의융합적사고 창업 문제해결 네트워크 역량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기업가정신 창의융합적사고 창업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창업가 ● ◐ ● ●

창업컨설턴트‧창업교육가 ● ◐ ◐ ○

창업매니저‧엑셀러레이터 ●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창업사례 연구,

혁신경영관리

제품유통 및 마케팅,

창업전략 수립

조직의 운영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실무
비즈니스 모델링,

 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제품기획 및 가치전달

경영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프로젝트 수행

심화
시장환경 분석,

창업아이디어 도출

사업아이디어 기획,

시제품제작
창업팀 빌딩, 피칭

기초
창업 기초지식,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트렌드 파악,

전공과 창업의 융복합

기업가정신,

창조적 사고 역량

준거

◾산업 전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으로 콘텐츠나 기
술을 발굴하고 습득할 수 있다.

◾직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
없이 배우고 습득한다.

네트워크 역량

정의
창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관리하고 창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대내외 협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구성원 간 적극적인 수용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문서를 이해, 작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원들과 다양
한 의견을 수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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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기업가
정신

창의융합적
사고

창업문제
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 ◐ ● 5 3 2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 ● ● ◐ 4 4 2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 ◐ ● ● 3 5 2

한국경제론 ◐ ◐ ● 5 3 2 

경영전략 ● ◐ ● ○ 4 4 2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 ◐ ◐ ○ 2 4 4 

캡스톤디자인(기계시스템)* ○ ● ● ○ 3 4 3 

캡스톤디자인(기계자동차)* ◐ ◐ ● ○ 2 5 3 

기술경영과특허 ○ ● ● ◐ 3 4 3 

산업안전공학 ○ ● ● ○ 3 4 3 

기초나노과학 ○ ● ● ◐ 6 3 1 

모바일응용 ◐ ◐ ◐ 2 5 3 

교통공학 ● ◐ 3 4 3 

폐수처리공학 ○ ● 2 6 2 

전산지반설계 ● ◐ ● 2 6 2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톤다자인) ● ● ● ◐ 4 4 2 

게임UX디자인 ◐ ● ● ◐ 3 5 2 

게임마케팅 ● ● ◐ ◐ 4 4 2 

녹색관광창업 ◐ ◐ ● ○ 4 4 2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 ● ◐ ◐ 4 4 2 

한식창업및경영 ● ● ◐ 5 3 2 

실무

4차산업혁명과창업비즈니스모델 ○ ● ● ◐ 3 5 2

농생명벤처창업 ○ ● ● ○ 3 5 2

소자본창업실무 ○ ● ◐ ◐ 4 4 2

창업시뮬레이션 ○ ◐ ● ● 3 5 2

금융투자의이해 ○ ◐ ● 4 4 2 

인터넷과창업 ◐ ◐ ● ○ 4 3 3 

식품가공 ○ ○ ● ◐ 4 4 2 

발효미생물학및실험 ○ ◐ ● ◐ 4 4 2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 ◐ ● ◐ ◐ 3 5 2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디
자인)

○ ○ ● ◐ 2 4 4 

건축CAD ● ○ ◐ ◐ 3 4 3 

창의적공학설계 ○ ● ● ○ 3 4 3 

기계CAD(2) ○ ◐ ● ○ 3 4 3 

열시스템설계 ○ ◐ ● ○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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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기업가
정신

창의융합적
사고

창업문제
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지식
(K)

기술
(S)

태도
(A)

로봇시스템 ○ ● ● ○ 3 4 3 

CAD ○ ◐ ● ○ 3 4 3 

디지털설계응용 ○ ◐ ◐ ○ 3 4 3 

생산운영관리(산업공학)* ○ ◐ ● ○ 3 4 3 

소재과학과창업 ○ ● ● ◐ 4 4 2 

소재공학특론 ○ ● ● ◐ 4 3 3 

소프트웨어공학 ● ○ ○ 4 3 3 

임베디드시스템 ◐ ○ ○ 6 3 1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 ◐ ○ ● 4 4 2 

강구조공학 ◐ ● 3 6 1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 ● 4 3 3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 ● ● ◐ 3 5 2 

컴퓨터네트워크(정보통신)* ○ ● ● ◐ 3 5 2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 ○ ● ● ◐ 3 5 2 

모바일프로그래밍 ○ ● ● ◐ 3 4 3 

스마트폰앱개발 ◐ ● ◐ 3 4 3 

스마트콘텐츠창업 ● ◐ ◐ ● 3 4 3 

빅데이터분석 ◐ ● 3 5 2 

여행사경영실무론 ● ○ ◐ ◐ 3 4 3 

주방관리실무론 ● ◐ 7 1 2 

단체급식 ● ◐ 6 2 2

심화

창업과기술트렌드 ○ ● ◐ 5 4 1

스마트한창업 ◐ ● ◐ 4 3 3

글로벌경영 ○ ◐ ● 4 4 2 

벤처창업경영론 ● ● ◐ ◐ 4 4 2 

기술경영 ○ ● ● 4 4 2 

마케팅조사와실습 ○ ◐ ● 3 5 2 

중급재무회계1 ◐ ○ ◐ ○ 6 2 2

중급재무회계2 ◐ ○ ◐ ○ 6 2 2

건축환경공학 ○ ◐ ● ○ 5 3 2 

구조역학 ○ ◐ ● ○ 5 3 2 

전기자동차 ○ ◐ ● ○ 5 3 2 

생산계획및통제 ○ ○ ● ◐ 5 3 2 

소재공학개론 ○ ● ● ◐ 5 3 2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 ● ● ◐ 5 4 1 

운영체제 ○ ◐ ◐ ◐ 3 6 1 

이동통신 ○ ● ● ◐ 5 3 2 

아이디어발상 ◐ ● ● ◐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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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
분야

직무
수준 기업가정신 창의융합적사고 창업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창업가

(E)
전문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게임창업프로젝트
전기자동차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캡스톤디자인(2)(기계자동차)*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
한국경제론기계CAD(2)
열시스템설계
로봇시스템
경영전략
캡스톤디자인(기계시스템)*
기초나노과학
교통공학
폐수처리공학
한식창업및경영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산업안전공학
전산지반설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기업가
정신

창의융합적
사고

창업문제
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지식
(K)

기술
(S)

태도
(A)

창의적소재개발 ◐ ● ● ◐ 5 3 2 

웹프로그래밍(스마트)* ● ● ◐ 4 4 2 

관광콘텐츠기획론 ○ ● ◐ ◐ 4 3 3 

서비스관리론 ◐ ◐ ● ○ 4 3 3 

식품과영양학 ○ ◐ ● ◐ 4 3 3 

패션마케팅 ○ ● ◐ 4 4 2 

패션정보분석 ○ ● ◐ 3 4 3

외식산업의이해 ● ○ ● 6 2 2 

기초

창업아이디어 ◐ ● ◐ ◐ 3 4 3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 ○ 2 2 6

미래산업과청년창업 ◐ ● ◐ 5 3 2

창업과리더십 ● ○ ○ 3 2 5

경제원론(1) ○ ◐ ● 6 2 2 

경제원론(2) ○ ◐ ● 6 2 2 

원가회계 ◐ ○ ◐ ○ 6 2 2 

세법총론 ◐ ○ ◐ ○ 3 5 2 

건축일반구조 ○ ◐ ● ○ 5 2 3 

건축재료학 ○ ◐ ● ○ 6 2 2 

공학설계입문 ○ ● ● ○ 3 4 3 

자바프로그래밍 ● ● 4 4 2 

디자인과색채 ◐ ● ○ 2 4 4 

스마트의류설계 ◐ ● ○ 4 4 2 

섬유재료학 ◐ ● ◐ 4 4 2 

글로벌식생활문화 ● ◐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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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분야

직무
수준 기업가정신 창의융합적사고 창업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모바일응용

실무

건축CAD
스마트콘텐츠창업

소자본창업실무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
창의적공학설계
소재과학과창업
스마트폰앱개발

4차산업혁명과창업비즈니
스모델[필]
농생명벤처창업
식품가공
발효미생물학및실험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
기계CAD(2)
열시스템설계
로봇시스템
소재공학특론
빅데이터분석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모바일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
컴퓨터네트워크(정보통신)*
주방관리실무론
단체급식

창업시뮬레이션
강구조공학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심화

벤처창업경영론
중급재무회계1
세법총론

창업과기술트렌드
기술경영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이동통신
아이디어발상
창의적소재개발

스마트한창업[필]
중급재무회계2
원가회계
구조역학
건축환경공학
생산계획및통제
소재공학개론
웹프로그래밍(스마트)*
녹색관광창업
식품과영양학
패션마케팅
패션정보분석
외식산업의이해

글로벌경영
운영체제

기초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창업과리더십
공학설계입문

창업아이디어
미래산업과청년창업
글로벌식생활문화

건축재료학
건축일반구조
자바프로그래밍
디자인과색채
스마트의류설계
섬유재료학

창업

컨설

턴트‧
창업 

교육가

(C)

전문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게임창업프로젝트
전기자동차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
경영전략
캡스톤디자인(기계시스템)*
캡스톤디자인(2)(기계자동차)*
기초나노과학
게임마케팅
교통공학
폐수처리공학
한식창업및경영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전산지반설계

실무

건축CAD
스마트콘텐츠창업

소자본창업실무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
창의적공학설계
생산운영관리(산업공학)*
디지털설계응용

4차산업혁명과창업비즈니
스모델[필]
농생명벤처창업
발효미생물학및실험
기계CAD(2)

창업시뮬레이션
기술경영과특허
강구조공학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컴퓨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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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분야

직무
수준 기업가정신 창의융합적사고 창업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소재과학과창업
스마트폰앱개발
소프트웨어공학

열시스템설계
로봇시스템
소재공학특론
CAD
빅데이터분석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모바일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
컴퓨터네트워크(정보통
신)*
주방관리실무론

심화

벤처창업경영론
중급재무회계1
세법총론

창업과기술트렌드
기술경영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이동통신
창의적소재개발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스마트한창업[필]
마케팅조사와실습
중급재무회계2
원가회계
구조역학
건축환경공학
소재공학개론
식품과영양학
웹프로그래밍(스마트)*
패션마케팅
패션정보분석
외식산업의이해

글로벌경영

기초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창업과리더십

창업아이디어
미래산업과청년창업
관광콘텐츠기획론

건축재료학
건축일반구조
자바프로그래밍
서비스관리론

창업 
매니저‧
엑셀러 
레이터

(M)

전문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게임창업프로젝트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게임UX디자인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
경영전략
캡스톤디자인(기계시스템)*
캡스톤디자인(2)(기계자동차)*
기초나노과학
게임마케팅
교통공학
폐수처리공학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전산지반설계

실무

건축CAD
스마트콘텐츠창업
여행사경영실무론

소자본창업실무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
창의적공학설계
실험계획법
소재과학과창업
스마트폰앱개발
임베디드시스템

4차산업혁명과창업비즈니
스모델[필]
농생명벤처창업
식품가공
발효미생물학및실험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
기계CAD(2)
열시스템설계
로봇시스템
소재공학특론
CAD
빅데이터분석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모바일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

창업시뮬레이션
강구조공학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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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진로
분야

직무
수준 기업가정신 창의융합적사고 창업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컴퓨터네트워크(정보통
신)*
주방관리실무론

심화

벤처창업경영론
중급재무회계1
세법총론

창업과기술트렌드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이동통신
창의적소재개발
아이디어발상

스마트한창업[필]
마케팅조사와실습
중급재무회계2
원가회계
구조역학
건축환경공학
소재공학개론
식품과영양학
패션마케팅
패션정보분석
외식산업의이해

글로벌경영

기초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창업과리더십
공학설계입문

창업아이디어
미래산업과청년창업
글로벌식생활문화

건축재료학
건축일반구조
자바프로그래밍

창업사례 
연구,

혁신경영
관리,

제품유통 
및 

마케팅,
창업전략 

수립

전문

기초나노과학(ECM) 한국경제론(ECM)
녹색관광창업(E)
모바일응용(E)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
해결(ECM)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ECM)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ECM)
경영전략(ECM)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캡스톤디자인)((ECM)
캡스톤디자인(기계시스템)
*(ECM)
캡스톤디자인(2)(기계자동
차)*(ECM)
전기자동차(EC)
기술경영과특허(C)
산업안전공학(E)
교통공학(ECM)
폐수처리공학(ECM)
전산지반설계(ECM)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ECM)
게임UX디자인(M)
게임마케팅(CM)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C)
한식창업및경영(EM)

비즈니스 
모델링,

자금조달,

실무

창의적공학설계(ECM)
건축CAD(ECM)

식품가공(EM)
소재과학과창업(ECM)
마이크로세서및실습 
(ECM)

4차산업혁명과창업비즈
니스모델(ECM)
농생명벤처창업(ECM)
소자본창업실무(ECM)

금융투자의이해(ECM)
열시스템설계(ECM)
로봇시스템(ECM)
소프트웨어공학(C)



1110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사업계획
서 작성,
제품기획 

및 
가치전달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
*(ECM)
스마트폰앱개발(ECM)
여행사경영실무론(M)

창업시뮬레이션(ECM)
발효미생물학및실험(EC)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 
(캡스톤디자인)(ECM)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 
(캡스톤디자인)(EM)
기계CAD(2)(ECM)
CAD(CM)
디지털설계응용(C)
생산운영관리(M)
임베디드시스템(M)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 
(C)
강구조공학(ECM)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ECM)
컴퓨터네트워크(정보통신
)*(ECM)
모바일프로그래밍(ECM)
스마트콘텐츠창업(ECM)
빅데이터분석(ECM)
주방관리실무론(ECM)
소재과학과창업(ECM)

소재공학특론(ECM)
단체급식(E)

시장환경 
분석,
창업 

아이디어 
도출,
사업

아이디어 
기획

심화

건축환경공학(ECM)
외식산업의이해(ECM)

창업과기술트렌드(ECM)
스마트한창업(ECM)
중급재무회계1(ECM)
중급재무회계2(ECM)
구조역학(ECM)
생산계획및통제(E)
소재공학개론(ECM)
운영체제(E)
아이디어발상(EM)
창의적소재개발((ECM)
웹프로그래밍(스마트)*(E
C)
패션마케팅(ECM)

글로벌경영(ECM)
벤처창업경영론(ECM)
마케팅조사와실습(CM)
관광콘텐츠기획론(C)
서비스관리론(C)
식품과영양학(ECM)
패션정보분석(ECM)

기술경영(EC)
전기자동차(EC)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ECM)
이동통신(ECM)

창업 
기초지식,
시장트렌
드 파악,
창조적 

사고 역량

기초

창업아이디어(ECM)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ECM)
미래산업과청년창업 
(ECM)
창업과리더십(ECM)
경제원론(1)(ECM)
경제원론(2)(ECM)
건축일반구조(ECM)
공학설계입문(EM)
디자인과색채(E)
스마트의류설계(E)

원가회계(ECM)
세법총론(ECM)
건축재료학(ECM)
자바프로그래밍(ECM)
섬유재료학(E)

글로벌식생활문화(EM)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E)창업가 (C)창업컨설턴트․창업교육가 (M)창업매니저․엑셀러레이터

비 
교 

▪J-Square Edu 맞춤형 
창업교육

▪J-Square Edu 맞춤형 
창업교육

▪J-square PB_club 프로
젝트 창업동아리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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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10] 교육과정 편람

과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국내외전시회 참여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창업경진대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5697 창업아이디어 Start-up and start-up ideas 2 2 기초 3 4 3 교양학부

선택 14055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Entrepreneurship and Vent
ure Start-up

2 2 기초 2 2 6 교양학부

선택 15719 미래산업과청년창업
Future Industrial Change 
and Entrepreneurship

3 3 기초 5 3 2 교양학부

선택 09057 디자인과색채 Design & Colors 3 3 기초 2 4 4 패션산업학과

선택 06010 건축일반구조
Architectural General Struc
ture

3 3 기초 6 2 2 건축공학과

선택 10173 건축CAD Architectural CAD 3 3 실무 3 4 3 건축공학과

선택 13647 외식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for Food Ind
ustry

3 3 심화 6 2 2 한식조리학과

2

선택 15719 미래산업과청년창업
Future Industrial Change 
and Entrepreneurship

3 3 기초 5 3 2 교양학부

선택 15549 창업과리더십 Start-Up and Leadership 2 2 기초 3 2 5 교양학부

선택 15520 스마트의류설계 Smart Clothing Design 3 3 기초 4 4 2 패션산업학과

선택 08945 건축환경공학
Architectural Environment
 Planning

3 3 심화 5 3 2 건축공학과

선택 15013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 3 실무 3 4 3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2338 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of Engineering 
Design

3 3 기초 3 4 3 기계자동차공학과

2

1

필수 15032 스마트한창업 Smart Start-up 3 3 심화 4 3 3 교양학부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echnology T
rends

1 1 심화 5 4 1 교양학부

선택 05251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 3 기초 6 2 2 회계세무학과

선택 14716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
unting1

3 3 심화 6 2 2 회계세무학과

선택 09056 섬유재료학 Textile Materials 3 3 기초 4 4 2 패션산업학과

선택 09046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3 3 심화 4 4 2 패션산업학과
선택 12471 건축재료학 Building Materials 3 3 기초 6 2 2 건축공학과

선택 14696 구조역학 Structural Analysis 3 3 심화 5 3 2 건축공학과
선택 11711 기초나노과학 Basic Nanoscience 3 3 전문 6 3 1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3262 아이디어발상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3 3 심화 4 3 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541 자바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기초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2

필수 15032 스마트한창업 Smart Start-up 3 3 심화 4 3 3 교양학부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echnology T
rends

1 1 심화 5 4 1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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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선택 14718 세법총론
Introduction to Tax Accoun
ting

3 3 기초 3 5 2 회계세무학과

선택 14720 중급재무회계2
Intermediate Financial Acco
unting2

3 3 심화 6 2 2 회계세무학과

선택 1472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581 CAD Computer Aided Design 2 3 실무 3 4 3 기계자동차공학과

선택 15217 생산계획및통제
Production Planning and Co
ntrol

3 3 심화 5 3 2 산업공학과

선택 10738 
마이크로프로세서및
실습

Micro Processor and Practice 3 3 실무 3 5 2 정보통신공학과

선택 09568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실무 3 5 2 정보통신공학과
선택 06675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 3 심화 3 6 1 컴퓨터공학과

선택 11716 소재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aterial Sci
ence

3 3 심화 5 3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3263 창의적소재개발 Game Contents Design 3 3 심화 5 3 2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557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심화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74 스마트폰앱개발
Smartphone App. Developm
ent

3 3 실무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4501 여행사경영실무론
Travel Agency management 
& Operation

3 3 실무 3 4 3 관광경영학과

3

1

필수 15506
4차산업혁명과창업비
즈니스모델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usiness Models for St
art-ups

3 3 실무 3 5 2 교양학부

선택 16144 농생명벤처창업
Creative Thinking and Start
-Up Item

3 3 실무 3 5 2 교양학부

선택 11455 소자본창업실무 Small Start-up Business 2 2 전문 4 4 2 교양학부

선택 14926 창업시뮬레이션
Simulation of the Start-up 
Process

3 3 전문 3 5 2 교양학부

선택 13720 패션정보분석 Fashion Information Analysis 3 3 심화 3 4 3 패션산업학과
선택 15101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107 벤처창업경영론
New Venture Creation and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368 발효미생물학및실험
Fermentation Microbiology 
and Experiments

3 4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745 기계CAD(2)
Mechanical Computer Aided 
Design(2)

3 3 실무 3 4 3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07157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 3 실무 3 5 2 정보통신공학과

선택 16005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3 3 실무 6 3 1 컴퓨터공학과

선택 14359 스마트콘텐츠창업
Smart Contents Business Cr
eation

3 3 실무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4360 소재과학과창업
Material Science and ventu
re creation

3 3 실무 4 4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0309 관광콘텐츠기획론 Tourism Content Planning 3 3 심화 4 3 3 관광경영학과
선택 13115 주방관리실무론 Kitchen Management 3 3 실무 7 1 2 한식조리학과

2

필수 15506
4차산업혁명과창업비
즈니스모델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usiness Models for St
art-ups

3 3 실무 3 5 2 교양학부

선택 15101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107 벤처창업경영론
New Venture Creation and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104 마케팅조사와실습 Marketing & Survey 3 3 심화 3 5 2 경영학과

선택 13226 
기능성식품디자인및
실험(캡스톤디자인)

Functional Food Designing 
and Experiments:(Capstone 

3 3 실무 3 5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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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Design)

선택 14394 
농산식품가공학및실
험(캡스톤디자인)

Agricultural Foods Processin
g and Experiments:(Capston
e Design)

3 4 실무 2 4 4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207 디지털설계응용
Management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15216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Operation Mana
gement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12114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3 3 실무 3 4 3 정보통신공학과
선택 05559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 3 실무 4 4 2 컴퓨터공학과

선택 10278 모바일응용 Mobile Applications 3 3 전문 2 5 3 컴퓨터공학과
선택 05873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3 3 실무 3 6 1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2714 
철근콘크리트설계및
실험

Reinforced Concrete Struct
ure Design and Lab

3 4 실무 4 3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5146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3 3 실무 3 5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0222 서비스관리론 Service Management 3 3 심화 4 3 3 관광경영학과

선택 14500 녹색관광창업
Green Tourism and foundat
ion

3 3 전문 4 4 2 관광경영학과

선택 11327 식품과영양학 Food and Nutrition 3 3 심화 4 3 3 외식산업학과

선택 16218 글로벌식생활문화 Global Food Culture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4

1

선택 15220 
Startup을위한창의적 
문제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f
or Startup Company

3 3 전문 5 3 2 교양학부

선택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경영학과

선택 14728 
농생명식품실전창업
멘터링(캡스톤디자인)

Entrepreneurship practice
mentoring for agrobiofood
s(Capstone Design)

3 3 전문 2 4 4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832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 3 전문 3 4 3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2889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 3 전문 2 5 3 기계자동차공학과

선택 14422 기술경영과특허
Management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3 3 전문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06390 이동통신 Mobile communications 3 3 심화 5 3 2 정보통신공학과

선택 05541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 3 실무 4 3 3 컴퓨터공학과

선택 14023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Synthesis and Application o
f Carbonaceous Materials

3 4 심화 5 4 1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05566 교통공학 Traffic Engineering 3 3 전문 3 4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07120 폐수처리공학 Wastewater Engineering 3 3 전문 2 6 2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4539 
게임창업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Game Start-Up Projects
(Capstone Design)

2 2 전문 4 4 2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258 게임UX디자인 Game Quality Assurance 3 3 전문 3 5 2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4201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of
Culture Tourism

3 3 전문 4 4 2 관광경영학과

선택 13800 단체급식　 Food Service in Institutions 3 3 실무 6 2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5482 한식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s
hment and Management

3 3 전문 5 3 2 한식조리학과

2

선택 15220 
Startup을위한창의적
문제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f
or Startup Company

3 3 전문 5 3 2 교양학부

선택 15527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New start-up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 2 전문 4 4 2 교양학부

선택 15813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Social Media Start-Up Mark
eting

3 3 전문 3 5 2 교양학부

선택 12668 기술경영 Technology &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경영학과

선택 15842 열시스템설계 Thermal System Design 3 3 실무 3 4 3 기계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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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교양학부

심화
(433)

스마트한창업 Smart Start-up

자기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의사결정에 관한 지식 습득 및 스마트한 
창업 사례 연구를 통해 창업계획서 작성을 
실습한다.

The learners acquire knowledge for smart 
decision-making that maximizes their stren
gths, and practice writing a business plan 
via case-based learning approach on start
-ups.

실무
(352)

4차산업혁명과창업비즈니스모델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usiness 
Models for Start-ups

본 교과목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적용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검증하여 사업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learners with opport
unity to understand future promising tech
nologies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
ution, and validate new business ideas an
d models for start-ups they learn how to 
put these ideas and models into action in 
a commercial way.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교양학부

기초
(343)

창업아이디어 Start-up and start-up ideas

창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업마인드를 함양
하고 창업아이디어 발굴기법을 학습․체험하여
창의적인 창업아이디어 발굴 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실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a basic method to 
develop creative ideas for star-up busines
s, with an emphasis on the understandings 
the entrepreneurship.

기초
(226)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art-up

성공한 청년창업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도전정신을 고취
시키고, 미래 창업가로서 갖춰야 할 소양 
및 태도를 습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

Through the lively field experience of suc
cessful young entrepreneurs, we will prom
ote entrepreneurship spirit and challenging 
spirit, practical knowledge and attitudes to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선택 15825 로봇시스템 Robot System 3 3 실무 3 4 3 기계시스템공학과

전선 16204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2 2 전문 4 4 2 기계자동차공학과
선택 15202 산업안전공학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3 3 전문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12055 소재공학특론
Special Topics of Material 
Engineering

3 3 실무 4 3 3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3030 전산지반설계
Computational Geotechnical 
Design

3 3 전문 2 6 2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3259 게임마케팅 Game Marketing 3 3 전문 4 4 2 게임콘텐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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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영에 대해 학습하여 리더십을 배양한다. be equipped as future venture enterpriser 
and cultivate leadership by learning corpor
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기초
(532)

미래산업과청년창업 Future Industrial Change and Entrepreneurship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미래산업의 변화와 기업가정신, 창업스킬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업을 직업선택의 
우선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사
회의 변화트렌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창
업기회, 청년창업가에게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책임, 창업아이템을 개발하
는 과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young people who ar
e living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
a with an opportunity to consider start-up 
as a priority alternative of career choice 
by understanding future industry chang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kills. 
Through this lecture, students will learn tr
ends of future society, start-up opportuniti
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ntrepreneur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r
equired for young entrepreneurs,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entrepreneurial item
s.

기초
(325)

창업과리더십 Start-Up and Leadership 

본 교과목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새
로 가져야 할 가치관과 앞으로 필요한 리
더십 마인드를 습득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groom a student to b
e a leader and entrepreneur, armed with l
eadership mindset and values to embra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urturing a c
ulture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심화
(541)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echnology Trends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메가트렌드와 창업트렌드에 대해 알아보
고, 전북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통․지역
문화 ICT 융복합산업, 농생명 IoT 융복합, 
탄소 융복합산업 환경 변화와 기술 활용사
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should understand h
ow to adapt and prepare for the changed 
environment about Megatrends and Start-
Up trends that cover the whole market, a
nd learn about the changes in Tradition lo
cal culture ICT convergence industry, Agri
cultural IoT convergence, Carbon converge
nce industry environment and the use of t
echnology in connection with Jeonbuk regi
onal strategic industry.

실무
(442)

소자본창업실무 Small Start-up Business

본 교과는 개발된 창업아이템의 실제 사업
화 가능성을 내․외부 환경 및 보유역량을 
검증하고, 창업절차에 따라 단계적인 실습
과정을 거쳐 창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
록 교육한다.

This course teaches learners to achieve th
eir goals of starting their businesses throu
gh hands-on practicum; step-by-step exer
cise based on the stage of a business mod
el. Entrepreneurial ability and commercial 
viability of a business model will be valida
ted in a given internal and external busin
ess environment.

실무
(352)

창업시뮬레이션 Simulation of the Start-up Process

본 교과목은 모의경영시뮬레이션 등 Actio
n Learnig 과정을 통해 창업의 전반적인 

This course aims to help learners understa
nd the overall start-up processes, through 



1116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과정을 체득하고, 창업컨실팅 과정을 실습
하여 창업실무 역량을 배양한다.

action-based learning tools such as manag
ement simulation, and enhance practical s
kills by practicing start-up consulting prog
rams.

실무
(352)

농생명벤처창업 Crative Thinking and Start-Up Item

농생명분야 창업트렌드를 이해하고, 팀별 
창의적 사고와 협업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구상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기획하여 발표를 
창업역량을 함양함

Understand the enterpreneurial trend of lif
e, create creative through team-specific c
reative thinking and graduation, and plan 
business models to cultivate enterpreneuri
al capabilities through presentations.

전문
(532)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for Startup Com
pany

본 과목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
해서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creative problem s
olving skills based on management perspec
tives for entrepreneurs who want manage 
start up companies.

전문
(442)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New start-up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
al Revolution

본 교과목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생산
환경, 유통환경, 소비환경 등 창업환경 및 
여건의 변화를 이해하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창업기회를 포착하고 최적
화된 사업모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습한
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business dynamics, ind
ustry factors and trends influenced by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guides learners to i
dentify business opportunities and risks an
d to craft a business model to tackle the 
challenges surrounding them, while perfor
ming various action-based projects during t
he course.

전문
(352)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Social Media Start-Up Marketing

본 교과목은 창업을 위한 마케팅 기초이론
을 습득하고, 창업기업 제품을 소셜미디어
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있도록 학습한다. 
팀별 창업기업 제품의 마케팅 영상을 직접 
기획 및 제작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
함으로써 소셜미디어 창업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to acquire the basic market
ing theories for start-up business and lear
n to promote the products of start-up co
mpanies through social media. We intend t
o strengthen marketing capabilities of soci
al media by promoting marketing videos o
f entrepreneurial products directly by tea
m and promoting them through social med
ia.

패션산업
학과

기초
(244)

디자인과색채 Design & Colors

색채이론과 점. 선. 면의 조형요소와 구성
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에 접근하는 기초
과정이다. 특히 색채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패션색채 배색에 대한 기본 구성 능력을 
실제로 실습하고 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인
에 대한 기초가 되도록 한다. 

It is the basis of the process for accessin
g the design based on the constitutive the
ory of color theory and point, line, surfac
e modeling elements. By analyzing and act
ually practiced expertise of color studies i
n particular and the basic configuration ca
pabilities of the fashion color schem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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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the basis of fashion design. 

기초
(442)

스마트의류설계 Smart Clothing Design

의복, 인간, 사회, 문화, 환경의 총체적 체
계 내에서 의류학의 기초 이론을 이해하
고, 미래의 의복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인
체계측, 의복구성방법, 웨어러블 디바이스
에 적용 가능한 의류 제작 방법 등을 연구
한다.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basic the
ories of clothing in the overall system of 
human, society, culture and environment. 
Students learn human body measurement, 
clothing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m
ethods applicable to wearable devices, whi
ch are necessary for constructing future a
pparel.

기초
(442)

섬유재료학 Textile Materials

피복 재료의 원료가 되는 섬유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에 대해 학습하고, 소
비자의 요구에 맞는 피복 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이해한다.

This course aims to offer knowledge about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extile 
materials from fiber to fabric and to unde
rstand technology to develop textile produ
ct to fit consumers' demands.

심화
(442)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의류제품
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마케팅 방법을 학
습한다. 사회현상으로서 유행과 패션상품
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특징을 이해한 후 
이를 패션 마케팅에 활용한다. 패션 상품
의 특성, 상품과 상표, 시장세분화, 점포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패션상품의 소비자 
특성을 이해하여 효율적인 패션 머천다이
징 능력을 갖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갖춘
다.

This course introduces distinctive characte
ristics of fashion products in terms of mar
keting. The major concepts of this course 
include fashion fundamentals, strategies fo
r products and brands, market segmentatio
ns, fashion retailing, consumer behavior, a
nd production planning.

심화
(343)

패션정보분석 Fashion Information Analysis

패션 산업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패션 트
랜드와 시장 분석을 실시한다. 패션 트랜
드와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패션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studies fashion trend and mar
ket 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
ocess of fashion industry.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
ashion trend and market components and 
predict the future directions of fashion ma
rket.

경영학과

심화
(442)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기업이 국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핵심적인 환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제
경영의 기초이론과 전략, 그리고 국제기업
의 관리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다.

Issues and problems aris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with emphasis on decisions facin
g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opics 
include MNC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
ments, strategies, and functional managem
ent.

심화
(442)

벤처창업경영론 New Venture Creation and Management

벤처기업의 기업가적인 과정, 즉 사업기회
인식, 착수, 자원조달, 창업, 성장, 성과회

The course deals with various kinds of ma
nagement problems occurring in the 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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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영 문제를 다룬다. 수강생들은 창
업과 관련된 실제 경영기법(예: 사업계획서 
작성)을 습득할 수 있다.

preneurial process, which proceeds from r
ecognizing business opportunity to underta
king, assembling resources, creating new v
enture, growing, and harvesting. The stud
ents can learn the management tools relat
ing to venture creation and business(for e
xample, writing business plan).

심화
(352)

마케팅조사와실습 Marketing Research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하여 소비자의 취향
과 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광고․홍보의 효과분석 
및 기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여론 수렴과정
에 대하여 응용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It analyzes the favor of consumers and th
e trends of public opinion to establish a 
marketing strategy by surveying customer
s. The students will acquire applicability to 
any survey of public opinion, and that is 
necessary for planning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심화
(442)

기술경영 Technology & Management

기술 및 혁신을 경영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생산요소로서의 기술정보를 분석의 대상으
로 삼아 공부한다. 경제이론에서 기술요인
과 관련되는 개념 및 내용을 정리하고, 발
명의 동기, R&D의 과정, 특허 및 표준의 
역할, 기술 확산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
한 기초를 토대로 기술관리 및 전략, 기술
마케팅, 특허 및 표준경영 등 기술경영의 
제 문제를 다룬다.

The course analyses technology and innov
ation in terms of management. We deal w
ith the basic economic concepts such as i
nvention, innovation, R&D process, patent
s, standards, diffusion, and the effect of n
ew technology on the economy. Based on 
these, we study technology management a
nd strategy, technology marketing, patent 
management, standards competition among 
rivals, etc. 

전문
(442)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이 과목은 경영전략의 기본 개념과 주요 
이론들을 학습하며 이를 다양한 사례에 적
용시켜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 배양
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
요 내용은 산업분석, 경쟁전략분석, 내부자
원과 역량 분석, 전략적 단위의 활동과 전
략변화 관리 등이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show how m
arketing, finance, production and human r
esources blend into a cohesive strategic pl
an that provides a directional focus for th
e organization. Specific topics include indu
stry analysis, competitive strategic analysi
s, analyzing internal strategic resources an
d capabilities, business level strategies and 
tactics and managing strategic change.

회계세무
학과

기초
(622)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원의 흐름을 추
적하고 집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 생산방식이나 조직구조의 개편이 원가
구조 및 원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
지 않는 자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원가회계시스템의 적합성 회복방
안 등을 연구한다.

Survey and review of contemporary cost a
ccounting systems; emphasis on preparatio
n of cost information for management dec
ision-making. Standard cost accounting con
cepts and procedures are also introduced. 

심화
(622)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1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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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
하되,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2개 
학기에 걸쳐 강의한다.

he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
abili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for 2 semesters. 

심화
(622)

중급재무회계2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2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
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
하되,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2개 
학기에 걸쳐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
he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
abili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for 2 semesters. 

기초
(352)

세법총론 Introduction to Tax Accounting

납세에 관한 법률적 관계를 공부하고, 법
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기본적 
국세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Overview of the basic objectives and conc
epts of tax laws. Provide the introduction 
to the process of taxable income determin
ation of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바이오
기능성

식품학과

실무
(44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수․축산물의 원료 특성과 가공에 따른 
변화, 물성 등의 기본원리를 이해토록 하
여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지
식을 습득시킨다.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
e of changes, physical properties accordin
g to material features, processing of prod
uces, marine products, stock farm product
s.

실무
(442)

발효미생물학및실험 Fermentation Microbiology and Experiments

전통 발효식품과 더불어 요구르트, 치즈 
등과 같은 낙농발효식품 등에 관여하는 발
효미생물의 특성과 응용방법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미생물의 분리, 배양, 보존 방법 
등을 실습하고 이를 이용한 발효기술능력
을 습득한다.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a
pplications of microbial fermentation invol
ving traditional fermented foods, in additio
n to dairy fermented foods, such as yogur
t, cheese, and practice the separation, cult
ure, preservation methods of the microorg
anisms, and acquire basic technical fermen
tation skills with them.

실무
(352)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캡스톤디자인)
Functional Food Designing and Experiments
(Capstone Design)

증가추세에 있는 성인병과 노인병의 종류
별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진 성분들의 효능을 조서하고 이들을 조
합하여 새로운 기능성식품을 기획하는 훈
련을 한다. 

Various effects of functional food compon
ents to health are examined and designing 
new functional food products by combinin
g them are exercised.

실무
(244)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디자인)
Agricultural Foods Processing and Experiments
(Capstone Design)

농산식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한 가공방법 및 기술, 가공식품의 품질측
정에 관한 원리를 배우며 가공 및 저장 시 
농산 및 식량자원의 영양학적 가치 및 보

Understanding of scientific principles to de
velop new or better ways of preserving, p
rocessing, packaging, storing, and deliverin
g of agricultural food products and tech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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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성을 높이는 방법을 습득하고 관련된 실
험 실습을 행한다. 

ques to improve nutritional quality of agri
cultural food products in processing and st
orage, It also includes its experiments.

전문
(244)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캡스톤디자인)
Entrepreneurship practice mentoring for a
grobiofoods(Capstone Design)

고부가 식품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창업
전략 강좌

Action plan and practice for new generati
on of food industry

건축공학과

기초
(622)

건축일반구조 Architectural General Structure

목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석구조,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의 구성 원리 
및 설계방법을 다루며 특히, 건축물에 요
구되는 성능을 재료, 시공, 환경에 부합되
게 구성하는 능력을 키운다.

Construction methods, architectural detail, 
geological survey, foundations, masonry str
ucture, stee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plaster, opening, etc.

실무
(343)

건축CAD Architectural CAD

CAD에서 기본도형의 작성을 습득케 하고 
건축CAD에서는 구조설계 실무에 필요한 
구조도면 작성을 실습하는 과정으로 엮어
져 있으며 구조부재의 단면과 치수, 배근
도 및 접합상세 등을 중심으로 강의함.

Theori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com
puter-aided architectural design. 

심화
(532)

건축환경공학 Architectural Environment Planning

건축물 계획 시 열, 공기, 빛, 음 환경의 
제반사항에 대한 응용력을 키운다. 특히 
본 교과목에서는 열 환경과 공기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인 면까지 고
려한 건축 환경 문제를 다룬다.

Theory for relating elements of the enviro
nment to architecture and the basic applic
ation of environmental design in building.

기초
(622)

건축재료학 Building Materials

건축물의 설계, 시공과정 등에서 선택되어
지고, 조립/설치되는 각종 건축 재료들의 
장/단점, 특징, 제조방법, 물성, 역학적 특
성, 시험방법 등을 강의한다.

Students study basic theories and test met
hods of material on building construction, 
such as strengths and weaknesses, distingu
ishing characteristics, performance, physica
l properties, and so on.

심화
(532)

구조역학 Structural Analysis

외력을 받는 정정구조물의 구성부재(보, 기
둥, 트러스, 아치 등)내부에 발생하는 응력
을 구하는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응력 
산정법은 건축구조물 부재의 단면설계를 
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지식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1, 2 및 철골구조설
계의 선수과목이다.  

Estimating method of stresses in structural 
members of a structure subjected to exter
nal loads are discussed in this class. It is 
a essential course in design of buildings a
nd gives deep knowledges to understand d
esign concept for th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1, 2 and the Design of Steel Bui
lding. 

기계시스템
공학과

실무
(343)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에서 필요한 기초설계에 대한 소양을 
개발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을 통하여 공
학의 기초 분야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설
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the fun
damental disciplines about basic design for 
various engineering parts. The process an
d basic concept for design are inclu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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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 real engineering.

실무
(343)

기계CAD(2) Mechanical Computer Aided Design(2)

기계관련 산업현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CAD/CAM/CAE 관련 소프트웨어인 
CATIA를 이용하여 제품의 모델을 설계개
념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전과정에 걸쳐 
제작, 수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CATIA로 설
계한 모델을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
와 다물체 동역학해석 프로그램인 ADAM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통합 제품 설계 및 
해석과정을 다룬다.

This course is to learn the process of desi
gning models with CATIA from conceptual 
sketching, through to solid modeling, asse
mbly design, and drawing production. This 
student will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parametric design philosophy of CATIA thr
ough this extensive hands-on course with 
numerous practice exercises.

전문
(343)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전공교과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
의 구상, 설계와 모델링에서 시제품제작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여 현
장 적응력을 키우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를 
위한 교과과정이다.

This course is a capstone design of mecha
nical & automotive engineering. Plan, desi
gn, and model several parts through a seq
uential process of concept-engineering-des
ign to develop a mechanical product, whic
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ac
quire overall practical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ational cooperation.

실무
(343)

열시스템설계 Thermal System Design

열교환기, 냉동공조장치, 터보기계 및 플랜
트 등의 열시스템에 대한 설계의 기본 개
념을 다룬다. 또한, 열역학, 열전달을 이용
한 모델링, 해석 및 응용에 대해 학습하고 
경제성 해석과 최적설계방법을 취급한다.

This subject is to provid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design ability about the
rmal energy transition and utility system. 
Modeling techniques using the thermodyna
mics and heat transfer theory will be trea
ted for analysis and design in thermal syst
em.

실무
(343)

로봇시스템 Robot System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주로 산업용
으로 개발되었던 로봇의 응용분야가 서비
스로봇 등 다향한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로봇에 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시스템에서는 제어, 
기구학해석, 동역학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로봇의 설계 및 작동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concentrate on robot man
ipulators, which are the base of other rob
otic systems, and cover basic principles in 
robotics such as coordinate frames, statics, 
(inverse and forward) kinematics, (inverse 
and forward) dynamics of robotics, manipu
lator Jacobian, singularity, redundancy, traj
ectory planning and basic control.

기계자동차
공학과

기초
(343)

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of Engineering Design

공학에서 중요한 기초설계에 대한 소양을 
개발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을 통하여 공
학의 기초 분야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설
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the fun
damental disciplines about basic design for 
various engineering parts. The process an
d basic concept for design are included to 
the application of real engineering.

실무 CAD Computer Aid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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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기계, 건축, 토목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계 제도하는 분야
의 전문기술자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활용 경험을 기른다.

A course emphasizing the basics of compu
ter-aided design (CAD) for mechanical eng
ineers. Interactive computing in the design 
process. The role of graphics in CAD. Tw
o-dimensional graphics; computer graphic 
operations, including curve generation and 
splines. Three-dimensional graphics, includi
ng data structures, rotation, translation, re
flection, isometric and perspective projecti
on, hidden line removal, shading, surface 
generation, solid modeling concepts,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전문
(253)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전공교과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
의 구상, 설계와 모델링에서 시제품제작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여 현
장 적응력을 키우는 창의적인 공학설계를 
위한 교과과정이다.

This course is a capstone design of mecha
nical systems engineering. Plan, design, an
d model several parts through a sequential 
process of concept-engineering-design to 
develop a mechanical product, which has 
certain object and function. Also overall p
ractical capability based on industrial educ
ational cooperation to be acquired.

전문
(442)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과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IT 
기반 지능형 자동차 및 IT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의 세 가지 관점에서 미래형 자동차
를 소개한다. 친환경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대체 에너지 이용 자동차에 대해 학습한
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directions and st
atu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adva
nced automotive technology. In particular, 
we will introduce the future vehicles from 
three perspectives: eco-friendly vehicles, I
T-based intelligent vehicles, and IT-based 
autonomous vehicles. On eco-friendly vehi
cles, we study about hybrid cars, fuel cell 
cars, electric cars and alternative energy 
vehicles.

산업공학과

심화
(532)

생산계획및통제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본 과목에서는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계획
과 생산 진행과정을 통제하는 생산 전반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산업체 적용방법을 배우며 기업의 제
조 활동과 관련된 생산시스템 및 자동화에 
관한 기술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동화 생
산을 금형기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prod
uction planning for product production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necessary for 
the overall production that controls the pr
oduction process. Approach the production 
system of manufacturing activity of enterp
rise and automation technology with engin
eering methods and concentrated on the 
mold technologies.

실무
(343)

디지털설계응용
Management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사물인터넷과 센싱기술을 통한 새로운 4차
산업으로의 산업혁신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The goal is to educate the understanding 
on the innovation and theoretical edu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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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론교육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의 
제어를 위한 제어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는 기초 기술을 습득한다. 
사물인터넷 등 센싱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게 기존 제품군 개발을 위한 모델링
과 대용량 정보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과 
이론교육을 수행한다.

n needed to transform the industry into a 
new fourth industry through the IoT and t
he sensing technology.  it gain basic skills 
us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of the c
ontroller for controlling the system. Throu
gh integration with the sensing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we perform program
ming and theoretical training for developin
g and developing existing products for dev
elopment of existing products.

심화
(532)

생산계획및통제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본 과목에서는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계획
과 생산 진행과정을 통제하는 생산 전반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산업체 적용방법을 배우며 기업의 제
조 활동과 관련된 생산시스템 및 자동화에 
관한 기술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동화 생
산을 금형기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prod
uction planning for product production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necessary for 
the overall production that controls the pr
oduction process. Approach the production 
system of manufacturing activity of enterp
rise and automation technology with engin
eering methods and concentrated on the 
mold technologies.

전문
(343)

기술경영과특허
Management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기업 R&D의 효과적*효율적 관리와 성과물
의 성공적인 사업화 연계가 가능하도록 R
&D 전 주기에 이르는 기술경영 메커니즘
을 학습한다.

We define Management of Technology as 
the set of activities associated with bringi
ng high technology products to the market
place.

전문
(343)

산업안전공학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안전이란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냐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고
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공학이란 안전을 공학적, 과학적인 방
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과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
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적용되는 안전기술과 최근의 추
세인 컴퓨터 보안과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afety is how free you are from risk. In 
other words, it does not cause an acciden
t. Therefore, safety engineering is a syste
matic study of safety in an engineering a
nd scientific way. The purpose of this cou
rse is to discuss the safety technology app
lied in the field and the recent trends suc
h as computer security and safety educati
on in the context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revention of industrial safety 
of the safety techniques, the computer se
curity and safety education applied in the 
field.

정보통신
공학과

실무
(352)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Micro Processor and Practice

마이크로컴퓨터의 기본구조, 동작원리, 상
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종류와 특징 등을 
배우며 마이컴 응용회로 H/W 제작과 C 언
어를 사용하여 마이컴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LED 제어, 7 세그멘트 

This subject deal with microcomputer,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knowled
ge and skills needed to develop AVR appli
cations.



1124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제어, LCD 제어, 모터 제어, 인터럽트, 타
이머/카운터, 시리얼통신 등을 실험실습하
며 공부한다.

실무
(35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론 및 기술에 
대해 배운다. 망 구성 및 운용 방식, TCP/I
P 프로토콜, OSI 7계층 등을 비롯하여 각
종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정보 전송기법 
및 운용 방식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concerned with the mode o
f operat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data 
network that are used to interconnect a d
istributed community of computers and the 
various interface a standards and protocols 
associated with them. Also, describe the f
unction and operation of the additional pr
otocols that are needed to perform specifi
c distributed application functions.

실무
(35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웹 상에서 응용 가능한 기초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기초 웹 프로그램 언어로서 HTML, 
웹 툴 등을 배워서 홈 페이지를 만들고 각
종 기술을 터득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concept 
of Internet. Unlike general application pro
gramming, we practice Internet programmi
ng operating on Web.

실무
(343)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휴대폰 및 휴대용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응
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실습을 통
해 학습한다. 모바일 기기용 OS와 모바일 
프로토콜, 그리고 모바일 기기 개발 환경
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간단한 응용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Practice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s f
or mobile phones and handheld wireless d
evices. Educate users how to use mobile d
evice OS, mobile protocol, and mobile devi
ce development environment and conduct 
a project to develop simple applications.

심화
(532)

이동통신 Mobile communications

무선통신, 이동통신의 기초, 셀룰러 이동통
신, 페이딩 대처기술, 다원접속방식을 이용
한 이동통신 등에 관해 공부한다.

Mobile Communications covers all area of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wireless local communication, Wireless tele
phone, cellular system, paging system, TR
S, and satellite communications.

컴퓨터
공학과

심화
(361)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컴퓨터 시스템의 필수적인 교과로서, 운영
체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계되고, 구축되
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현대 운영체제의 
핵심인 프로세스 관리, 저장장치 관리, 입
출력 시스템, 분산 시스템, 보호 및 보안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개발된 운영
체제들의 사례연구를 살펴본다.

Operating system is an essential part of a 
computer system. It provides an interface 
to the users and also manages system res
ources. There are three major goals of thi
s course. One is to provide a firm founda
tion in the principles and concepts that un
derlie operating systems. The second is to 
study and discuss major issues of operatin
g systems such as process management, st
orage management, file and I/O managem
ent, and security management. Finally, we 
study some design issues for the distribute
d operating systems and operating systems 
of parallel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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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433)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재사용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학적 접근
법과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
neering) 등을 학습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 대한 이해와 생산성 향상, 그
리고 소프트웨어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론
을 다룬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overall process 
of software development such as requirem
ent acquisition/definition, specification, desi
gn, implementation, verification/ validation, 
conformance testing and maintenance, and 
handles a number of technical issues empl
oyed in each step. Additionally, the lectur
es on SPICE and CMM, which reflect the i
mportance of software process today, are 
given. Other trendy issues such as usabilit
y engineering, S/W reuse and CASE are al
so offered.

실무
(631)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조와 개발환경, 임베
디드 리눅스를 학습한다. 그리고 시스템 
초기화 프로그래밍,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
념을 확립하고, 입출력 장치에 대한 제어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여 설계능력을 배양한
다. 

Embedded system architecture and environ
ment will be presented. Embedded system 
design ability will be acquired through the 
system initialization programming, device d
river, I/O device control will be covered. 

실무
(44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데이터 통신의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링크 기능, 망 
기능, LAN, TCP/IP, 보안, 응용 프로토콜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능에 관련된 중요한 
프로토콜 구조와 원리에 대하여 다룬다.

In this course we study details about prot
ocols, standards, and interfaces, based on 
the basic concept of data communication. 
This course is concerned with the operatio
n mode of the different types of data net
works that are used to interconnect a dist
ributed community of computers and basic 
knowledges of the various interface standa
rds and protocols associated with them. Al
so, it describe the function of the addition
al protocols that are needed to enable ap
plication programs to communicate with o
ne another to perform specific distributed 
functions.

전문
(253)

모바일응용 Mobile Applications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앱이 대
세인 추세에 따라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
션 개발능력을 배양한다. 

The aim of the course is to give the stud
ents good knowledge of smart phone appli
cation development. Especially hybrid appli
cations will be developed using software t
ool. 

탄소나노신
소재공학과

전문
(631)

기초나노과학 Basic Nanoscience

나노소재의 소개와 구조 관찰을 할 수 있
는 현미경 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탄소나노튜브, 나노입자와 같은 나노소재
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nanomaterials such carbon 
nanotubes and nanoparticles
-Basic principle of microscopic technologie
s using e-beam, X-ray, and proximal p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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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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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구조 관찰을 위한 현미경 강의(SPM, 
전자현미경, X-선현미경)

es.

심화
(532)

소재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aterial Science

재료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화 발전에 많
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의 첨단 기술의 구
현에 있어서 재료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재
료의 기본적인 구조, 결함 및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기계적 성질에 대해 학습
한다.

Historically, materials have been intimately 
involved in developing human cult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cutting-edge techno
logy, understanding of materials science is 
essential. In this lecture, we will cover ato
mic structure, defects and mechanical pro
perties of materials.

실무
(442)

소재과학과창업 Material Science and venture creation

본 과목에서는 결정구조, 소재의 규명, 소
재의 물리 화학적 성질과 특성을 소개하고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Enabling the students to get the knowledg
e of material characterization method and 
their applications. Guiding how to fabricat
e the final products and how to link the 
activity to build up the company.

심화
(541)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Carbonaceous 
Materials

탄소소재 합성 및 응용과목은 탄소소재 
(탄소섬유, 인조흑연, 카본블랙, 활성탄, 나
노탄소)의 일반적 합성방법 및 합성된 소
재의 평가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나
아가 각각의 소재의 응용분야에 대한 이론
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This lecture will focus the preparation me
thods and application areas of carbon-bas
ed materials (Carbon fibers, artificial grap
hites, carbon blacks, activated carbons, an
d nanostructured carbons). This lecture ca
n give students useful information about p
hysico-chemical evaluating methods for ca
rbonaceous materials.

실무
(433)

소재공학특론 Special Topics of Material Engineering

최근 과학적 주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토의
한다.

In this subject, the seniors will select the 
latest scientific topics and discuss them.

토목환경
공학과

실무
(361)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강구조물의 거동 및 특징 등 전반적인 사
항을 알아보고 시방서에 의거한 각종 강구
조부재의 설계기법을 강의한다.

Application of basic principles to design of 
steel structures; design of tension member
s, columns, beams, beam columns, and co
nnections, beams and frames.

실무
(433)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Design and L
ab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개념을 살펴보
고, 부재의 휨거동, 전단 및 비틀림, 철근
의 정착 과 이음, 기둥, 슬래브, 옹벽 , 확
대기초에 대하여 학습한다.

Review the design concept of reinforced c
oncrete structures and learn about the fle
xural behaviour of reinforced concrete me
mbers, shear and torsion, development an
d splicing of reinforcing bars, retaining wa
ll, and spread footing.

전문
(343)

교통공학 Traffic Engineering

교통구성요소의 특성과 교통류의 특성 및 
이론을 익히고 교통조사, 교통통계에 관한 

This subject is a basic course for the tran
sportation engineering. Students shall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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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높인다. 교통신호체계의 운영방법
론을 배우며, 첨단교통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교통공학의 실제생활에서의 활용도를 
익힌다. 용량분석을 통한 교통시설물의 서
비스수준을 평가하고, 교통신호등의 제어
전략과 신호시간 운영방안을 배운다. 기타
교통운영의 최근 발전방향을 살펴본다. 

transportation properties, vehicles and hu
man characteristics, transportation survey 
and estimation, capacity and service level, 
design methods and operation, etc.

전문
(262)

폐수처리공학 Wastewater Engineering

수질오염의 심화에 따라 폐수처리의 중요
성은 더욱 증대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하수와 폐수의 발생에서부터 수처리 
후 깨끗한 물의 방류에 이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수처리 계통에 관하여 학습한다.

The needs for wastewater treatment incre
ase according to the strict regulation and 
increment of public concern. This class wil
l study the treatment process from the pr
oduction of wastewater from home or fact
ory to discharge of treated water. 

전문
(262)

전산지반설계 Computational Geotechnical Design

토구조물 및 기초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본 강의는 컴퓨
터를 사용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여 실습을 통하여 실무 경험을 터득
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the co
mputational skill of soil mechanics and to 
apply the principles of soil mechanics to a
nalyze and desing simple geotechnical syst
ems.

게임콘텐츠
학과

심화
(433)

아이디어발상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을 학습하고 여
러 장르의 게임 기획에 적용한다.

Study about creative thinking and techniqu
es for developing ideas, and apply them t
o various kind of game planning.

심화
(532)

창의적소재개발 Game Contents Design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
가갈 수 있는 캐릭터, 시나리오, 이벤트, 
퀘스트, 동영상, 아이템 등 재미있는 게임
소재에 대한 분석, 적용방법 등을 학습하
고, 팀 별로 주제를 정하여 작성, 발표하므
로 게임 소재의 활용법과 중요성을 익힌
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contents de
sign of game. Students study and practice 
such as characters, scenario, events, quest
s, moving pictures, items, etc. By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various topics relevant t
o game contents design, students will acqui
re the basic  skills to advance to the level 
of creative contents designer of game.

전문
(442)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Game Start-Up Projects(Capstone Design)

게임 개발 실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통
해 창업을 미리 체험해본다.

This class provides an experience of start
ups through the game development and th
e actual service.

전문
(352)

게임UX디자인 Game Quality Assurance

개발 중인 게임이 기획서를 바탕으로 적절
히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하고 게임의 
재미요소 검증과 각종 밸런스를 조사, 분
석하여 수정함으로서 게임의 품질과 완성
도를 높인다.

Students will analyze developing games ar
e correctly developed based on their origi
nal plans. They will also investigate fun f
actor of their games, plus analyzing and fi
x various types of balance in developing g
ame to ensure the quality of their games. 

전문 게임마케팅 Gam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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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마케팅 일반론 및 게임 마케팅의 특수성을 
학습한다. 

Study common theories of marketing and 
understand uniqueness of game marketing.

스마트
미디어
학과

심화
(44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본 교육과정에서 웹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기본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을 통해 기본
적인 웹 문서의 작성 기법들에 대해 공부
한다. 특히  HTML5, CSS3, Javascript와 같
은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웹 프로그래밍 기
술과 JQUERY, MOBILE WEB PAGES와 같
은 고급 웹 프로그래밍 기술들에 대해 학
습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process 
of web programming service and study me
thods for writing basic web documents. Al
so we study client-side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HTML, CSS3 and JavaS
cript and advanced web programming tech
niques such as JQUERY and Mobile WEB.

기초
(442)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이 과목은 자바를 이용하여 객체지향 프로
그램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타입, 변수, 제
어구조, 함수, 데이터구조, 그리고 구조적 
프로그램설계를 학습하며, 객체지향 설계 
및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fundamentals o
f object oriented programming concepts a
nd software development using the Java L
anguage. Topics covered include data type
s, variables, control structures, functions, 
data structures, and structured program de
sign. Elements of object-oriented design a
nd programming are also introduced.

실무
(343)

스마트폰앱개발 Smartphone App. Development

스마트 폰 앱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개념, 
사용 언어를 배우고 이미지, 사운드, 애니
메이션, 센서 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앱 콘텐츠 제작 뿐 아니라 IoT(사물인터넷)
와 연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실습한다.

It will learn basic concepts and language r
equired to develop various smartphone ap
ps using images, sound, animations and se
nsor data and also interlink of IoT (Intern
et of Things).

실무
(244)

스마트콘텐츠창업 Smart Contents Business Creation

이 과목은 개발한 스마트 콘텐츠를 어떻게 
사업화 할 것인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
우고 실제로 사업화의 단계까지 실습을 진
행하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provides the process of busine
ss creation in smart contents domain inclu
ding marketing and pricing in the applicati
on market.

실무
(352)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
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technology of 
big data to the students.

관광경영
학과

실무
(343)

여행사경영실무론 Travel Agency management & Operation

관광산업의 주요 분야인 여행알선업의 경
영이론을 주제로 하여 여행업의 원가계산, 
여행일정 작성방법 및 여행알선 등의 요령
을 실무중심으로 교육하여 여행산업 전반
에 대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The trends operation management procedu
res and practices of travel agents. Empha
sis on agency operations including cost co
ntrol of travel, scheduling of itinerary, an
d recruiting travelers.

심화
(433)

관광콘텐츠기획론 Tourism Content Planning

관광의 중요 부분인 이벤트를 이해하고 직
접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벤

Provides an im-depth understanding of the 
event business and hands-on situation 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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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의의와 파급효과를 규명하고 이벤트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 봄으
로써 관광이벤트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알아
볼 수 있는 과목이다.

ysis; emphasis on study of value of event 
operations by exploring an effect of event 
business on tourism industry.

심화
(433)

서비스관리론 Service management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경영할 때를 
대비한 서비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향
상과 관광객 접대 서비스 능력을 배양하여 
국제 감각과 세련된 매너와 교양을 겸비한 
국제 관광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Practice of service skills, international busi
ness etiquettes applicable to the “real-wo
rld” setting in the tourism business.

전문
(442)

녹색관광창업 Green Tourism and foundation

녹색 관광은 21세기 테마인 환경과 관광을 
접목함으로써 친환경적 관광개발의 유형, 
녹색 관광의 특징 및 효과적인 개발방법 
등을 분석하고 실제 관광개발 계획수립 시
의 이론적 관점을 확고히 한다.

Integrated study of environment and touris
m. Analysis of types of tourism developme
nt in favor of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green tourism and its effective develop
ment methods.

전문
(442)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of Culture Tourism

문화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향상하
고,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기획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한다.

Develop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c
ulture tourism cultivating skills of overall p
lanning and problem solving in culture tour
ism.

외식산업
학과

심화
(433)

식품과영양학 Food and Nutrition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인 
당질,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의 
기능과 함유식품, 결핍증, 과잉증에 대한 
기초 이론을 습득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
탕으로 영양관리와 식품안전관리, 급식관
리 및 영양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
다.   

The most basic nutrients to stay healthy c
arbohydrates, proteins, fats, minerals, vita
mins, and water features containing food 
deficiency, and learn basic theory of the 
excess symptom.

한식조리
학과

심화
(622)

외식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for Food Industry

외식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지식을 학
습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외식문화가 발전 
될 수 있도록 외식문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The aim of the subject is to prepare stude
nts for professional careers in restaurant b
usiness by providing theoretic and practical 
studies for effective restaurant operation.

기초
(712)

글로벌식생활문화 Global Food Culture

식생활과 식문화의 기본 기본개념을 정립
하고 세계 식문화의 지역적 분포에 관한 
특징을 이해한다.  요리의 기원과 전파를 
문화인류학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알아봄으
로써 세계의 식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an
d cultur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foo
d cultures across the world, especially thei
r individuality and universality.

실무
(712)

주방관리실무론 Kitchen Management

주방관리의 특성, 식재료관리, 원가관리, 
메뉴계획관리, 주방인적자원관리, 주방위생
과 안전관리, 고객관리 등 조리업무 수행

Provides the overall knowledges and skill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kitchen man
agement, food ingredient control, cost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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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에 필요한 관리 이론과 실무를 다룸으로써 
주방관리와 관련된 각종 지식을 제공한다.  
 

rol, menu planning and meal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safety control, cus
tomer satisfaction in the foodservice facilit
ies. 

전문
(532)

한식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shment and Man
agement

한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창업 트
렌드를 학습하여 한식당 창업을 위한 창업 
경영 요소와 함께 창업 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요소에 대해 교재를 통해 학습하며 
레스토랑의 컨셉 결정과 함께 창업에 필요
한 설계계획 및 배치, 메뉴계획 등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Understandings the overall Korean food in
dustry and establishment trends of Korean 
restaurants, and study how to make mana
gement proposals and key aspects of resta
ura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such a
s determination of restaurant concepts, de
sign and layout, menu planning related wit
h restaurant business starting.

실무
(622)

단체급식 Food Service in Institutions

식재료관리, 메뉴, 구매, 검수, 저장, 생산, 
위생, 작업 및 안전, 원가관리 등 전반적인 
급식업무 관리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Provides the principles of food service sys
tems, menu planning, food purchasing, qua
ntity food production, sanitation, facility a
nd equipment, cos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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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Dept. of Child Care & Education)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영유아의 전인교육을 견인하는 창의적 보육 전문인

전공능력 대상이해능력 · 현장실무능력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교육목표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도모하며, 올바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보육전문인 양성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주전공 이외, 제2의 진로분야 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경쟁
력과 학과경쟁력 제고에 기여

교육과정 교사인성,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실무(17학번 이후 동일하게 적용)

수여학위 보육학사(Bachelor of Child Care & Education Teacher's Licens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2급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급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대상이해능력

정의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가족의 변화 및 보육제도와 정책을 이해하
는 능력을 의미

준거
◾영유아에 대한 신체․운동,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가족학적 지식, 가족복지 및 보육정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현장실무능력

정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서 필요한 영유아 보육 및 부모교육과 상담, 지역사
회연계,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준거
◾영유아 보육과정 기획 및 운영능력, 기본적인 돌봄 수행능력을 습득한다.
◾부모교육, 상담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능력,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습득한다.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정의
영유아 지도 및 부모, 교직원 간의 문제 직면 시, 문제당사자와 효율적으로 의사소
통하며 창의적으로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준거
◾ 대인관계형성 및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한다.
◾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대상이해 현장실무 창의적 문제해결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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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대상이해능력 현장실무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어린이집교사,

어린이집원장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보육교사로서 습득해야 할 
영유아 및 부모, 가족, 

지역사회, 정책에 대한 지식 

보육교사로서 교수기술, 
부모와의 상담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 기술

영유아 발달 및

교육에 대한 태도 

실무
영유아 발달 및 교수법, 
보육과정에 대한 지식

보육계획안 작성, 보육과정 
운영, 환경구성, 영유아관찰, 

보육일지 작성

영유아를 존중하고,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태도, 
보육교직원 및 부모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

심화

영유아 영역별 지도 및 
가족관계, 부모교육,

특수 영유아에 대한 지식

영유아 영역별 지도방법, 
부모상담 및 교육, 특수 
영유아(장애, 다문화 등) 

지도법

다양한 영유아 및 가족, 
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영유아 보육영역을 통합한 
인성교육 지향하는 태도

기초
보육학, 보육과정 및 영유아 

발달과 아동 권리, 
인간행동에 대한 지식

연간, 월별, 일일 보육계획안 
작성하고, 보육활동을 
평가하는 기법, 영유아 

발달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영유아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발달의 개인차를 

인정하며 전인발달을 
지향하는 태도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대상이해능력 현장실무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영유아교수방법론 ● ● ◐ 3 4 3

실무 보육실습 ● ● ◐ 2 5 3

심화

보육학개론 ● ◐ ◐ 5 1 4

지역사회복지론 ◐ ● ○ 4 4 2

아동안전관리 ◐ ● ◐ 4 4 2

아동과학지도 ◐ ● ● 4 4 2

아동미술 ● ● ◐ 5 3 2

놀이지도 ● ● ◐ 6 2 2

아동음악 ● ● ◐ 5 3 2

가족복지론 ●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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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대상이해능력 현장실무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부모교육론 ● ● ◐ 4 2 4

특수아동이해 ● ● ◐ 6 2 2

정신건강론 ● ◐ ◐ 4 3 3

언어지도 ◐ ● ● 4 4 2

기초

보육과정 ◐ ● ◐ 5 2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 ◐ 6 2 2

보육교사론 ● ◐ ◐ 4 2 4

영유아발달(가정교육과)* ● ◐ ● 5 1 4

영유아발달(작업치료학과)* ● ◐ ● 5 3 2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 ◐ 5 1 4

아동권리와복지 ● ◐ ● 6 2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대상이해능력 현장실무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어린이집교사,

어린이집원장

전문 영유아교수방법론[필]

실무 보육실습[필]

심화

특수아동이해
정신건강론
보육학개론[필]

아동안전관리[필]
아동과학지도[필]
아동미술[필]
놀이지도[필]
아동음악[필]
지역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부모교육론
언어지도[필]

기초

보육교사론[필]
영유아발달[필]
아동관찰및행동연구[필]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보육과정[필] 영유아발달[필]
아동권리와복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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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실습 이후, 4학년 1학기 이론 수업을 들어야 함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가정교육과, 작업치료학과)

보육교사로서 
습득해야할 지식,

보육교사로서 
교수 기술

전문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 발달

및 교수법, 
보육과정에

대한 지식,

보육계획안 작성, 
보육과정 운영, 

환경구성, 
영유아관찰, 

보육일지 작성

실무

보육실습*

영유아 영역별 
지도 및

영유아에

대한 지식,

영유아 영역별 
지도방법 

심화

보육학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아동안전관리
아동과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

부모교육론
특수아동이해
정신건강론
놀이지도

가족복지론
언어지도

보육학,

보육과정 및 
영유아발달과 

아동권리, 
인간행동에

대한 지식,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

기초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영유아발달(가정)**

보육교사론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권리와복지
보육과정
영유아발달(작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교 
과

▪어린이집 견학
▪육아종합지원센터 
  견학 및 체험학습
  (서비스러닝)

▪육아종합지원센터 
  견학 및 체험학습
  (서비스러닝)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견학 및 체험학습
  (서비스러닝)

▪어린이집 취업지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어린이집 면접지도

어린이집 봉사, 보육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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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전공 51학점 이상 21학점 이내 30학점 이상 39학점 12학점
졸업자격 보육교사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에 의거하여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특이사항
보육교사 교과목 분야별 이수기준: 교사인성 2과목 6학점 / 보육지식과기술(필수) 9과목 27학점 
/ 보육지식과기술(선택) 4과목 12학점 / 보육실무 2과목 6학점

신청자격
참여학과(가정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학생만 이수 가능

※ 연계교과목: 보육교사론, 아동과학지도, 언어지도

[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 영유아발달(필수)과목의 경우 가정교육과와 작업치료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이 동일 교과목이므로 이 중 1과목만 이수

※ 정신건강론(선택)과목의 경우 작업치료학과와 재활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이 동일 교과목이므로 이 중 1과목만 이수

※ 예술심리치료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의 경우 2022년도까지 예술심리치료학과에서 개설, 그 이후는 타 전공에서 개설 예정

※ 재활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의 경우 2023년도까지 재활학과에서 개설, 그 이후는 타 전공에서 개설 예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필수 15651 영유아발달 Child Development 3 3 기초 5 1 4 가정교육과

2
필수 13068 보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arly Childh
ood Education and Care

3 3 심화 5 1 4 가정교육과

선택 0675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3 3 기초 6 2 2 사회복지학과

2

1

필수 14486 보육교사론 Child care teaching theory 3 3 기초 4 2 4
보육학

연계교과목

선택 08537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
ice

3 3 심화 4 4 2 사회복지학과

필수 15278 아동권리와복지 Rights and Welfare of Child 3 3 기초 6 2 2 상담심리학과

필수 12521 아동미술 Art Therapy for Children 3 3 심화 5 3 2 예술심리치료학과
필수 15759 영유아발달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 3 기초 5 3 2 작업치료학과

필수 15656 아동관찰및행동연구
Child Observation and Beha
vior Studies

3 3 기초 5 1 4 가정교육과

필수 14222 아동음악 Music Therapy for Children 3 3 심화 5 3 2 예술심리치료학과

2

필수 15605 아동과학지도
Science Education for Youn
g Children

3 3 심화 4 4 2
보육학

연계교과목

필수 14713 영유아교수방법론 Teaching Method for Infant 3 3 전문 3 4 4 상담심리학과
선택 14725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3 3 심화 4 3 3 작업치료학과

필수 15733 아동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for Child 3 3 심화 4 4 2 재활학과

필수 13480 보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
ood Education and Care

3 3 기초 5 2 3 가정교육과

3

1 선택 14225 특수아동이해
Special Education for Childr
en with Disabilities

3 3 심화 6 2 2 재활학과

2
선택 09808 부모교육론 Parents Education 3 3 심화 5 1 4 가정교육과
선택 11835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3 3 심화 4 3 3 재활학과

필수 12693 놀이지도 Play Instruction 3 3 심화 6 2 2 예술심리치료학과

4
1

선택 06773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3 3 심화 3 5 2 사회복지학과

필수 12313 보육실습 Practice of Nurture 3 3 실무 2 5 3 상담심리학과

2 필수 12611 언어지도
Language education for You
ng Children

3 3 심화 4 4 2
보육학

연계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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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보육학
연계

교과목

기초
(424)

보육교사론 Child care teaching theory

영유아가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며 민주시민
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
육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
다.

This course intends to provide students wit
h knowledges on child-care teaching neede
d to encourage healthy child development.

심화
(442)

언어지도 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어린이에게 언어는 학습의 수단이면서 동시
에 학습하여야 할 대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가 진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인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본 교과에서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이 알아
야 할 언어교육의 기초이론과 방법을 소개
한다. 

Language is very important part in child d
evelopment that needs to be learned. In le
arning language, the role of adults is very 
important and the children need to learn p
roper communication skills in order to bec
ome the member of the society. This cour
se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basic theori
es and methods in 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심화
(442)

아동과학지도 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본 교과는 영유아기 과학적 경험과 탐구하
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영유아의 
과학적 개념과 지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과 
과학지도 방법을 다룬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underst
anding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xperie
nce and exploration in early childhood and 
knowledge on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oncepts and skills, and on scientific instru
ction for young children. 

가정
교육과

기초
(523)

보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tion
and Care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한 
보육과정의 개념, 보육과정의 구성 및 운
영,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보육과정의 최근 경향을 이해하고 실제 활
용방안을 모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knowled
ges on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
ation and care and information related to 
management of child care centers. In addit
ion, the course gives students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recent polic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기초
(514)

영유아발달 Child Development 

발달에 대한 주요이론과 더불어 영아와 유
아의 발달특성을 학습하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
적으로, 발달의 개념 및 이론, 영유아의 신
체・운동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
서발달 등을 알아보며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생태학적 맥락에 대해 학습한다. 

In addition to theories of development, the 
course covers the developmental characteri
stics of infants/young children and  the va
rious environments that influence their dev
elopment. Specifically, in this course, stude
nts will learn about concepts and theories 
of development, physical and motor develo
pment, cognitive development, language de
velopment,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
nt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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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n ecological contexts that affect developme
nt.

기초
(514)

아동관찰및행동연구 Child Observation and Behavior Studies

영유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
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구방법을 학습하
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영유
아발달을 이해하고 보육과정과 상담에 어떻
게 활용되는지 탐색한다. 

By observ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t
he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opportuni
ties to learn research methods for investig
ating child behaviors, to record and analyz
e the observation and thus to understand 
how infants and young children develop an
d how they can be used in daycare and c
ounseling.

심화
(514)

부모교육론 Parents Education 

부모·자녀 관계 이해에 관련된 이론적 틀
을 파악하여 발달주기와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며, 효과적인 부모
교육의 전략을 학습한다.

Grasp a theoretical frame about the relatio
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understand
ing the relation by the growth cycle and s
hape of the family. Learn the strategy abo
ut the efficient education for parents.

심화
(514)

보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
nd Care

이 수업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모든 학생들
에게 보육의 필요성과 보육 사상과 역사, 
발달, 보육과정, 시설에 관한 운영관리, 환
경, 지역사회와의 연계, 보육평가 등 보육 
전반에 관한 바른 이해와 실제적 지식을 습
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child ca
re history, child development, early childho
od education and care, and management of 
childcare centers. Additionally,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apply the acquired knowl
edge and information to childcare fields. 

상담심리
학과

기초
(622)

아동권리와복지 Child Rights and Welfare

본 교과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와 권리의 
개념 및 원리, 그리고 서비스 대상과 종류
를 이해하고 아동정책과 법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에 입각한 아동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understanding the concepts, principles, and 
specific services of child welfare and right
s. Furthermore, the course gives students 
knowledge on child welfare policies and la
ws and thus cultivate the ability to practic
e child welfare.

전문
(344)

영유아교수방법론 Teaching Method for Infant

본 수업에서는 영유아기 학습, 동기 및 발
달이론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 효율적인 지도 기술을 탐색하
고 평가함으로써 영유아 교수능력을 배양한
다.

In this class, students study the educational 
programs based on the theories on learnin
g, motivation, and development of infancy 
and evaluate teaching skills to cultivate th
eir own abilities for preschool education.

실무
(253)

보육실습 Practice of Nurture

보육실습은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최종적인 점검과 훈련을 하는 교과이

The practice of nurture is the subject, in 
which training and practice are testified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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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다. 상담학의 경우 상담학적 지식과 정보를 
실제 보육장면에 적용하는 실습과정이다.

nally. In counseling area, knowledge and in
formation related to nurture will be applie
d and practiced to real field of nurture.

예술심리
치료학과

심화
(622)

놀이지도 Play Instruction

정상발달 과정에서의 놀이의 역할, 의미, 
방법 등을 살피고, 나아가 놀이의 치료적 
쓰임새 및 원리를 다루어, 예술치료에서의 
‘놀이’의 역할과 방법을 고찰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he theorie
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play in typ
ical development with reference points in 
many areas of psychology, and psychother
apy and play therapy.  

심화
(532)

아동음악 Music Therapy for Children

정상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위한 음악과 동
작의 원리, 활용도, 교육방법 등을 다루며, 
나아가 다양한 진단군의 특수아동을 위한 
치료적 접근법과 원리도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exposure to various a
pproaches of music education in typically d
eveloping children, and then introduces the
rapeutic approaches for atypically developi
ng children.

심화
(532)

아동미술 Art Therapy for Children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지도에 대해 
다루며, 나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
료적 접근법, 원리 및 과정에 대해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art class for typicall
y developing children, and then art therap
y with children, including principles and pr
ocesses in working with various population 
and possible approaches in both typically a
nd a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작업치료
학과

기초
(532)

영유아발달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
적 건강문제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식과 급 
만성적 건강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k
nowledge in early detection of physical an
d mental health problems and to build cap
acity of dealing with acute and chronic he
alth problems in infant and children.

재활학과
심화
(442)

아동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for Child 

본 교과목은 교육현장 내 혹은 밖의 아동
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루고 있다. 이는 아
동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사의 능력
을 포함한 아동을 위한 개입방법과 적당한 
안전관리서비스, 그리고 안전관리서비스 제
공자에 대해 정보를 학습하고자 한다.

Introduction to managing child safety in an
d out of education setting. The course inv
olve in safety intervention and safety man
agement including the willingness and abilit
y of the teacher to protect the child, and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safety servic
es and safety service providers.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사회복지
학과

기초
(62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지식이라고 할 수 있
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 기반
을 형성해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행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ologi
cal foundation of human behavior and 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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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동과 사회환경에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
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검토한다.

elopment which is  fundamental knowldege 
of the social welfare. In specific, students 
examine various dimensions of human beha
vior and social environment and interaction 
between them as well. 

심화
(325)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고, 다
양한 가족복지 방법들을 학습한다. 한국과 
외국의 가족정책, 가족복지서비스와 가족중
심의 실천방법들을 살펴보고, 일반주의 사
회복지사로서의 실천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가족이 당면한 가족문제들에 
대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개입 방안들을 
탐색해 본다.

This course establishes perspective on the 
changing families and reviews various appr
oaches to families. We compare the differe
nt family welfare polices, social services fo
r family and family centered practice meth
ods whic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hav
e developed for years. Based on it, a varie
ty of intervention methods for modern fami
ly problems at macro and micro level that 
are needed as a generalist social worker, a
re explored.

심화
(442)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ice

사회복지사의 활동의 주요장소인 지역사회
복지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이해 및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지역사
회복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개념들을 
학습한다.

The course leads students to understanding 
of community welfare and development of 
necessary skills for social welfare practition
e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it provid
es the students with various issues and co
ncepts such as local community, local com
munity welfare, and realization of local co
mmunity welfare. 

작업치료
학과

심화
(433)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지식과 문제행동을 이
해하고 이에 대한 임상적 지도방법을 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함에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helps student to understand th
e basic knowledge towards mental disorders 
and behavior problems. As well as, it helps 
form the ability to provide clinical guidanc
e.

재활학과

심화
(622)

특수아동이해
Special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
es

장애유형별 특성 및 지도 방안에 대해 강의
하여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아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아 뿐 아니라 
다양한 발달 특성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지
원 방안을 탐구한다.

The course learns about characteristics by 
types of disable and instruction plans. This 
also helps to understand about disable child
ren and base on the study search for the 
way to support disable children and as well 
as child who shows various development q
uality.

심화
(433)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이해
하고 정신 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관한 지식
과 이론을 습득하여 정신질환의 유형과 정
신장애의 판정기준을 이해하고 정신건강 유
지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learn how to 
maintain and manage the mental health by 
understanding the type and the criterion of 
mental disease through learning the import
ance of mental health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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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Dept. of Food and Nutrition)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국민 건강을 관리 지원할 전문 인재

전공능력 급식관리 능력 · 영양서비스 수행 능력 · 문제해결 및 소통 능력

교육목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교, 병원, 산업체,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시
설 등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식품영양정책 수립과 실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급식관련 산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 중심 교
육과정 운영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 체계를 이해하고, 소통과 화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
육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급식 및 임상 식단 관리를 위한 실무능력 강화
◾영양사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높이고, 세미나, 모의면접 등을 통해 취업 능력 강화

수여학위 이학사(Bachelor of Sci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단체급식소 영양사(산업체, 관공서 등) 영양사, 위생사

학교 영양교사,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서비스 전문가 영양사, 위생사, 영양교사

병원 보건소 임상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임상영양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급식관리 능력

정의
영양과 기호성이 높은 식사를 지급하기 위해 조리작업계획 및 관리, 경제적 관리
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급식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 요인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급식 운영에 필요한 관리 요소들을 알고 실시할 수 있다.

영양서비스 능력

정의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바르게 알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능력

준거
◾바른 식문화를 위해 영양사가 갖추어야하는 능력이다.
◾영양소가 인체에 흡수되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인지한다.

문제해결
및 소통 능력

정의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필요한 이론적 사고와 실험정신

준거
◾급식 및 영양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과 탐색에 필요
한 개방적 사고능력을 키운다.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에 대하여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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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급식관리 능력 영양서비스 수행 능력 문제해결 및 소통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단체급식 실무지식, 
급식경영학 이론

영양사현장실무 응용 기술 영양사로서의 자세와 책임감

실무 임상영양, 영양판정 이론
영양 상담 및 판정,

급식 관리 실무 기술

급식소별 특성에 따른 

급식 운영, 전문가적 태도

심화
영양학, 식품학, 단체급식, 

식품위생 심화 이론

대량조리 기술,

식품위생, 식품가공 기술

생애주기별 대사 및 
인체영양학적 이해

기초 식품, 영양 관련 기초 지식 지식조리의 기초과정 이해
식품관련 정보수집,

조리의 과학적 접근

[6] 교육과정 편성

전공능력

진로분야
급식관리 능력 영양서비스 수행 능력 문제해결 및 소통 능력

단채급식소 영양사 ● ● ◐

학교영양사,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서비스전문가 
● ● ◐

병원, 보건소 임상영양사 ◐ ● ●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급식관리 
능력

영양서비스 
능력

문제해결
및 소통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임상영양학 ◐ ● ● 5 3 2

식생활관리학 ● ● ● 3 3 4

실무

식사요법 ◐ ● ● 4 4 2

영양판정 ◐ ● ● 3 5 2

한국조리(가정)* ◐ ● ◐ 2 5 3

영양사현장실습 ●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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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가정교육과)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급식관리 능력 영양서비스 능력 문제해결 및 소통 능력

단채급식소 
영양사

(F)

전문 식생활관리학 임상영양학

실무
영양사현장실습[필]
한국조리(가정)*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가공(바이오)*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심화

급식경영학
한국조리(한식)*
식품학(가정)*

영양학(바이오)*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조리과학(가정)*

식품위생법규
임상영양학

기초

식품위생 영양학(가정)*
식품학(한식)*
영양학(한식)*
인체생리학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급식관리 
능력

영양서비스 
능력

문제해결
및 소통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식품가공(바이오)* ○ ● ◐ 4 4 2

단체급식 ● ◐ ● 6 2 2

영양교육및상담실습 ● ◐ ● 3 5 2

심화

영양학(바이오)* ● ● ○ 5 2 3

식품화학 ◐ ● ○ 5 3 2

식품미생물학 ● ○ 5 3 2

고급영양학 ◐ ● ○ 4 4 2

식품위생법규 ◐ ◐ ● 5 3 2

실험조리 ○ ● ● 4 4 2

생애주기영양학 ◐ ● ◐ 4 4 2

급식경영학 ● ◐ ● 4 4 2

식품가공(한식)* ◐ ● ◐ 5 3 2

한국조리(한식)* ◐ ● ◐ 3 5 2

식품학(가정) ◐ ● ○ 4 4 2

조리과학(가정)* ◐ ● ◐ 4 4 2

기초

식품학(한식)* ◐ ● ○ 7 1 2

영양학(한식)* ● ● ○ 7 1 2

인체생리학 ◐ ◐ ○ 5 2 3

생화학 ○ ● ○ 5 3 2

조리과학(한식)* ◐ ● ◐ 6 2 3

식품위생 ◐ ◐ ○ 6 2 2

식품가공(한식)* ○ ● ◐ 5 3 2

영양학(가정)*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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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가정교육과)

진로분야 직무
수준 급식관리 능력 영양서비스 능력 문제해결 및 소통 능력

식품가공(한식)*

학교영양사, 

급식관리

지원센터

영양서비스

전문가  

(C)

전문 식생활관리학 임상영양학

실무
영양사현장실습[필]
단체급식
한국조리(가정)*

식사요법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심화

급식경영학
한국조리(한식)*
식품학(가정)*

영양학(바이오)*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조리과학(가정)*

실험조리
식품위생법규
임상영양학

기초

식품위생
조리과학(한식)*
생화학

영양학(가정)*
식품학(한식)*
영양학(한식)*
인체생리학

 병원, 보건소

임상영양사

(H)

전문 식생활관리학

실무

영양사현장실습[필]
단체급식
한국조리(가정)*

영양판정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심화

급식경영학
한국조리(한식)*
식품학(가정)*

영양학(바이오)*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실험조리
식품위생법규

기초

식품위생
조리과학(한식)*

영양학(가정)*
식품학(한식)*
영양학(한식)*
인체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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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식품
영양
분석 

전문
식생활관리학(FCH)
임상영양학(FC)

식품
영양
응용

실무
식사요법(FC)
영양판정(H)

식품가공(바이오)*
(F)

한국조리(가정)*(FC
H)

영양교육및상담실
습(FCH)
영양사현장실습(FC
H)
단체급식(FCH)

식품
영양
심화

심화

생애주기영양학(FC
H)
급식경영학(FCH)
고급영양학(FCH)

한식조리(한식)*
(FCH)

식품학(가정)*(FCH)
영양학(바이오)*(FC
H)
조리과학(가정)*(FC)
식품화학(CH)
식품미생물학(CH)

식품위생법규(FCH)
실험조리(CH)

식품
영양
이해

기초
식품학(한식)*
(FCH)
인체생리학(FCH)

영양학(가정)*(FCH)
영양학(한식)*(FCH)
생화학(C)
조리과학(한식)*(C
H)
식품위생(FCH)

식품가공(한식)*(F)

구분 전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F)급식기관, (C)어린이급식센터, (H)보건소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MOS 자격증 
▪식품영양학전공 설명회

▪진로캠프 ▪자소서 클리닉 ▪취업캠프
▪면접
▪영양사현장실습OT

레인보우브릿징 봉사활동, 영양사 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가정교육과)

[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연계교과목: 영양사현장실습, 고급영양학, 식사요법, 영양판정, 생애주기영양학, 급식경영학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전공 53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2학점 51학점

졸업자격 영양사 자격시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에 의거하여 총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특이사항
영양사 자격시험 분야별 이수기준: 기초 2과목 6학점 / 영양 7과목 19학점 / 식품 5과목 15학점 / 급
식및위생 4과목 11학점/실습 1과목 2학점

신청자격 참여학과(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가정교육과) 학생만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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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구분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식품
영양학
연계

교과목

실무
(352)

영양사현장실습 Field Study

학생들에게 기존의 이론수업과 병행하여 병
원 및 급식업체 등 영양사로서의 현장경험
과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한다. 

Strengthen the field experience and field pr
actical functions of hospitals, such as hospit
als and food companies, in parallel with tra
ditional theories.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전
학
년

1
선택 14304 영양판정 Nutritional Assessment 3 3 실무 3 5 2

식품영양학
연계교과목

선택 11851 식사요법 Medical Nutrition Therapy 2 2 실무 4 4 2
식품영양학
연계교과목

2

선택 15822 고급영양학 Advanced Nutrition 3 3 심화 4 4 2
식품영양학
연계교과목

선택 13739 생애주기영양학 Nutrition & Human Growth 2 2 심화 4 4 2
식품영양학
연계교과목

선택 10689 급식경영학 Foodservice Management 2 2 심화 4 4 2
식품영양학
연계교과목

1

1 선택 13113 한국조리 Korean Cuisine Practice 3 4 심화 3 5 2 한식조리학과

2
선택 08434 식품학 Food Science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2546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 3 기초 5 2 3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2

1

선택 09005 영양학 Nutrition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0860 생화학 Biochemistry 3 3 기초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967 영양학 Nutrition 3 3 심화 5 2 3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08134 영양학 Nutrition 3 3 기초 4 4 2 가정교육과

선택 07101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3 3 심화 4 4 2 가정교육과

2

선택 08999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3 3 기초 6 2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4631 식품위생 Food Sanitation 3 3 기초 6 2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086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965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472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605 식품학 Food Science 3 3 심화 4 4 2 가정교육과

3
1

선택 14721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기초 5 3 2 한식조리학과

선택 07614 한국조리 Korean Cooking 3 3 실무 2 5 3 가정교육과

2
선택 08978 실험조리 Experimental Cooking Practice 3 4 심화 4 4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4641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4

1
선택 11489 단체급식 Food Service in Institutions 3 3 실무 6 2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4597 영양교육및상담실습
Nutrition Education and C
ounselling Practice

3 3 실무 3 5 2 가정교육과

2
필수 14371 영양사현장실습 Field Study 2 2 실무 3 5 2

식품영양학
연계교과목

선택 11379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3 3 전문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07099 식생활관리학 Meal Management 3 3 전문 3 3 4 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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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구분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식품
영양학
연계

교과목

실무
(442)

식사요법 Medical Nutrition Therapy

근대 의학의 임상치료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양의 중요성을 발표된 문헌을 통하여 알
아보고 평상시나 질병시에 식사를 통한 영
양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The medical institution recognizes the impor
tance of nutrition in the clinical treatment 
of modern medicine, and gives lectures that 
help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nutritio
nal management.

실무
(352)

영양판정 Nutritional Assessment

개인 또는 집단의 식사섭취실태와 영양관련 
지표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한 식이섭취실
태 조사방법과 신체계측조사방법, 생화학적 
방법 및 임상적인 방법 등 각종 영양판정 
기법을 배우며, 영양적인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 및 집단을 선별하는 방법을 익혀서 영
양전문가로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Learn how to measure and analyze nutritio
nal conditions and methods of assessing nut
ritional content and nutrition metrics, such 
as nutrition testing methods, and clinical m
ethods to measure and analyze nutritional f
actors, and to promote disease prevention a
nd health promotion as a nutrition expert.

심화
(442)

생애주기영양학 Nutrition & Human Growth

인간의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임신(태아기) 
및 수유기,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
인기와 노년기에 걸쳐서 각 단계별로 생리
적 변화특성, 영양소 필요량, 주요 영양문제
와 바람직한 식사지침에 관하여 강의 및 토
의한다.

Lectures and discussions on the physiologica
l change characteristics, nutrient requireme
nts, major nutritional problems, and proper 
dietary guidance are discussed for each sta
ge of pregnancy (prenatal) and feeding ag
e, infancy, adolescence, and adulthood.

심화
(442)

급식경영학 Foodservice Management

경영학에 관한 기초 개념과 급식경영에 관
한 원리를 강의하여 합리적인 급식소 관리
법을 습득케 한다.

The basic concepts of management and of 
business administration are taught to impro
ve foodservice quality.

심화
(442)

고급영양학 Advanced Nutrition

인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유전
학적 이해를 기초로 한 인체의 건강유지와 
개선을 위한 영양학적 대처 방안을 연구하
는 학문이다.

A higher level study of nutrition to maintai
n  and to improve health based on underst
anding of human anatomically, physiologicall
y, biochemically and genetically.

한식
조리
학과

기초
(712)

영양학 Nutrition

각종 식품 속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기
능을 이해하고 이를 음식의 조리 및 식생활, 
건강 유지에 적용하도록 한다. 

Studies in digestion, absorption, metabolism 
and functions of nutrients, which are essen
tial to human life, in connection with one's 
diet.

기초
(712)

식품학 Food Science

식품의 일반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조리 중
에 일어나는 물리, 화학적 변화 및 조리와 
식품가공에 관련된 식품학적 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Provid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ods, p
hysicochemical changes and functional prop
erties of food during food preparation and 
processing.

기초
(622)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식품의 성분과 구조를 바탕으로, 조리과정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mp



1147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 연계전공(식품영양학)

구분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중 일어나는 식품의 이화학적 변화를 과학
적 원리로 설명하고, 실제 조리에 응용할 수 
있다. 

osition of foods, changing structures and ph
ysical 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oking pr
ocess.

심화
(442)

실험조리 Experimental Cooking Practice

표준 조리법 개발을 위한 실험 조리 설계, 
조리법에 따른 조리 단계별 변화 및 결과 
차이의 관찰, 최적 조리법 도출을 통해 메뉴 
및 신규 상품 개발에 필요한 조리 과학적인 
지식과 실험 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Provides basic knowledge for research on c
ookery science and experimental cooking pr
actice. Also covers experimental cooking de
sign for developing standardized recipe,  st
epwise changes according to the diverse co
oking method and optimal processing metho
d for the newly developed menus and food 
products.

기초
(53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전통발효식품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 및 저
장식품의 종류, 가공 및 저장의 식품학적 원
리, 가공저장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배우
며 이를 실습한다.

Covers principles and methods of food proc
essing and preservation in order to utilize a
gricultural products effectively including tra
ditional fermented food, and to develop ne
w food products with increased storage, saf
ety, commerciality, preference and quality.

실무
(622)

단체급식 Food Service in Institutions

식재료관리, 메뉴, 구매, 검수, 저장, 생산, 
위생, 작업 및 안전, 원가관리 등 전반적인 
급식업무 관리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Provides the principles of food service syst
ems, menu planning, food purchasing, quant
ity food production, sanitation, facility and 
equipment, cost control.

기초
(622)

식품위생 Food Sanitation

식품의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정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 위생 지식과 수단을 공부하고 이와 관
련한 위생 법규의 내용과 적용에 대해 학습
한다.

Provides basic principles of food sanitation 
for ensuring the safety, wholesomeness, an
d soundness of food at all stages from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final consumption. Also covers food sanitati
on codes and their adaptations in restauran
t business.

심화
(352)

한국조리 Korean Cuisine Practice

한국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익히고, 
기초조리기술을 습득하고, 한국음식문화 원
형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고, 한식 조리기
술을 익힌다.  

Practices the cooking methods of Korean tr
aditional foods, also covers basic knowledge 
and cultural aspects of Korean food.

바이오
기능성
식품
학과

기초
(523)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인체의 각 조직 기관의 정상 기능과 중요기
관의 생리작용 즉, 호흡, 소화, 혈액, 순환
기, 신경, 감각기관 등의 기능에 대한 개요 
및 중요영양소의 생리학적 연구와 체온조절 
등을 강의한다.

Human physiology is a study about how hu
man beings function, it includes the physica
l and chemical principles governing exchang
e of gas, digestion and absorption, circulati
on of blood, excretion, muscular contractio
n, cell motility, heat production and te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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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ature regulation, water and solution balanc
e, reproduction, neural processing and beha
vior, chemical messenger and regulator, and 
sensory mechanism. The subject also deals 
with the ger and regu between human bein
gs and environed mental factors such as te
mperature, pH, and the supply of water.

기초
(532)

생화학 Biochemistry

생체 내 각종 화학 분자들의 분해 및 합성
의 반응과 경로, 또한 그 조절의 특징들을 
이해하여, 건강에 대한 영양 화학적 기초와 
식품 개발에 필요한 분자 화학적 기초를 가
지게 한다.

Biochemistry focused on the introduction to 
the metabolism of proteins, carbohydrates a
nd lipids and their metabolic relationships w
ith biophysical and molecular biology appro
aches.

심화
(523)

영양학 Nutrition

인체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관련된 
영양소의 기능 및 체내대사를 배우고 이들 
영양소의 상호 관계를 검토하며, 호르몬, 효
소, 신경 등에 의한 조절 작용 등을 공부하
여 건강과 영양대사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Nutrition as a science includes historical de
velopment of nutrition concepts, properties 
of nutrients and foods, metabolism of protei
n, fat and carbohydrate, the biological role 
of vitamins and minerals, nutrient requirem
ents during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di
etary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전문
(532)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각종 질병의 병태와 영양의 원리를 이해하
고 각종 질병에 따른 치료식의 계획 및 운
영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Understanding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
een nutritions and diseases. It includes risk 
factors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 variety of nutrition- and lif
estyle-related diseases.

심화
(532)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구성 성분의 구조 및 성질과 이들 성분 
간의 반응 등 가공 조작 중 발생하는 화학
변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개발식품의 
조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한다.

Can be optimum to the composition of dev
elopmental foods learned from the knowled
ge toward chemical change occurring the p
rocessing manufacturing, the structure and 
the nature of food constituents, the reactio
n between this constituents etc.

심화
(532)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식품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특성과 식품 
성질과의 관계 등을 습득시키고 이들을 제
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강의한다. 

Introduction to the microbiology of raw mat
erials and finished food products. Characteri
stic microbial composition of certain foods 
are understood on the basis of microbial so
urce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parameters 
of foods. The chemical basis of food spoila
ge, methods of food preservation, food pois
oning and infection, sampling plans, and HA
CCP systems are examined. Methods used t
o detect, quantitate, and identify microbes 
(and/or their products) in foods are discu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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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실무
(44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수․축산물의 원료 특성과 가공에 따른 변
화, 물성 등의 기본원리를 이해토록 하여 건
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킨다.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hanges,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material features, processing of produces, 
marine products, stock farm products.

심화
(532)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식중독 미생물,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한 지식과 이들의 검사방법을 강의하여 
식품개발에 필요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개
념을 주입시키며 식품의 원료, 가공, 공중보
건, 환경 등 식품에 관련된 국내외법과 건강
기능식품법 등을 이해토록 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따른 법적 규제를 알도록 한다.
특징: 주조사, 영양사, 식품제조기사 자격증
관련교과목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above the f
ood hygiene, the food poisoning microbes, t
he heavy metal, the environmental pollutan
ts and the food additives etc., and of the l
egal controls among the development and t
he production of manufactured goods includ
ing the related law in the inside and outsid
e of the country and a health functional fo
od being connected with food safety.

가정
교육과

기초
(442)

영양학 Nutrition

영양학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비영양
성분들이 생명체내에서 어떻게 대사되고 어
떤 작용을 하는지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즉, 
식품 섭취 후 체내에서 일어나는 소화, 흡
수, 대사 과정 및 영양소의 체내 기능을 이
해함으로써 섭취한 식품이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Nutrition deals with the effects of food on 
health and disease by understanding the dig
estion, absorption, metabolism and nutrient 
functions in the body after eating.

실무
(352)

영양교육및상담실습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ling Practice

영양교육및상담실습은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 이론, 교
육 실시과정, 방법과 기술, 교육 매체의 활
용기술에 대해 다룬다.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practice 
deals with education and counseling theory, 
educational process, methods and technique
s, and techniques of educational media nee
ded to conduct nutrition education and cou
nseling.

심화
(442)

조리과학 Principles of Cooking

조리과정에서 의한 화학적·물리적 성질의 
변화와 영양가의 손실, 변화 등의 원리를 규
명하여 합리적인 조리방법을 할 수 있는 지
식과 능력을 기른다.

The course analysis the change of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foods loss and c
hange of nutrition values during cooking. al
so the course enhance student's knowledge 
and ability for more reasonable cooking.

전문
(334)

식생활관리학 Meal Management

식생활관리학에서는 식단 작성, 식품의 선택 
및 구매, 식품의 저장 및 관리, 조리, 급식 
등을 영양면, 경제면, 기호면, 능률면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식생활의 계획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기른다.

Meal management has the knowledge and a
bility to plan and manage the dietary needs 
by considering diet, food selection and purc
hase, food storage and management, cookin
g, and feeding in consideration of nutrition, 
economic, preference,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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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442)

식품학 Food Science

식품학은 음식물의 원료인 식품의 특성,  구
조와 성분의 본질을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즉, 식품학에서는 식품을 이루는 주요 성분
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영양성, 관능성, 조리, 
가공, 저장, 포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
고 성분간의 반응, 식품의 안전과 위생에 관
한 내용을 다룬다. 

Food science is a course that studies the  
characteristics, structure, and constituents o
f foods. It deals with the physicochemical p
roperties, nutritional properties, organoleptic 
properties, changes in cooking, processing, 
storage and packaging, reactions between i
ngredients, food safety and hygiene.

실무
(253)

한국조리 Korean Cooking

한국조리에서는 한국음식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조리법, 특징, 식사예절 등의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른다.

Korean cooking develops the ability to acqu
ire and evaluate the knowledge and attitud
es of recipes, features, and manners throug
h the theory and practice of Korea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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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즈니스(Dept. of Chinese Business Interdisciplinary Program)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중국과의 교류협력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적 실무인재

전공능력 의사소통 능력 · 비즈니스 능력 · 중국학 실무 능력

교육목표
중국어중국학과 혹은 물류무역학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에게 기능적 학문분야의 이론적 
기초와 중국지역의 특수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실용적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중국어중국학과의 중국어 관련 교육과정 운영
◾경영학의 경영관리 및 경제기초 교육과정 운영
◾교환학생을 통한 중국 언어․문화․경제의 현장체험 학습 운영

수여학위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Management)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중국통상 HSK,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중국 서비스 HSK,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공공기관 HSK, BCT, CPT

중국 현지 창업 HSK,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의사소통 능력

중국 통상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의사소통, 문서작성 및 의견조율 능력

◾뛰어난 중국어 구사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겸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갖춘다.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다.

비즈니스 능력

무역 전문가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무 비즈니스 능력

◾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무역 실무에 적용한다. 
◾중국 소비자, 기업,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중국학
실무 능력

한․중 통상 전문가로서 중국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중국의 문학, 사회, 문화 등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중국의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분야의 학습을 통해 중국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중국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 비즈니스 관련 업무를 분석 및 기획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다.

◾중국의 권역별 시장과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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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의사소통 능력 비즈니스 능력 중국학 실무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중국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국제경영, 한․중 사업전략, 
기업 관리에 대한 이해

현실적인 기업문제 인식,

문제해결능력 배양

실무
중국실무에 필요한

중국어 학습

인터넷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이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 분석,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한 

시사점도출

심화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

국제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이론 습득

현대 중국학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

기업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

기초
중국어기초문법에 대한 이해,

무역이론의 습득
중국어 회화 훈련

문형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국어 활용 능력 함양

[6] 교육과정 편성

전공능력

진로분야
의사소통 능력 비즈니스 능력 중국학 실무 능력

중국통상 ● ◐ ◯
중국 서비스 ● ◐ ◐

공공기관 ◐ ◯ ●

중국 현지 창업 ◐ ● ◯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사소통 능력 비즈니스 능력
중국학

실무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고급중국어연습(1) ● ◯ ◐ 5 2 3

고급중국어연습(2) ● ◯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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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사소통 능력 비즈니스 능력
중국학

실무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세계지역시장의이해 ◐ ● ◯ 4 3 3

시사중국어 ● ◯ ◐ 6 2 2

중국학특강 ◐ ◯ ● 5 3 2

글로벌경영사례 ◐ ● ◯ 3 4 3

실무

무역실무 ◐ ● ◯ 3 5 2

중국기업과경영 ◐ ● ◯ 3 3 4

무역영어 ● ◐ ◯ 3 5 2

인터넷무역실무 ◐ ● ◯ 3 5 2

현대중국사회 ◐ ◯ ● 3 4 3

비즈니스중국어 ● ◐ ◯ 6 2 2

심화

중국어권문화 ◐ ◯ ● 4 4 2

물류관리론 ◯ ● ◯ 4 3 3

중국문학개론 ◐ ◯ ● 6 3 1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 ● ◯ 4 3 3

국제마케팅 ◐ ● ◯ 4 3 3

중국근현대사 ◐ ◯ ● 4 3 3

중국어학개론 ● ◯ ◐ 6 2 2

유통경로관리 ◯ ● ◯ 4 3 3

국제물류관리 ◯ ● ◯ 4 3 3

기초

중국어회화 ● ◯ ◐ 3 5 2

중국어듣기와표현 ● ◯ ◐ 2 3 5

중국어문법의적용 ● ◯ ◐ 6 2 2

무역학개론 ◯ ● ◯ 6 3 1

진로분야 직무수준 의사소통 비즈니스 중국학 실무

중국통상

(T)

전문
시사중국어 세계지역시장의이해

글로벌경영사례

실무
무역영어
비즈니스중국어

무역실무[필]
중국기업과경영
인터넷무역실무

현대중국사회

심화

물류관리론[필]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국제마케팅
유통경로관리
국제물류관리

중국어권문화

기초
중국어회화[필]
중국어듣기와표현[필]
중국어문법의적용[필]

무역학개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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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수준 의사소통 비즈니스 중국학 실무

중국 서비스

(S)

전문
시사중국어
고급중국어연습(1)
고급중국어연습(2)

세계지역시장의이해

실무
비즈니스중국어
무역영어

무역실무[필] 현대중국사회

심화

물류관리론[필]
국제마케팅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국제물류관리

중국어권문화

기초
중국어회화[필]
중국어듣기와표현[필]
중국어문법의적용[필]

무역학개론[필]

공공기관

(P)

전문 세계지역시장의이해 중국학특강

실무
무역영어
비즈니스중국어

무역실무[필]

심화

중국어학개론 물류관리론[필]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유통경로관리
국제물류관리

중국문학개론
중국근현대사

기초
중국어회화[필]
중국어듣기와표현[필]
중국어문법의적용[필]

무역학개론[필]

중국 현지 창업

(F)

전문
시사중국어
고급중국어연습(1)
고급중국어연습(2)

세계지역시장의이해
글로벌경영사례

실무
무역영어
비즈니스중국어

무역실무[필]
중국기업과경영
인터넷무역실무

심화

물류관리론[필]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국제마케팅
유통경로관리
국제물류관리

기초
중국어회화[필]
중국어듣기와표현[필]
중국어문법의적용[필]

무역학개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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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18학점 18학점

신청자격 참여학과(중국어중국학과, 물류무역학과) 학생만 이수 가능

[10] 교육과정 편람

직무별
전문적

중국어 활용,
기업환경분석,

사례분석

전문
고급중국어연습(1)(SF)
고급중국어연습(2)(SF)
세계지역시장의이해(TSPF)

시사중국어(TSF)
중국학특강(P)
글로벌경영세례(TF)

중국어
실무 능력,
비즈니스

서류 작성,
실무

중국기업과경영(TF)
무역실무(TSPF)
무역영어(TSPF)
인터넷무역실무(TF)
비즈니스중국어(TSPF)

현대중국사회(TSF)

중국어
학습의 심화,
중국문화의 

이해,
시장구조이해

심화

중국어권문화(TS)
중국문학개론(P)
물류관리론(TSPF)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의이해(TSP
F)
국제마케팅(TSF)

중국근현대사(P)
중국어학개론(P)
유통경로관리(TPF)
국제물류관리(TSPF)

중국어
기초 이해,

경영 경제의

이해

기초

중국어회화(TSPF)
중국어듣기와표현(TSPF)
중국어문법의적용(TSPF)
무역학개론(TSPF)

구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T)중국통상 (S)중국서비스 (P)공공기관 (F)중국현지창업

비 
교 
과

▪어학능력시험(HSK) 특강
▪프레젠테이션마스터반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어학능력시험(HSK) 특강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이랜드(BeStar)

▪전공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기소개서작성법
▪면접 기초 파헤치기

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무역영어 자격시험 대비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필수 14985 중국어회화 Chinese Conversation 3 3 기초 3 5 2 중국어중국학과
선택 14984 중국어권문화 A man in power in China 3 3 심화 4 4 2 중국어중국학과

필수 05244 무역실무 Trade Practice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필수 1464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2
필수 14986 중국어듣기와표현

Chinese Listening & Expre
ssion

3 3 기초 2 3 5 중국어중국학과

필수 14748 중국어문법의적용 Application of Chinese Gra 3 3 기초 6 2 2 중국어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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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mmar

선택 08166 중국문학개론
An introduction to Chinese 
literature

3 3 심화 6 3 1 중국어중국학과

선택 13902 비즈니스중국어
Chinese Economy and Rela
ted language

3 3 실무 6 2 2 중국어중국학과

선택 15518 중국기업과경영
Chinese Enterprise and Ma
nagement

3 3 실무 3 3 4 중국어중국학과

필수 14642 무역학개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
l Trade

3 3 기초 5 3 2 물류무역학과

선택 14918 무역영어
International Business Engli
sh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선택 15791 인터넷무역실무 Internet Trade Practice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선택 16290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Introduction to Economics 
of Business Enterprise and 
Field Training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07587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3

1

선택 10866 고급중국어연습(1)
Advanced Chinese Practice
(1)

3 3 전문 5 2 3 중국어중국학과

선택 11975 현대중국사회
Study on Chinese contemp
orary society

3 3 실무 3 4 3 중국어중국학과

선택 11570 중국근현대사 Modern History of China 3 3 심화 4 3 3 중국어중국학과

선택 08163 중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n
guistics

3 3 심화 6 2 2 중국어중국학과

선택 06761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2

선택 11572 고급중국어연습(2)
Advanced Chinese Practice
(2)

3 3 전문 5 2 3 중국어중국학과

선택 15453 세계지역시장의이해
Introduction to Global Loca
l Market 

3 3 전문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06779 국제물류관리
International Logistics Man
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4
1

선택 05124 시사중국어 Current Events in Chinese 3 3 전문 6 2 2 중국어중국학과

선택 06037 중국학특강
Seminar in Selected Topics 
in Chinese Studies

3 3 전문 5 3 2 중국어중국학과

2 선택 12280 글로벌경영사례
Understanding Chinese tran
slation

3 3 전문 3 4 3 물류무역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중국어
중국학과

기초
(352)

중국어회화 Chinese Conversation

중국어의 기본적인 문형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하며, 좀 더 심화된 문법구조를 
파악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중국어 회화 훈련이 병행된다.

Understanding the basic sentence pattern o
f the Chinese precedence must be obtaine
d, and, more complex grammatical structure
s and can use to create the ability to lear
n Chinese language training.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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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622)

중국어문법의적용 Application of Chinese grammar

중국어 통사론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자
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Promotes the abilities to use proper senten
ces in writing through th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f Chinese syntax.

기초
(235)

중국어듣기와표현 Chinese Listening & Expression

중국어의 기본적인 문형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하며, 좀 더 심화된 문법구조를 
파악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이 병행된다.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grammar 
structure and the practice of Listening skill
s and Speaking skills.

물류무역
학과

실무
(352)

무역실무 Trade Practices

실제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간 거래 규
칙은 물론 신용장의 이해 및 작성 실무, 그
리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강의한다.

Commercial and legal study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including,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and contract of c
arriage,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and c
ontract of payment for the performance of 
sales contract, and discussion of remedies i
n case of the breach of contracts by way 
of arbitration.

심화
(43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물류관리란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재화
와 서비스를 요구되는 장소에 정확한 시간
에 완벽한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물류활동의 3대 영역인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공부한다.

Deals with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related to effective decision-making in busi
ness logistics management. Topics include t
he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and distri
bution, inventory control, production planni
ng and scheduling, international logistics an
d logistics organization.

기초
(532)

무역학개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처
하고, 무역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
모하는 세계적 흐름에 적응하도록 학생들에
게 무역에 필요한 포괄적인 제 이론의 습
득, 실제 무역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미래 무역방향에 대한 지표 등
을 강의

This course aims to attain a familiarity wit
h the major field features of the internatio
nal trade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ategy, of international trade friction, of 
world trade organizations, of international t
rade negotiations, of current international t
rade issues and of the ways in which inter
national business deals with these problems.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중국어중
국학과

기초
(442)

중국어권문화 A man in power in China

중국의 역사적 지역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별로 테마를 정하고 이를 조사 
발표함으로서 현대 중국학의 근간이 되는 문
화적 전통에 대해 고찰한다.

Studies and examines Chinese traditional or 
regional culture through survey and present
ation by student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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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631)

중국문학개론 An introduction to Chinese literature

중국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
학의 조류를 역사적으로 구명하고 문학 사상
적으로 조명하여 각 시대의 문학의 특징 그
리고 시대별 작가와 작품들에 대해 고찰한
다.

Studies and examines China's renowned liter
ary men or women and their literary works.

실무
(622)

비지니스중국어 Chinese Economy and Related Language

중국 경제와 중국어를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First, it needs that understanding about Chin
ese economy is most important purpose of t
his class, and second, it is necessary for stu
dent to understand of Chinese people econo
mic life and languages.

실무
(334)

중국기업과경영 Chinese Enterprise and Management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글로
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관련된 경
영 이슈를 학습한다. 성공 및 실패사례를 중
심으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한다. 

Students will learn issues related to business 
administration through analysis of representa
tive companies in China and global compani
es that have entered China.

전문
(523)

고급중국어연습(1)~(2) Advanced Chinese Practice(1)~(2)

일반 회화체에서 벗어난 공식석상에서 사용
하는 서면어의 활용과 수사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강독과 회화연습을 병행한다.
(내국인 교수와 중국인 교수의 팀티칭 과목)

Focuses on the practice of advance convers
ation skills used in formal situations. (Team 
teaching: a Korean teacher and a Chinese t
eacher)

실무
(343)

현대중국사회 Study on chinese contemporary society

중국의 급변하는 사회의 실상에 대한 종합적
인 이해를 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wholly the a
ctual facts of society in Contemporary Chin
a.

심화
(433)

중국근현대사 Modern History of China

아편전쟁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까지
의 보수와 개혁, 국공의 좌우투쟁 등 복잡하
고 혼란스러운 중국 근대사와 현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근대이후 중국 사회에 
새롭게 정립되는 역사적 현상과 조류를 분석
한다.

Studies the history of China from the Opium 
war to the establishment of PRC.

심화
(622)

중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주안점
을 둔다. 어음, 문자, 어휘 방면으로 나누어 
중국어의 특징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정확한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It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linguistic c
haracteristics of Chinese. It analyzes in det
ails of Chinese's features based on pronunc
iation, letters, and vocabulary to help to us
e the correct Chinese language.

전문
(622)

시사중국어 Current Events in Chinese 

뉴스 및 신문을 통해 최근 중국의 상황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어 뉴스 청취와 
신문강독을 통해 고급중국어 능력을 기를 수 

It helps to understand the latest China's situ
ation through news and newspaper. Through 
hearing Chinese news and reading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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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있다. newspaper, it can help to develop advanced 
Chinese skills. 

전문
(532)

중국학특강 Seminar in Selected Topics in Chinese Studies

중국학의 특정한 분야중에서 현재 꼭 필요하
다고 여겨지는 한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중점
적으로 깊게 다룬다. 그리고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다.

Students deal in the only subject thoroughly 
that has a high opinion of particular fields o
f Chinese studies and they may use that su
bject as a form of seminar.

물류
무역
학과

실무
(352)

무역영어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무역영어는 거래관계의 개설에서 계약의 체
결 및 이행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전 과정에
서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 도구로 무역거래에 수반
되는 영문서한, 계약서 및 각종서식의 해석 
및 작성방법과 거래당사자 상호간 의사소통
을 위한 주요 표현들을 학습한다.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is tools for su
pporting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
n process. This course studies interpretation 
and writing skills for business letter, contrac
t, and other business letter forms. Key expr
essions for business communications will also 
be dealt with.

실무
(352)

인터넷무역실무 Internet Trade Practice

인터넷상의 가상공간(cyber space)을 활용한 
해외홍보, 마케팅, 거래선 발굴 및 거래협상 
진행방법을 습득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무역거래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learning practical skills 
for doing overseas promotion, marketing, negot
iation, business partner excavation through cyb
er space. Ability to manage international busin
ess process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by el
ectronic means also be cultivated. 

심화
(433)

기업경제의및현장실습이해
Introduction to Economics of Business Enter
prise and Field Training

기업경영에 핵심적인 미시경제 이슈들과 기
업환경을 결정짓는 주요 거시경제 이슈들을 
학습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에 대하여 경제학
적 관점에서 핵심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을 위한 기업조사를 병행
한다.

This subject aims at studying micro and macro 
economic issues fundamental to business manage
ment and environment as well as understanding 
essential characteristics on small business and st
arting business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
w. Based on this, corporate surveys for field pr
actice will be conducted as well.

심화
(433)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기회를 포
착하고 해외의 최종수요자에게 제품을 전달
하는 전 과정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Discusses foreign trade laws, international co
ntracts for sale of goods, and the procedure
s and technical aspects of foreign trade.

심화
(433)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
ment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는 유통을 담당하
는 도매활동과 소매활동의 특성과 관리과정
에 대해서 강의하고 효율적 유통경로 시스템
의 설계와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그 사
례분석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Designed to help students broaden their und
erstanding of marketing problem related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and to dev
elop analytical skills required to deal with th
ose channel problems.

심화
(433)

세계지역시장의이해 International Global Loc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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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글로벌화와 함께 현지화의 압력이 증대하고 
있는 현재 세계시장환경 하에서, 세계 주요
국 혹은 지역시장의 현대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사례를 공부한다.

Under the today's world market environment
s which are characterized as the simultaneo
us pressures of loc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is course explains some understandings of 
moder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r
acteristics of major markets in the world an
d studies the localization experiences of Kor
ean firms in those markets. 

심화
(433)

국제물류관리 International Logistics Management

기업의 국제화과정의 이행에 따라 그 중요성
이 더해가는 국제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이론
과 사례를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물류시
스템, 국제운송, 국제물류센터, 국제물류전략 
및 사례와 국제물류에 수반되는 다양한 운송
방식의 법적 경제적 측면을 다룬다.

Deals with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
ransport logistics which is inevitable in inter
national trade and business. Topics include i
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transport, logis
tics center and international logistics strateg
y.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y
stems, commercial, legal and economic aspec
ts of various mode of transport are reviewe
d.

전문
(343)

글로벌경영사례 Global Business Strategy

글로벌 경영에서 학습한 국제경영환경, 사업
전략, 기업관리의 주요내용을 한국기업들의 
국제화 사례를 통해 복습하고, 기업의 국제
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들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사례분석을 통해 
배양한다.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b
usiness programs based on the evaluation an
d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market oppor
tunities. This course emphasizes the applicati
on of basic business principles in multination
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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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전공

 가. 융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을 말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형태

로 이수할 수 있음

 나. 융합전공의 이수

   1) 신청자격: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세부 신청자격은 전공별 상이함

   2) 신청기간: 매 학기 1~2주, 12~13주차(보강주간 제외)

   3) 신청절차: 『inSTAR』→ 『학사관리』클릭 → 『연계/융합전공 신청』클릭 → 융합전공 확인 및 신청

(희망전공 및 복수/부전공 선택) → 신청기간이 끝난 후 융합학부 승인을 통해 이수 가능

   4) 이수방법: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 이수 시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중 필수 교과목과 별도의 졸업기준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융합전공 교육과정

의 이수구분(필수/선택)은 융합전공 복수‧부전공을 위한 이수구분이므로 각 참여학과의 교과

목 이수구분(전필/전선)과 다를 수 있음

   5) 이수기준

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졸업자격 ※ 전공별 졸업자격이 상이하므로 각 융합전공 이수기준 및 교육과정 참고 

특이사항

※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다전공 간에는 중복인정하지 않음.

※ 하림산학융합전공 및 하림beSTAR트랙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
의 최종 선발자에 한해 이수 가능하며, 별도의 이수기준을 따름.

   6) 학점인정: 융합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융합전공 포기‧탈락 시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을 제

외한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되고, 주전공의 심화학점을 이수해야 함.

   7) 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

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

   8) 문의처: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대학본관 228호) ☏ 063-220-2821, 2823, 2824

 다. 융합전공명 및 주관학과

No. 융합전공명 주관학과 연락처 No. 융합전공명 주관학과 연락처

1 경영법학 법학과 220-2250 9 스마트시티 토목환경공학과 220-2665

2 국토정보학 부동산학과 220-2259 10 스마트팜 환경생명과학과 220-2664

3 농생명-ICT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220-2341 11 스토리미디어 영화방송학과 220-2395

4 대물차량손해사정 금융보험학과 220-2289 12 인공지능 스마트미디어학과 220-2040

5 드론융합 토목환경공학과 220-2665 13 일본IT융합 일본언어문화학과 220-2311

6 라이프스타일기획 산업디자인학과 220-2762 14 탄소융합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220-2649

7 보컬퍼포먼스 공연방송연기학과 220-3025 15 Food R&BD 한식조리학과 220-2768

8 사회적경제 게임콘텐츠학과 220-3181 16 하림산학 한식조리학과 22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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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학(Dept. of Business Management Law)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경영과 법률 및 회계의 창의․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기업법무 전문가

전공능력 법률해석능력 · 경영회계능력 · 경영법무능력 · 소송수행능력

교육목표
경영회계능력과 법률해석능력을 바탕으로 경영법무지원과 기업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업법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기업경영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의 융합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갖
춘 기업법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및 법학과의 기업법무와 관련된 
필수적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기업법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경영법학 융합전공 교과를 수강하여 경영과 회계 및 법학
의 창의융합적 사고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기업법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능력을 학습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비교과과정 
운영

수여학위 경영법학학사(Bachelor of Business Management Law)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기업법무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금융법무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투자상담사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법률해석능력

정의 법률을 법 이론에 맞게 해석하고 법률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법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법률이론과 판례의 학습을 통해 법률분쟁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경영회계능력

정의 기업경영에 있어서 재무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업경영의 구조를 이해하여 위험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 능력을 갖춘다.

◾기업회계원리를 이해하여 재무분석을 통한 정확한 기업분석능력을 갖춘다.

경영법무능력

정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합리적인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업경영에 적용되는 상사법의 법률지식을 갖춘다.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적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경영의사결정 능력을 
갖춘다.

소송수행능력

정의 기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업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법적분쟁을 소송 이외의 조정․화해 등의 분쟁해결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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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법률해석 경영회계 경영법무 소송수행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법률해석능력 경영회계능력 경영법무능력 소송수행능력

기업법무 ● ◐ ● ●

금융법무 ◐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소송관련 법률지식, 

재무회계지식, 세무회계지식

상대당사자 관점 사고능력, 
재무회계분석능력, 
세무회계분석능력

소송관점 분석마인드, 
위험분석 마인드

실무
경영법무 법률지식, 

경영회계지식
경영법무 사고능력, 

기업분석능력
준법경영마인드, 
회계분석마인드

심화
공법과 사법의 법률이론, 

경영이론, 회계이론
판례분석 및 해석 능력, 

경영분석능력

법적인 분석마인드,

경영적 사고마인드.

기초

법률제도의 구조이해, 
기업경영구조 이해,

회계원리 이해

법조문해석능력, 
기업회계능력

사회에 대한 분석마인드, 
경영위험 분석마인드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법률해석
능력

경영회계
능력

경영법무
능력

소송수행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조세법 ◐ ● ● ◐ 5 3 2

손해배상법 ◐ ◐ ● ● 4 4 2

회사소송 ● ◐ ◐ ● 5 3 2

세무회계연습 ◐ ● ● ◐ 4 4 2

e-Accounting ◐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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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법률해석
능력

경영회계
능력

경영법무
능력

소송수행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기업법률문서작성 ◐ ◐ ● ● 4 4 2

상사채권관리 ◐ ◐ ● ● 5 3 2

재무회계연습 ◐ ● ● ◐ 4 4 2

심화

물권법 ● ◐ ◐ ◐ 5 3 2

회사법 ◐ ● ● ◐ 5 3 2

행정법총론 ● ◐ ◐ ◐ 5 3 2

채권각론 ● ◐ ● ● 5 3 2

어음․수표법 ● ◐ ● ● 5 3 2

인적자원관리 ◐ ● ● ◐ 4 4 2

기업위험관리 ◐ ● ● ◐ 5 3 2

경제법 ◐ ◐ ● ◐ 5 3 2

자본시장법 ◐ ● ● ◐ 5 3 2

회계원리연습 ◐ ● ● ◐ 2 2 6

중급재무회계1 ◐ ● ● ◐ 4 4 2

투자론 ◐ ● ● ◐ 4 4 2

재무회계 ◐ ● ● ◐ 6 2 2

기초

회계원리 ◐ ● ● ◐ 4 3 3

마케팅원론 ◐ ● ● ◐ 6 2 2

재무관리 ◐ ● ● ◐ 6 2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법률해석 경영회계 경영법무 소송수행

기업법무

(C)

전문
세무회계연습
e-Accounting

조세법 손해배상법
회사소송

실무 재무회계연습 기업법률문서작성

심화

행정법총론 인적자원관리
기업위험관리
회계원리연습
중급재무회계1
재무회계
투자론

회사법[필]
채권각론[필]
어음수표법
자본시장법

기초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금융법무

(F)

전문
세무회계연습
e-Accounting

조세법 손해배상법
회사소송

실무 재무회계연습 상사채권관리

심화 물권법 인적자원관리 회사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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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업․금융법무 
전문능력

전문

조세법(CF)

손해배상법(CF)

회사소송(CF)

세무회계연습(CF)

e-Accounting(CF)

기업․금융법 
응용능력

실무
상사채권관리(F) 재무회계연습(CF) 기업법률문서작성(C)

기업․금융법무
심화능력

심화

물권법(F)

회사법(CF)

행정법총론(C)

투자론(CF)

재무회계(CF)

회계원리연습(CF)

중급재무회계1(CF)

채권각론(CF)

어음․수표법(CF)

인적자원관리(CF)

기업위험관리(CF)

경제법(F)

자본시장법(C)

기업․금융법무 
기초능력

기초
회계원리(CF) 마케팅원론(CF)

재무관리(CF)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구분: (C)기업법무 (F)금융법무

비 
교 
과

기업법무 전문가 초청 특강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15학점

※ 융합교과목: 조세법, 기업법률문서작성, 손해배상법, 상사채권관리, 회사소송

진로분야 직무
수준 법률해석 경영회계 경영법무 소송수행

기업위험관리
회계원리연습
중급재무회계1
재무회계
투자론

채권각론[필]
어음수표법
경제법

기초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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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법학과 심화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06088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4 3 3 회계세무학과

2

1

선택 05197 물권법 Law of Property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17 회계원리연습
Practices of Accounting Princi
ples

3 3 심화 2 2 6 회계세무학과

선택 14716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
ing1

3 3 심화 4 4 2 회계세무학과

선택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
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4707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6 2 2 경영학과

2

선택 15560 상사채권관리 Commercial Claim Management 3 3 실무 5 3 2
경영법학
융합교과목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필수 07982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5376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
trative Law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
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4707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3 3 심화 6 2 2 경영학과

3

1

선택 15491 조세법 Tax Law 3 3 전문 5 3 2
경영법학
융합교과목

필수 05378 채권각론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5324 어음․수표법
Law of Bills of Exchange, Pro
missory Notes & Checks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2

선택 15492 손해배상법 Compensation for Damage 3 3 전문 4 4 2
경영법학
융합교과목

선택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08007 재무회계연습
Financial Accounting for Exam
ination

3 3 실무 4 4 2 회계세무학과

선택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4

1
선택 15493 회사소송 Company Litigation 3 3 전문 5 3 2

경영법학
융합교과목

선택 06175 경제법 Economic Law 3 3 심화 5 3 2 법학과

2

선택 15559 기업법률문서작성 Legal Writing 3 3 실무 4 4 2
경영법학
융합교과목

선택 13533 자본시장법 Law of the Capital Market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8315 세무회계연습 Tax Accounting for Examination 3 3 전문 4 4 2 회계세무학과
선택 11557 e-Accounting e-Accounting 3 3 전문 4 4 2 회계세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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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532)

공동기업의 대표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에서부
터 존속,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The law regarding the stock company whi
ch is a representative enterprise form of 
the joint enterprise from founding the co
mpany it continues in the center, Before 
reaching to a disappearance, process syste
matically under investigating the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심화
(532)

채권각론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계약과 사무관리, 부
당이익,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시대적 제
도적 의의와 성질을 고찰하고 그 원칙의 
응용 능력을 향상케 한다.

In relation to contracts, office managemen
t, unfair profits, and illegal acts, which ar
e the causes of bond relations, the institu
tional significance and nature of the times 
are considered and the ability to apply th
e principles is improved.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경영법학
융합

교과목

전문
(532)

조세법 Tax Law

본 강좌는 현행 조세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규율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을 학습하고, 과세

요건법인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규정을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조세

와 기업의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

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the Basic Law of th

e National Tax, which governs the basic pri

nciples of the current tax law system, and 

the basic rules of the Corporate Tax Law a

nd the Value Added Tax Act. Through this 

learning, we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

en tax and corporate decision making.

실무
(442)

기업법률문서작성 Legal Writing

본 강좌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률적 사고방식 습득 및 문서 작성 

실무를 익힌다.

This course is to acquaint students with leg

al thinking method and writing practice thr

ough analyzing and documenting legal issue

s arising from business activities.

실무
(532)

상사채권관리 Commercial Claim Management

본 강좌는 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사매출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법과 

미회수채권에 관한 법률적인 회수방법에 대

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learn how to effecti

vely manage trading accounts receivables a

nd how to collect uncollected receivables.

전문
(442)

손해배상법 Compensation for Damage

본 강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학습한다.

This course learns the right to claim for da

mages due to default and the right to clai

m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전문 회사소송 Company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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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532)

본 강좌는 회사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소송의 유형을 분류한 후에 소송유형별 

내용과 법률규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lass will classify the types of lawsuits 

that may arise during the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hen learn about the types o

f lawsuits and legal provisions.

법학과

심화
(532)

물권법 Law of Property

물권법을 법전의 순서에 따라 강의하며, 대

륙법 일반이론 이해와 대륙법 이론과 한국

적 법의 현실과 비교 및 검토한다.

With transfer it follows in order of code of 

laws and it lectures, for a continent Buddhi

st priest's robe general objection gain and l

oss it endeavors and together that objection 

and Korean Buddhist priest's robe actuality 

and comparison and it investigates.

심화
(532)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으로서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 행

정구제법 등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내용

과 실체운영을 연구한다.

It is divided into the Administrative Action 

Ac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

nd the Administrative Relief Act as a publ

ic domestic law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ac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administrative relief, and its detailed conte

nts and actual operation are studied.

심화
(532)

어음․수표법 Law of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 

Checks

어음 수표는 돈의 지급 결제를 위한 수단으

로서 이용되는 완전 유가증권으로서 그 유

통성을 확보하고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어음법, 수표법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A draft check is a complete securities tha

t is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settl

ement of money, and it is the basic idea 

of   the bill and check laws to secure its ci
rculation and ensure payment.

심화
(532)

경제법 Economic Law

이 법은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를 규정하고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활동을 

통제한다.

This law regulates state control over priva

te economic activities and controls excessi

ve economic activity of entrepreneurs.

심화
(532)

자본시장법 Law of the Capital Market

본 강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

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하여 학습한

다.

This law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

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nhancin

g the fairness,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경영학과
기초
(622)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소비자 선택과 만족,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

된 일련의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4P로 지칭되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introduce the 

process of planning, doing, and controlling 

of serious management activities adopted to 

maximize the welfare of customers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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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는 제품, 유통, 가격,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

에 대해서 강의한다.

from their choices and satisfaction. Particul

arly marketing mix, which is known as 4ps; 

products, place, price and promotion, will b

e examined in the course.

기초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

율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

힌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o 

t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l 

q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 (Capital Budgeting) 

S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

quired investments? (financial decision) Thir

d, what short-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

ced. (short-term finance)

심화
(442)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증권투자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험을 최

소화하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론들, 

즉 CAPM, APT, OPT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통하여 실제로 투자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In this course, students examines the theory 

and analytical methods used in security eval

uation and financial investment. Specifically, 

students will study theories such as portfoli

o theory and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n

d investment techniques.

심화
(622)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

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

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

e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

ol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

ili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심화
(442)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과 개인 및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그 내용은 인적자원관

리의 개념, 행동과학과 인적자원관리, 고용

관리, 인사고과, 교육 훈련관리, 임금관리 등

이다.

Covers selection, placement, training, and p

romotion of human resourc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lso discusses the management of manpowe

r planning, and labor relations.

심화
(532)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기업위험관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하여 

기업위험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위험의 

확인, 측정수단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

한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서 기

업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Necessity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ca

n be ascertained through the survey of hist

orical development of enterprise risk manag

ement. Process can be divided into risk ide

ntification, risk analysis and risk control. To 

prevent or avoid diverse risks in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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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보도록 한다. can the various methods, for example, insur

ance, futures and option, can be considere

d.

회계세무
학과

기초
(433)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

계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래

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

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

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

he a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

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nci

al statements.

심화
(226)

회계원리연습 Practices of Accounting Principles

재무회계의 기초가 되는 회계원리를 영어교

재로 공부한다. 회계원리연습은 1학년 때 배

운 회계원리의 훈련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경영활동의 유용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무제표작성과 기본적인 재무제

표분석을  함께 공부한다.

A study of the essential foundations of fina

ncial accounting with English material. The 

course includes accounting and analysis tec

hniques used in decision-making activities s

uch as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 and fi

nancial statement analysis.

심화
(442)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1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

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

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하되,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2개 학기에 

걸쳐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

e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

lo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

tie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nce sheet for 2 semesters.

실무
(442)

재무회계연습 Financial Accounting for Examination

재무회계와 관련된 이론을 복습하고 정리한

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충분하게 풀어 

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본 과목

을 수강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재무회계 관련 

시험을 자신 있게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Review of main theoretical issues in financi

al accounting, enhancement of solving abilit

y of financial accounting problems and case

s, to provide much useful helps for qualific

ation exams.

전문
(442)

세무회계연습 Tax Accounting for Examination

세법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리하고 복습한

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에 출

제되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풀이

과정을 공부한다.

Review on overall issues on tax law, Study 

existing problems and cases presented in qu

alification examinations.

전문
(442)

e-Accounting e-Accounting

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실무

에서 주로 사용하는 회계 및 세무에 관련된 

Aim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ody of kn

owledge that includes the concepts of acco

unting information systems, especially mana



1171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 융합전공(경영법학)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S/W를 소개하고 실습한다. 본 과목을 수강

함으로써 실무에서 회계 및 세무 전산프로

그램을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gerial decision-making, control, accounting 

models, and 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

al computer softwares in accounting and ta

x are also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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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학(Dept. of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가

전공능력 지적(응용) 측량의 실무능력 ‧ 지적공부 등의 작성 및 관리능력 ‧ 국토공간정보의 관리능력 

교육목표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 
등과 같은 공간정보․지적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 관련법률 및 정책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부동산학을 기초로 지적측량 및 응용측량, 공간정보체계(GSIS) 등 국토정보관련 분야의 이
론 및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강화하며, 국토의 공간정보와 관련한 실무자 초청특강․
세미나, 모의면접 등을 통하여 취업정보의 공유 및 실무 네트워크 강화

수여학위 국토정보학학사(Bachelor of National Geo-Spacial Information)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국토정보공사, 
지적직 공무원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지적기능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지적(응용) 측량의 
실무능력

정의
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직 공무원 등 전문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기초로서 측량의 
이론 및 실기를 습득함으로써 배양된 전문적 실무능력

준거
◾지적측량 및 응용측량의 이론적 기초를 습득한다.
◾토탈스테이션 및 레벨을 이용한 측량의 실기과정을 통하여 측량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다.

지적공부 등의 작성 
및 관리능력

정의
지적측량 등의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작성하고 그 
공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실무능력

준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을 통한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기초적 이론을 습득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한 지적공부 등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실무적 전문성을 배양한다. 

국토공간정보의 
관리능력

정의
국토공간정보로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법, 공간분석의 기법 등 GS
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의 기본적 원리를 학습하고 국내외 GSIS 응
용사례 등을 통한 전문적 실무능력

준거
◾GS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의 기본적 원리를 학습한다.
◾GSIS의 응용사례 및 발전 방향을 통한 실무적 전문성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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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지적(응용) 측량의 실무

지적공부 등의 작성 및 
관리

국토공간정보의 관리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지적(응용) 측량의 실무능력

지적공부 등의
작성 및 관리능력

국토공간정보의 관리능력

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직 공무원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국토정보 및 지적업무에 대한 
기획 및 전략,

사례 등의 지식 습득

지적측량 등의 성과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윤리의식, 공정성,

사명감의 고취

실무
지적측량 등 현장에서의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본적 지식 습득

지적측량 등을 위한 
토탈스테이션, 레벨 등 

측량기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의 습득

협업적 태도,

책임감 배양

심화

전공의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직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지식의 습득

지적측량 등에서 발생하는 
오차 및 오차의 배분을 

이해․습득 및 그 기초로서 
통계적 지식의 습득

적극성,

객관적 판단과 논리적 
해결능력 배양

기초

부동산 및 지적 관련 지식, 
현재의 학문 및

실무분야의 동향 파악

지적측량 등의 기술 습득의 
기초로서 수리적 해석을 위한 

지식의 습득

동기부여에 의한

전공에 대한 열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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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지적(응용) 측량의 
실무능력

지적공부 등의
작성 및 관리능력

국토공간정보의
관리능력

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직 공무원

전문

실무
지적측량이론및실습[필]
응용측량이론및실습

공간정보관계법규 공간정보체계론(GSIS)[필]

심화

부동산계량분석론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론
물권법
행정법총론
채권총론

기초
지적학개론[필]
부동산학개론[필]
민법[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지적(응용) 측량의 
실무능력

지적공부 등의 
작성 및 관리능력

국토공간정보의 
관리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공간정보체계론(GSIS) ○ ◐ ● 6 3 1

공간정보관계법규 ○ ● ◐ 7 2 1

지적측량이론및실습 ● ◐ ○ 4 5 1

응용측량이론및실습 ● ◐ ○ 4 5 1

심화

부동산공법 ○ ● ◐ 7 2 1

부동산공시론 ○ ● ◐ 7 2 1

부동산계량분석론 ● ◐ ○ 4 4 2

물권법 ○ ● ◐ 5 3 2

행정법총론 ○ ● ◐ 5 3 2

채권총론 ○ ● ◐ 5 3 2

기초

지적학개론 ○ ● ◐ 7 2 1

부동산학개론 ○ ● ◐ 7 2 1

민법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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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지적공부 

등의 작성 및 
관리능력, 

국토공간정보
의 관리능력

전문

지적(응용)
측량의 

실무능력
실무

공간정보관계법규
공간정보체계론(GSIS)
지적측량이론및실습
응용측량이론및실습

국토공간정보
분야의 

전공심화
심화

부동산공법
물권법
행정법총론
채권총론

부동산공시론
부동산계량분석론

국토공간정보 
분야의 기초

기초
지적학개론
부동산학개론
민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한국국토정보공사 
취업특강

▪지적직 공무원 
취업특강

▪국토공간정보 
취업동아리

▪한국국토정보공사 
현장실습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담당자 초청 
모의면접

▪국토공간정보 
취업동아리

▪한국국토정보공사 
현장실습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담당자 초청 
모의면접

▪국토공간정보 
취업동아리

졸업생 Talk Show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15학점 21학점

신청자격 참여학과(부동산국토정보학과, 법학과) 학생만 이수 가능하며, 주임교수님의 면접을 통해 선발

졸업자격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 또는 지적기능사 취득

※ 융합교과목: 지적학개론, 지적측량이론및실습, 공간정보관계법규, 공간정보체계론(GSIS), 응용측량이론및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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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필수 14182 부동산학개론 Real Estate Principles 3 3 기초 7 2 1
부동산국토
정보학과

2
필수 14665 지적학개론 Land Administration Principles 3 3 기초 7 2 1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필수 16077 민법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3 3 기초 5 3 2 법학과

2

1

필수 15938 지적측량이론및실습
Cadastral Surveying Principles and 
Practices

3 4 실무 4 5 1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필수 15561 공간정보체계론(GSIS)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 3 3 실무 6 3 1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선택 05197 물권법 Law of Property 3 3 심화 5 3 2 법학과

2

선택 15197 공간정보관계법규
Laws and Regulations relat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3 3 실무 6 3 1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선택 15937 응용측량이론및실습
Application of Cadastral Surveying  
Principles and Practices

3 3 실무 4 5 1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선택 10215 부동산공법 Real Estate the public law 3 3 심화 7 2 1
부동산국토
정보학과

선택 05376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6443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 
Torts

3 3 심화 5 3 2 법학과

3 1
선택 10445 부동산공시론 Cadastral & Real Estate Registration 3 3 심화 7 2 1

부동산국토
정보학과

선택 11968 부동산계량분석론
Quantitative Methods in Real Estat
e Studies

3 3 심화 4 4 2
부동산국토
정보학과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국토
정보학
융합

교과목

기초
(721)

지적학개론 Land Administration Principles

지적학은 토지의 등록, 관리를 중심으로 한 
토지 관련 기초학문으로서  지적의 개념, 지
적의 분류와 구성요소, 지적제도의 발달과
정, 토지의 등록,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다른
나라의 사례 및 문제점 등을 교육하고 실무
적 측면에서 지적학의 활용 등을 학습한다.

A study on the introduction to general cada
stre, such as the concept of cadastre and c
omponents of cadastre, the development pr
ocess of cadastre system, the registration o
f land, the cadastre system of our country, 
and the cases and problems of other count
ries. 

실무
(451)

지적측량이론및실습 Cadastral Surveying Principles and Practices

토지의 소재, 위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지
적측량의 종류별 측량방법 및 오차배부 방
법과 수치측량 및 지적확정 측량의 원리를 
통해 가로 중심점 측량, 가구점 및 필계점 
측량, 경계정정 측량, 교차점 측량 등 지적
측량 이론을 학습하고 토탈스테이션의 활용
방법에 대한 실습을 병행한다.

A study on the cadastral surveying, such as 
the cadastral survey theory using the meth
od of surveying and the sorting methods of 
land surveying to determine the location an
d boundary, the area of land, and the meth
od of error distribution, the numerical surv
eying, intellectual confirm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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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실무
(631)

공간정보체계론(GSIS)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

GS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의 기
본적인 정의와 개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방법, 각종 공간분석 기법 등 GSIS
의 기본적인 원리를 비롯하여 실무적인 측
면에서 국내외 GSIS 응용사례 및 발전 동향
에 대해 학습한다.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geo-Spatial inf
ormation systems, such as the GSIS basic c
oncept, the spatial information database con
struction method, the various spatial analysi
s techniques, GSIS application examples and 
development trends.

부동산
국토정보

학과

기초
(721)

부동산학개론 Real Estate Principles

부동산학이 가지는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제 측면을 종합응용과학으로서 접근하여 부
동산에서 발생하는 제 현상을 고찰, 분석하
여 이에 대한 부동산 이론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Real Estate as 
a synthetic and applied science, such as an 
analysis and systemization of all economic, l
egal and technical aspects, a study on the 
all phenomena occurring in real estate and 
theories of real estate.

법학과
기초
(532)

민법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이론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서 대체로 
법전의 순서에 따라 강의하되 외국법이론, 
특히 독일법 이론과 한국법원에서 내려진 
판례 그리고 국내 각 학자들의 학설을 비교
한다. 

It is the basic discipline of civil law theory. 
It explores and learns according to the orde
r of the code of law, and compares the th
eory of foreign law, especially German law 
theory, precedents issued by Korean courts, 
and theories of domestic scholars.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국토
정보학
융합

교과목

실무
(451)

응용측량이론및실습
Application of Cadastral Surveying Principles 
and Practices

기초측량학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수준
측량, 지형측량, 노선측량, 터널측량 및 지형
도 활용방법 등 응용측량에 대한 이론을 학
습하고 각 측량의 토탈스테이션과 수준측량
의 레벨의 활용방법에 대한 실습을 병행한
다.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adastral surv
eying, based on the knowledge gained from 
basic surveying, such as the level surveyin
g, terrain surveying, route surveying, tunnel 
surveying and topographical surveying.

실무
(631)

공간정보관계법규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공간정보(지형정보, 측량정보, 토지정보, 건
축정보 등)을 활용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과 지적측량 시행
규칙 및 지적재조사특별법 등 공간정보 관
련 법규에 대해 학습하고 실무적인 측면에
서 각종 법규의 적용에 대한 사례 등을 교
육한다.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in order to utiliz
e the terrain information, surveying informa
tion, land information, building information, 
etc.

부동산
국토정보

학과

심화
(721)

부동산공법 Real Estate the public law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
법규를 중심으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이해, 

A study on the public laws and regulations 
of real estate, such as the zoning syste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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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습득시킴으로써 부동산업의 실무에 있어서 
기초적인 법적 사고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or the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use an
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real estate d
evelopment, construction.

심화
(721)

부동산공시론 Cadastral & Real Estate Registration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부
동산공시와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 및 법규
를 이해, 습득시킴으로써 부동산업의 실무상 
적응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교육한다.

A study on the basic theory and legislation 
related to cadastral & real estate registratio
n, in order to cultivate the application abilit
y in real estate business.

심화
(442)

부동산계량분석론 Quantitative Methods in Real Estate Studies

부동산투자 및 개발을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계량분석기법을 이해·습득시키며, 
이는 부동산정보처리론과 연계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SAS, SPSS 등과 같
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
다.

To extend the knowledge of students in the 
use of quantitative analysis and to develop 
the application of the advanced quantitative 
techniques for real estate decision problem
s.

법학과

심화
(532)

물권법 Law of Property

대체로 법전의 순서에 따라 강의하되 대륙
법의 일반이론 이해를 위하여 힘쓰며 아울
러 그 이론과 한국적 법의 현실과 비교 및 
검토한다.

In general, lectures are given in the order 
of the law, but they strive to understand t
he general theory of continental law, and c
ompare and review the theory and the real
ity of Korean law.

심화
(532)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으로서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 행
정구제법 등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내용
과 실체운영을 연구한다.

It is divided into the Administrative Action 
Ac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
d the Administrative Relief Act as a public 
domestic law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
d ac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ad
ministrative relief, and its detailed contents 
and actual operation are studied.

심화
(532)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 Torts

채권법의 사회적 의의와 대상을 밝힌 다음 
채권관계의 성립, 효력변경 및 소멸에 관하
여 체계적으로 강술한다. 

After clarifying the social significance and 
object of the bond law, a systematic lectur
e is given on the establishment, change in 
effect, and extinguishment of the bond rela
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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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ICT(Dept. of Agro-ICT)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농생명식품기술과 ICT 기술융합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전공능력 농생명 식품 및 환경 능력 · 지능형 ICT 능력 · 스마트 농업 경영 능력

교육목표
전북의 핵심 거점 분야인 농생명을 기반으로 농생명 식품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능형 ICT 융
합 기술을 갖춘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농생명 식품 ICT 기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용교육으로 농생명 식품의 4차 산업혁명을 주
도하고 지역 내 확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재 육성 교육과정으로 구성

▪기술과 경영의 융복합, 기술혁신과 창업, 전북 기반 농생명 식품 글로벌과 교육 실시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비교과 교육을 통합 현장 실무능력 향상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강화

수여학위 농생명-ICT학사(Bachelor of Agro-ICT)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농생명식품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사, HACCP팀장, 품질경영기사, 유통관리사

환경생명과학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농생명 식품
및 환경 능력

정의 농생명 식품 R&D, 안전 감시/ 분석/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준거 ◾농생명 식품 관련 제품의 연구 및 개발, 안전 및 품질관리 수행능력을 함양한다.

지능형 ICT 능력
정의 ICT 기반 농생명 식품 분야 정보기술 융합에 필요한 능력

준거 ◾IT/CT 플랫폼 구축, MI, S, Big Data, 연구 등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한다.

스마트 농업
경영 능력

정의 농생명 식품 경영, 유통 선진화,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에 필요한 능력

준거 ◾유통구조 혁신, 신규 기업 창업, 경영 컨설팅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농생명 식품 및 환경 지능형 ICT 스마트 농업 경영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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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농생명 식품 및 환경 능력 지능형 ICT 능력 스마트 농업 경영 능력

농생명식품 관련

기업 및 연구소
● ◐ ◐

환경생명 기업 
관련 및 공공기관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제품개발 및 연구 기기분석, 상품화 및 사업화
기획 마인드, 글로벌 마인드, 
도전적인 태도, 기업가정신

실무 품질인증 및 표준화 경영정보기술, 트렌드 분석
문제해결능력, 응용능력, 

협동적인 태도

심화
분석 이론, 경영이론,

관련 법규 이해,
프로그래밍 이론

기기 조작,
SW 개발, 앱 개발

협업 능력,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기초
농생명식품 및

환경 관련 기초 이론
글로벌 의사소통 기술,

코딩 기초
호기심, 관찰력,
끈기, 자신감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농생명 식품
및 환경 능력

지능형 ICT 
능력

스마트 농업
경영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데이터마이닝 ○ ● ◐ 4 4 2

식품위생법규 ● ○ ○ 5 3 2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캡스톤디자인)

● ○ ◐ 2 4 4

e-비즈니스 ◐ ● ● 4 3 3

기술경영 ○ ○ ● 5 2 3

실무

ICT스마트정보시스템 ○ ● ○ 4 2 4

무역실무 ○ ○ ● 3 5 2

식품가공 ● ○ ○ 4 4 2

데이터베이스 ○ ● ◐ 4 4 2

창의적소재개발 ● ○ ● 2 2 6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 ◐ 4 4 2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 ○ ○ 5 3 2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 1 ○ ◐ ○ 3 5 2

농생명식품산업경영 ● ○ ◐ 6 2 2

발효미생물학및실험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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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농생명 식품
및 환경 능력

지능형 ICT 
능력

스마트 농업
경영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심화

경영정보학개론 ○ ◐ ● 5 2 3

글로벌경영 ○ ○ ● 4 3 3

미생물학 ● ○ ○ 5 3 2

2D게임그래픽1 ○ ◐ ○ 2 5 3

건강기능식품학 ● ○ ◐ 4 4 2

식품미생물학 ● ○ ○ 5 3 2

무역영어 ◐ ○ ◐ 3 5 2

생화학 ● ○ ○ 5 3 2

2D게임프로그래밍 ○ ◐ ○ 2 5 3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 ● ◐ 5 3 2

유통경로관리 ○ ○ ● 4 3 3

수질관리Ⅰ ● ○ ○ 5 3 2

기초

프로그래밍로직 ○ ◐ ○ 4 3 3

스마트디바이스어플리케이션제작 ○ ◐ ○ 2 5 3

코딩기초 ◐ ● ◐ 4 4 2

마케팅원론 ◐ ○ ● 6 2 2

물류관리론 ◐ ○ ● 4 3 3

분석화학Ⅰ ● ○ ○ 5 3 2

자바프로그래밍 ○ ● ○ 4 4 2

스마트폰앱개발 ◐ ● ◐ 3 4 3

웹프로그래밍 ◐ ● ◐ 4 4 2

컴퓨터네트워크 ○ ● ◐ 4 4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농생명 식품 및 환경 지능형 ICT 스마트 농업 경영

농생명

식품 관련

기업 및 
연구소

(A)

전문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캡스톤디자인)
식품위생법규

데이터마이닝
e-비즈니스

기술경영

실무

창의적소재개발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농생명식품산업경영
발효미생물학및실험

ICT스마트정보시스템[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1

무역실무

심화

미생물학
건강기능식품학
식품가공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필]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2D게임그래픽1

경영정보학개론
글로벌경영
무역영어
유통경로관리

기초 분석화학Ⅰ 프로그래밍로직 마케팅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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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농생명 식품 및 환경 지능형 ICT 스마트 농업 경영

스마트디바이스어플리케이
션제작
코딩기초
자바프로그래밍
스마트폰앱개발
웹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물류관리론

환경생명과학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E)

전문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캡스톤디자인)

데이터마이닝
e-비즈니스

기술경영

실무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농생명식품산업경영
발효미생물학및실험
식품위생법규
식품가공

ICT스마트정보시스템[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1

무역실무

심화

미생물학
건강기능식품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필]
수질관리1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2D게임그래픽1
2D게임프로그래밍

경영정보학개론
글로벌경영
무역영어

기초

분석화학Ⅰ 프로그래밍로직
스마트디바이스어플리케이
션제작
코딩기초
자바프로그래밍
스마트폰앱개발
웹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마케팅원론
물류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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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3학점 18학점

졸업자격
복수전공 이수 시,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국내‧외현장실습(3학점 이상) 필수 이수
(총 이수 학점 외 별도 학점)

4IR
공통 교과
인정 조건

4IR 공통 교과의 이수학점은 ‘융합교과목 이수학점’과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단, ‘융합교과목 이수학점’의 경우 복수전공은 최대 6학점, 부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직무분야
전문능력

전문
데이터마이닝(AE)
식품위생법규(AE)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
링(캡스톤디자인)(AE)

현장실무 실무
무역실무(AE)
식품가공(AE)
데이터베이스(A)

발효미생물학및실험(AE)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
법(AE)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
무1(AE)

이론 및 
실습심화

심화

글로벌경영(AE)
미생물학(AE)
2D게임그래픽1(AE)
건강기능식품학(AE)
식품미생물학(AE)
무역영어(AE)
생화학(AE)
창의적소재개발(A)

데이터베이스시스템(AE)
유통경로관리(A)
수질관리Ⅰ(AE)

e-비즈니스(야)(AE)
기술경영(AE)

기초이론 기초
프로그래밍로직(AE)
코딩기초(AE)

경영정보시스템(AE)
마케팅원론(AE)
물류관리론(AE)
분석화학Ⅰ(AE)
자바프로그래밍(AE)
2D게임프로그래밍(E)
ICT스마트정보시스템(AE)
스마트폰앱개발(AE)
웹프로그래밍(AE)
컴퓨터네트워크(AE)

농생명식품산업경영(AE)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
해(AE)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A)농생명 식품 관련 기업 및 연구소 (E)환경생명과학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비 
교 
과

▪ 신입생 동기 부여 
프로그램

▪ 사무자동화 자격증

▪ 진로캠프 ▪ 자소서 클리닉 ▪ 취업캠프
▪ 면접

현장견학, 인턴쉽(4주/8주), 전공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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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교과목: ICT스마트정보시스템,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농생명식품산업경영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3266 프로그래밍로직 Programming Logic 3 3 기초 4 3 3 게임콘텐츠학과
2 선택 15573 코딩기초 Basic Coding 3 3 기초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2

1

선택 14704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기초 4 3 3 경영학과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05237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05244 무역실무 Trade Practices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선택 1464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3 3 기초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2164 미생물학 Microbiology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382 분석화학Ⅰ Analytical chemistryⅠ 3 3 기초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3261 2D게임그래픽1 2D Game Graphic 1 3 3 심화 2 5 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541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3 기초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2

필수 15566 ICT스마트정보시스템
ICT Smart Information syst
em

3 3 기초 4 2 4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선택 12828 건강기능식품학 Functional Foods 3 3 심화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472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965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4704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기초 4 3 3 경영학과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4918 무역영어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3 3 심화 3 5 2 물류무역학과

선택 15009 생화학 Biochemistry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2624 2D게임프로그래밍 2D Game programming 3 3 기초 5 2 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263 창의적소재개발 Game Contents Design 3 3 심화 5 3 2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06855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
ems

3 3 실무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74 스마트폰앱개발
Smartphone App. Develop
ment

3 3 기초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7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기초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08760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3 3 기초 5 3 2 스마트미디어학과

3

1

필수 15502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Understanding of Agrobio 
and Food with technologic
al convergence

3 3 기초 5 3 2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선택 15368 발효미생물학및실험
Fermentation Microbiology 
and Experiments

3 4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1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s 3 3 심화 3 5 2 경영학과

선택 06761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5383 수질관리Ⅰ Water Quality ManagementⅠ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4264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
무1

3D Character Animation W
ork1

3 3 실무 3 5 2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5313 빅데이터기초 Basic Big Data 3 3 전문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하계
선택 15557

3D모델링Ⅰ(Auto-Cad 2
D/3D) 

3D modeling Ⅰ(AutoCAD 2
D/3D)

3 3 실무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98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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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 전공선택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선택 15558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3 3 기초 4 4 2 4IR 공통 교과목

2

선택 15567 농생명식품산업경영
Management of Agro-Food 
Industry

3 3 기초 6 2 2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선택 14641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3 3 전문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1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s 3 3 심화 3 5 2 경영학과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223
3D모델링Ⅱ(Autodesk 3
D-MAX)

3D Modeling Ⅱ(Autodesk 3
D-MAX)

3 3 실무 3 5 2 4IR 공통 교과목

동계 선택 15632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3 3 심화 3 4 3 4IR 공통 교과목

4
1

선택 14728
농생명식품실천창업멘터
링(캡스톤디자인)

Entrepreneurship practice 
mentoring for agrobiofoods
(Capstone design)

3 3 전문 2 4 4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242 e-비즈니스 e-Business 3 3 심화 3 5 2 경영학과

선택 15935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Instrumental Analysis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2 선택 12668 기술경영 Technology &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농생명
-ICT
융합

교과목

기초
(424)

ICT스마트정보시스템 ICT Smart Information system

ICT를 활용한 지능화된 정보시스템의 종류
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This course provides the review of intellig
ent information system especially for types 
and implementation of real world case.

기초
(532)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Understanding of Agrobio and Food with t
echnological convergence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식품의 2차 산업은 생명유지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데, 최근 여러 가지 
기술융합의 사례와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
다. 

The primar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imal husbandry and fisheries and the se
condary industries of food are common in 
that they are the basis for life maintenanc
e. To understand the examples and conten
ts of convergence with various technologic
al cooperations.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농생명
-ICT
융합

교과목

기초
(622)

농생명식품산업경영 Management of Agro-Food Industry

농업과 식품 분야의 유기적 관계 및 경영
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유형의 
농업, 식품관련 기업의 경영형태를 이해하
며, 4차 산업시대의 농생명 식품 산업을 이
끌어야 할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대해 배운

This is intended to help students understan
d: The relevance of business to the agricu
ltural and food sectors / The meaning of 
management / The functions & types of b
usiness / The management systems of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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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다. ing agricultural and/or bio foods companies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바이오
기능성

식품학과

심화
(442)

건강기능식품학 Functional Foods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의와 시판 기능성 식
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식품의 성
분이나 전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 과학적 자료 등을 공부하여 새로운 기능
성식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다룬다.

Definition and varieties of functional foods 
covered and understood. recent developme
nts and applications for functional active c
ompounds in the foods also are studied. 

실무
(44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수·축산물의 원료 특성과 가공에 따
른 변화, 물성 등의 기본원리를 이해토록 
하여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시킨다.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hanges,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
o material features, processing of produce
s, marine products, stock farm products.

심화
(532)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식품의 원재료 및 최종 식제품에서의 미생
물에 관한 개론을 공부한다. 미생물의 특성
과 식품 성질과의 관계 등을 습득시키고, 
식품 부패, 식품 가공방법, 식중독 및 감염 
등에 대한 미생물 및 화학적인 위험요인을 
공부한다. 식품에서의 검출하고, 정량화하
며, 병원성 미생물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이
론적인 지식들과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미생물 제어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힌다. 

An introduction to the microbiology of raw 
materials and finished food products. Chara
cteristic microbial composition of certain fo
ods are understood on the basis of microbi
al source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para
meters of foods. The chemical basis of foo
d spoilage, methods of food preservation, f
ood poisoning and infection, sampling plans, 
and HACCP systems are examined. Methods 
used to detect, quantitate, and identify mic
robes (and/or their products) in foods are 
discussed.

실무
(442)

발효미생물학및실험 Fermentation Microbiology and Experiments

전통 발효식품과 더불어 요구르트, 치즈 등
과 같은 낙농발효식품 등에 관여하는 발효
미생물의 특성과 응용방법을 이해하고 기
초적인 미생물의 분리, 배양, 보존 방법 등
을 실습하고 이를 이용한 발효기술능력을 
습득한다.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a
pplications of microbial fermentation involv
ing traditional fermented foods, in addition 
to dairy fermented foods, such as yogurt, 
cheese, and practice the separation, cultur
e, preservation methods of the microorgani
sms, and acquire basic technical fermentati
on skills with them.

전문
(532)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식중독 미생물,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한 지식과 이들의 검사방법을 강의하여 
식품개발에 필요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개
념을 주입시키며 식품의 원료, 가공, 공중
보건, 환경 등 식품에 관련된 국내외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등을 이해토록 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따른 법적 규제를 알도록 
한다.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above the 
food hygiene, the food poisoning microbes, 
the heavy metal, the environmental polluta
nts and the food additives etc., and of the 
legal controls among the development and 
the production of manufactured goods incl
uding the related law in the inside and ou
tside of the country and a health function
al food being connected with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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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초
(433)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이 과목은 현대적인 기업들이 기업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과 정보시스
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
펴보기를 원하는 경영학 분야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
스템에 대한 최신 개요와 전자통신, 무선기
술, 정보보안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
론과 기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배
울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business school 
students who want an in-depth look at ho
w modern business firms use information t
echnologies and systems to achieve corpor
ate objectives. Student will find here the 
most up-to-date comprehensive overview 
of information systems, telecommunication
s, Internet, wireless technology, securing in
formation system, e-Commerce, and other 
methodologies and technologies used by bu
siness firms today.

기초
(622)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소비자 선택과 만족,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
된 일련의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하
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4P로 지
칭되는 제품, 유통, 가격,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강의한다.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introduce th
e process of planning, doing, and controllin
g of serious management activities adopted 
to maximize the welfare of customers resu
lting from their choices and satisfaction. P
articularly marketing mix, which is known 
as 4ps; products, place, price and promotio
n, will be examined in the course.

심화
(352)

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s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기업정보시스템을 구
축하는데 필수이다. 이 과목은 데이터베이
스 설계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
해 소개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모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개
발 등 자료 집합의 여러 활용부분에 대해
서 논의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데이터베이
스 기반의 기업정보시스템, 웹 사이트, 그
리고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를 위한 핵
심적인 요소이다. 

Database design is crucial to implement bu
siness information systems. This course co
vers database design and the use of datab
ase management systems for business appl
ications. In this course, we discuss the par
ts of a dataset, how to model data, databa
se construction, and developing a database 
application in a business environment. The
se skills are fundamental to managing data
base-backed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s, web sites, and other related application
s.

심화
(352)

e-비즈니스 e-Business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e-Business의 
개념과 모델, 그리고 기반구조가 기존의 전
통적인 상거래와 기업활동과 어떻게 다른
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
들은 e-Business 개념과 모델을 금융, 관광, 
교통, 운송, 물류, 교육, 음식, 건강관리 등
의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
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학생들은 최근 
이슈 중에서 한 주제를 선택하고 팀 프로
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In the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
erstand the e-Business concepts, models, a
nd infrastructure how they are different fr
om the traditional commerce and business 
activities. Moreover, the students will learn 
how e-Business concepts and models are a
pplicable to different fields, such as: banki
ng, tourism, traffic, transportation, logistic
s, education, food, healthcare, and so on. 
During the course, each student is expecte
d to select a topic related to curre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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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nd participate in a term project.

심화
(442)

기술경영 Technology & Management

기술 및 혁신을 경영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생산요소로서의 기술정보를 분석의 대상으
로 삼아 공부한다. 경제이론에서 기술요인
과 관련되는 개념 및 내용을 정리하고, 발
명의 동기, R&D의 과정, 특허 및 표준의 
역할, 기술 확산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
한 기초를 토대로 기술관리 및 전략, 기술
마케팅, 특허 및 표준경영 등 기술경영의 
제 문제를 다룬다.

The course analyses technology and innov
ation in terms of management. We deal wi
th the basic economic concepts such as in
vention, innovation, R&D process, patents, 
standards, diffusion, and the effect of new 
technology on the economy. Based on thes
e, we study technology management and s
trategy, technology marketing, patent man
agement, standards competition among riva
ls, etc.

물류무역
학과

심화
(433)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기업이 국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핵심적인 환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제
경영의 기초이론과 전략, 그리고 국제기업
의 관리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한다.

Issues and problems aris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with emphasis on decisions fac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opics i
nclude MNC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
ments, strategies, and functional managem
ent.

실무
(352)

무역실무 Trade Practices

실제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간 거래 
규칙은 물론 신용장의 이해 및 작성 실무, 
그리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에 대하여 강의한다.

Commercial and legal study of internationa
l sales contract(including goods, service, int
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and con
tract of carriage, contract of marine insur
ance and contract of payment for the per
formance of sales contract, and discussion 
of remedies in case of the breach of cont
racts by way of arbitration.

기초
(43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물류관리란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재화
와 서비스를 요구되는 장소에 정확한 시간
에 완벽한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물류활동의 3대 영역인 조달물류, 생산물
류, 판매물류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공부
한다.

Deals with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related to effective decision-making in bus
iness logistics management. Topics include 
the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and dist
ribution, inventory control, production plan
ning and scheduling, international logistics 
and logistics organization.

심화
(352)

무역영어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무역영어는 거래관계의 개설에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전 과
정에서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 도구로 무역거
래에 수반되는 영문서한, 계약서 및 각종서
식의 해석 및 작성방법과 거래당사자 상호
간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표현들을 학습한
다.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is tools for s
upporting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
tion process. This course studies interpreta
tion and writing skills for business letter, c
ontract, and other business letter forms. K
ey expressions for business communication
s will also be deal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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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433)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는 유통을 담당
하는 도매활동과 소매활동의 특성과 관리
과정에 대해서 강의하고 효율적 유통경로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고
와 그 사례분석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Designed to help students broaden their u
nderstanding of marketing problem related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and to 
develop analytical skills required to deal wi
th those channel problems.

환경생명
과학과

심화
(532)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고, 미생물
이 환경과 생명현상에 미치는 생화학 반응
을 이해한다. 유기 화학과 생화학, 생화학
적 이화, 동화 작용, 세포 구조, 미생물과 
효소 역학, 분자생물학, 원핵생물의 다양성
에 대한 요약도 공부한다.

Understanding comprehensive characteristic
s of microorganisms on the chemical reacti
on in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Topi
cs discussed will include: summary of orga
nic chemistry and biochemistry, biochemica
ls, catabolic and anabolic reactions, cell str
ucture, microbial and enzyme kinetics, mol
ecular biology, prokaryotic diversity.

기초
(532)

분석화학Ⅰ Analytical chemistryⅠ

환경, 보건, 이학, 공학 등에서  물질을 구
성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의 함량을 확인하
는  기초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통
계적 분석방법, 몰농도, 몰수, 부피변화, 농
도계산 및 화학양론, 부피분석을 위한 산 
염기론, 산 염기 적정, 완충용액의 제조, 산
화 환원 적정 이론 등을 공부한다.

Environmental analytical chemistry is a bra
nch of chemistry and is applicable to gene
ral science, engineering, health science, an
d environmental studies. Its main purpose i
s to determine the quantity and type of c
onstituents in a variety of materials. For t
his, we study statistics of analytical metho
ds, molarity, moles, acid-base theory, chela
te titration, oxidation-reduction titration, b
uffer solution and mass balance theory.

심화
(532)

생화학 Biochemistry

생체 내 각종 화학 분자들의 이화 및 합성
의 반응과 경로, 또한 그 조절의 특징들을 
이해하여, 환경에  대한 생명화학적 기초와 
생명 및 환경 개발에 필요한 분자화학적 
기초를 다지게 한다.

Various in vivo chemical reactions and syn
thesis of molecules and physico path, but 
also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
e adjustment, the chemical basis of life on 
the environment and can broaden the bas
e chemical molecules required for life, dev
elopment and the environment.

실무
(532)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nstrumental Analysis And Standard Methods

본 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분석기기를 이용
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정량하는 방법을 공
부한다. 분석기계는 크게 분광학적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표면분석법 및 크로마토
그래피 방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석 장
비의 분석원리, 구성 및 검출기 종류 및 검
출원리 등을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기기 
운용 법을 익힌다.

This subject covers the methodologies for 
the determination of environmental contam
inants by using the various type of analyti
cal instruments. The analytical instruments 
classify into four large catagories of spectr
oscopy, electrochemistry, surface analysis a
nd chromatography, and also leads to stud
y analytical principles, equipments, and det
ector types and detection mechanism throu
gh th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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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532)

수질관리Ⅰ Water Quality ManagementⅠ

수환경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각 수역의 수
질보전 방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물
의 성상, 중요성 및 수질오염문제를 이해하
고 대처할 수 있는 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수질환경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ubject is to study on physical-chemic
al properties of water, importance of wate
r as resources, physicochemical waste wat
er treatment, and the protection and prese
rvation of water's quality for various bene
ficial uses as basic part of water quality.

게임
콘텐츠
학과

기초
(433)

프로그래밍로직 Programming Logic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론과 실기를 배우는 
과목이다. C 언어의 숫자형, 문자형, 연산
자, 제어용 문장, 배열, 포인터, 구조체, 파
일 응용 등 관련된  문법을 익히고 응용방
법을 공부한다. 

Students study and practice the computer l
anguage grammar such as the data structu
res of the numerical forms and characters, 
strings, operator, controls, array, the struct
ure, pointer, and the file processing, etc. 
mostly relevant to game development.

심화
(352)

2D게임그래픽1 2D Game Graphic 1

2D게임 그래픽의 기본이 되는 타일맵, 패
턴맵, 레이어맵의 제작 과정과 맵 에디터를 
이용하여 2D게임의 배경을 제작방법을 배
운다.

Students learn how to make the tiled map, 
the pattern map, and the layered map, wh
ich are basis for 2D game graphic product
ion, and learn the method for building the 
background for the 2D games using a map 
editor.

기초
(523)

2D게임프로그래밍 2D Game programming

2차원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DirectDraw, DirectInput, DirectSo
und 등의 DirectX의 기본 라이브러리를 공
부하고,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임을 분
석한다.

Students will learn the technology to produ
ce two dimensional game programming. St
udents will study the basic DirectX librarie
s of Direct Draw, DirectInput, Direct Soun
d, and  analyze the game produced by usi
ng the Direct X libraries.

심화
(532)

창의적소재개발 Game Contents Design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
가갈 수 있는 캐릭터, 시나리오, 이벤트, 퀘
스트, 동영상, 아이템 등 재미있는 게임소
재에 대한 분석, 적용방법 등을 학습하고, 
팀 별로 주제를 정하여 작성, 발표하므로 
게임 소재의 활용법과 중요성을 익힌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contents de
sign of game. Students study and practice 
such as characters, scenario, events, quest
s, moving pictures, items, etc.
By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various to
pics relevant to game contents design, stu
dents will acquire the basic skills to advan
ce to the level of creative contents design
er of game.

실무
(352)

3D캐릭터애니메이션실무1 3D Character Animation Work1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실무는 3D캐릭터에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 캐릭터에게 생명
력을 불어넣는다. 게임 그래픽 전문가 과정
은 게임 상에서 보이는 그래픽을 구축하고, 
3d 애니메이션과 이펙트를 실무에 맞게 학
습하는 과정이다. 높은 게임 그래픽 비주얼

Students learn how to build low polygon 3
D characters with texture map, skeleton, a
nd lighting effects, which are used for ga
me industries. This course is for advanced 
users who need more skills of Photoshop a
nd Painter as texture map editor. The st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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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포토샵과 페인터 드로잉 수업을 
연동하며,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포트폴리오 제작 후 실무에 접했을 때 업
무 처리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ents can work in game companies after co
mpletion.

스마트
미디어
학과

기초
(442)

코딩기초 Basic Coding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론과 실기를 배우는 
과목이다. 숫자형, 문자형, 연산자, 선택 및 
반복문, 제어문 등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본논리와 구성, 사용방법 등의 문법을 익
히고 응용방법을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theory and 
practice of data types, operators, expressio
ns, loops and C fundamentals. So this cour
se will provide some familiarity with basic 
programming concepts like variables, assign
ment statements, loops and the students de
velop the basic skills to apply them to sma
rt media.

기초
(442)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이 과목은 자바를 이용하여 객체지향 프로
그램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타입, 변수, 제어
구조, 함수, 데이터구조, 그리고 구조적 프
로그램설계를 학습하며, 객체지향 설계 및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fundamentals of 
object oriented programming concepts and 
software development using the Java Lang
uage. Topics covered include data types, v
ariables, control structures, functions, data 
structures, and structured program design. 
Elements of object-oriented design and pro
gramming are also introduced.

실무
(44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ems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DBMS, Data Model,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하
여 공부하고, 고급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
복, 병행제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n
ity to study of database management syste
ms (DBMS) features, functions, and archite
cture, including logical design, data models, 
normalization, object-oriented data, and da
tabase administration. A DBMS product will 
be used to illustrate principles.

기초
(343)

스마트폰앱개발 Smartphone App. Development

스마트 폰 앱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개념, 사
용 언어를 배우고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
이션, 센서 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앱 
콘텐츠 제작 뿐 아니라 IoT(사물인터넷)와 
연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실습
한다.

It will learn basic concepts and language r
equired to develop various smart phone ap
ps  using images, sound, animations and se
nsor data and also  interlink of IoT (Intern
et of Things).

기초
(44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본 교육과정에서 웹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기본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본
적인 웹 문서의 작성 기법들에 대해 공부
한다. 특히 HTML5, CSS3, Javascript와 같
은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웹 프로그래밍 기
술과 JQUERY, MOBILE WEB PAGES와 같
은 고급 웹 프로그래밍 기술들에 대해 학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process 
of web programming service and study me
thods  for writing basic web documents. A
lso we study client-side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HTML, CSS3 and JavaS
cript and advanced web programming tech
niques such as JQUERY and Mobil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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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습한다.

기초
(53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컴퓨터네트워크의 기초적인 개념과 네트워
킹을 위한 방법론 등을 습득한다. 컴퓨터네
트워크의 변천사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OSI 7 layer, TC
P/IP, Routing, Subnetting 등의 인터넷의 기
본 이론을 배운다.

This course provides an in-depth look at b
asic telecommunications terminology and c
oncepts. Introduction to voice and data net
works, signaling and multiplexing. Network 
topologies and protocol fundamentals and a
rchitectures are presented and compared.

전문
(442)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
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
아내는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y the datamining which is 
the computational process of discovering p
atterns in large data sets.

Superstar
College
4IR

공통 교과

실무
(343)

3D모델링Ⅰ(AutoCAD 2D/3D) 3D modeling Ⅰ(AutoCAD 2D/3D)

AutoCAD를 활용한 2차원 및 3차원 모델링
에 관한 강좌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습득하여 다양한 예제를 수행한다.

It is a course on 2-D and 3-D modeling u
sing AutoCAD, and students will learn com
mands and perform various examples.

실무
(352)

3D모델링Ⅱ (Autodesk 3D-MAX) 3D Modeling Ⅱ(Autodesk 3D-MAX)

3D MAX를 사용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디자
인의 제품을 3D 모델링을 통하여 만들어냅
니다. 

Create a wide range of design products using 
3D modeling in a classroom using 3D MAX.

기초
(343)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국내 항공법규 및 드론운영에 대하여 학습
하고, 드론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
육을 통한 방송, 사진 항공촬영기술 습득하
며, 드론교육지도사 및 항공촬영 2,3급 자
격증 취득과정 교육한다.

It learns about the aerial codes and drone 
operation and learns about Broadcasting Cl
ass 2, 3rd degree certificate of qualificatio
n through training courses, and learns how 
to obtain a drone training certificate and 
an aerial filming.

기초
(442)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빅데이터와 이의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acquisitions of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big data an
d its applications.

심화
(343)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본 교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제작 실습을 수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basi
c concepts of IoT and conduct the practic
e of making internet systems of objects us
ing Arduino.

기초
(226)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nectional 
Intelligence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연결지능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해당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f com
petence to adapt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connectional intelligence to drive 
innovation and breakthrough results by har
nessing the power of relationships and ne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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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차량손해사정(Dept. of Other property & Car Claim Adjustment)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대물차량손해사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전공능력 논리적 사고력 · 문제해결 능력 · 원만한 대인관계

교육목표 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사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 편), 손해사정이론, 자동
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구조정비이론 등의 전문 지식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대물차량손해사정학사(Bachelor of Other Property & Car Claim Adjustment)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회사 손해사정사, 보험심사역, 정비기능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논리적 사고

정의 논리에 맞게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

준거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한다.

문제해결

정의 어떤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서적, 지적, 구체적 능력의 총체

준거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만하게 해결한다.
◾고객과의 보험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해결한다.

대인관계

정의 조직의 구성원들 간에 협조적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직장생활에서 상호 원만한 협업관계를 구축한다.
◾동료와 갈등상황 발생 시 원만히 해결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 대인관계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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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회사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자동차보험론 ● ◐ ○ 5 3 2

전기자동차 ● ◐ ○ 4 4 2

실무

대물차량사례연습 ◐ ● ○ 4 4 2

대인손해사정실무 ○ ● ◐ 4 4 2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 ● ◐ 4 4 2

손해보험실무 ● ◐ ○ 5 3 2

자동차공학및실험 ● ○ ○ 4 4 2

차량제어공학 ● ◐ ○ 4 4 2

심화

보험계약법판례연구 ● ◐ ○ 4 4 2

손해사정사례연습 ● ◐ ○ 4 4 2

자동차구조및정비이론 ● ◐ ○ 3 5 2

금융보험업법 ● ◐ ○ 5 3 2

손해사정론 ● ◐ ◐ 5 3 2

자동차구조실무 ● ◐ ○ 3 5 2

기계공학실험 ● ◐ ◐ 3 4 2

차량엔진공학 ● ○ ○ 5 3 2

기초
보험계약법 ● ◐ ○ 5 3 2

손해보험론 ● ◐ ○ 5 3 2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기획 및 전략,

사례 및 판례 연구

보험 외부환경 분석, 

보험 산업 전략 수립
윤리의식, 공정성, 사명감

실무
고객관리, 보험정보관리, 

일정 관리
보험사고 해결, 보험금 산정 협업적 태도, 책임감

심화 보험사고 관리 분쟁해결, 분쟁예방대책 수립
적극성, 객관적 판단과 논리적 

문제해결 능력

기초
보험 관련 지식,

보험업 현황 및 동향
수리적 능력, 보험법규 이해 고객지향적인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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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손해사정사
보험심사역
전문지식 및 

실무활용능력

전문

자동차보험론 전기자동차

현장체험
손해사정실무
전문가적태도
고객 친화적 

태도

실무
대물차량사례연습
손해보험실무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자동차공학및실험 차량제어공학

법률지식,
논리적 
사고력,

시장조사 및 
통계

심화

자동차구조및정비이론
금융보험업법
손해사정론
자동차구조실무

보험계약법판례연구
손해사정사례연습
대인손해사정실무
기계공학실험

차량엔진공학

금융보험 
기초지식
금융보험 

산업 및 동향 
파악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기초

보험계약법 손해보험론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교 
과

▪보험계약법 특강
▪보험업법 특강
▪손해사정이론 특강

▪보험계약법 특강
▪보험업법 특강
▪손해사정이론 특강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특강

▪자동차보험론 특강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특강

▪자동차보험론 특강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진로분야 직무
수준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회사

전문 전기자동차 자동차보험론

실무
손해보험실무
차량제어공학

대물차량사례연습
대인손해사정실무
자동차공학및실험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심화

보험계약법판례연구
손해사정사례연습
자동차구조및정비이론
금융보험업법
차량엔진공학
기계공학실험

자동차구조실무 손해사정론

기초
보험계약법
손해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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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 융합교과목: 대물차량사례연습, 자동차구조및정비이론, 보험계약법판례연구, 손해사정사례연습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2 선택 06732 보험계약법 Insurance contract law 3 3 기초 5 3 2 금융보험학과

2

1
선택 15594 자동차구조및정비이론

Automobile structure and m
aintenance theory

3 3 심화 3 5 2
대물차량손해사정

융합교과목

선택 15932 손해보험실무
Property & Casualty Insuran
ce practice

3 3 실무 5 3 2 금융보험학과

2

선택 15593 대물차량사례연습
Other property & car case 
practice

3 3 실무 4 4 2
대물차량손해사정

융합교과목
선택 07702 금융보험업법 Finance and Insurance Law 3 3 심화 5 3 2 금융보험학과

선택 06150 손해사정론 Theory of Claim Adjusting 3 3 심화 5 3 2 금융보험학과
선택 05408 자동차보험론 Automobile Insurance 3 3 전문 5 3 2 금융보험학과

선택 15806 자동차구조실무 Automobile Structure Practice 3 3 심화 3 5 2 금융보험학과

3

1

선택 15240 보험계약법판례연구
Insurance contract law case 
studies

3 3 심화 4 4 2
대물차량손해사정

융합교과목

선택 15241 손해사정사례연습
Claim adjustment case pract
ice

3 3 심화 4 4 2
대물차량손해사정

융합교과목

선택 15851 대인손해사정실무
Practice of physical Claim A
djustment

3 3 실무 4 4 2 금융보험학과

선택 16196 자동차공학및실험
Automotive Engineering and 
lab

3 4 실무 4 4 2 기계자동차공학과

2
선택 15119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Other property & car claim 
adjustment practice

3 3 실무 4 4 2 금융보험학과

선택 16199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of Mechanical E
ngineering 

3 4 심화 3 4 3 기계자동차공학과

4

1 선택 16198 차량제어공학
Vehicle Structure and electr
onics

3 3 실무 4 4 2 기계자동차공학과

2
선택 12239 차량엔진공학 Vehicle Engine Engineering 2 2 심화 5 3 2 기계자동차공학과
선택 16204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2 2 전문 4 4 2 기계자동차공학과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대물차량 심화 보험계약법판례연구 Insurance contract law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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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손해사정
융합

교과목

(442)

보험계약법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연구
하고 이를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
용적인 학문을 강의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various case studies 
related to the insurance contract law and l
ectures on practical studies that can be uti
lized actively in practice.

심화
(442)

손해사정사례연습 Claim adjustment case practice

손해사정의 개념, 방법, 절차, 보험종목별 
손해사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 등을 구체적
인 사례를 통해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강의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concept of claim adjustment, met
hods and procedures, factors to be conside
red in the claim adjustment by insurance c
ategory, etc. through practical examples an
d practical studies that can be utilized acti
vely in practice.

실무
(442)

대물차량사례연습 Other property & car case practice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 파손
되거나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있어 손
해사정 실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습득
하고, 이를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
용적인 학문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claim adjustment practice in case of 
damage to property of the other party or 
damage to the own vehicle due to an auto
mobile accident through practical examples 
and practical studies that can be utilized a
ctively in practice.

심화
(352)

자동차구조및정비이론
Automobile structure and maintenance theo
ry

자동차 사고 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손
해사정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
차의 부품, 구조, 각 부품별 기능 및 자동
차 정비이론 등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강
의한다.

In order to precisely assess damage to a c
ar damaged in the event of a car acciden
t,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
ts with the parts and structure of the car, 
function of each part and the theory of c
ar maintenance through practical examples 
and practical studies that can be utilized a
ctively in practice.

금융보험
학과

기초
(532)

보험계약법 Insurance contract law

일반적인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와 현
행보험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해석
방법을 이해하고 각종 법률제도에 관한 법
규를 강의한다.

It understands the gain and loss against th
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a general ins
urance contract and the current insurance 
law and a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method and the law regarding a various le
gal system it lectures.

기초
(532)

손해보험실무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practice

손해보험의 기초이론과 손해보험 종목인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손해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띤 기타보험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The fire insurance which is a fundamental 
objection and a damage insurance item of 
damage insurance and transportation insura
nce, sea insurance, with the summary expl
anation against a liability insurance and a 
auto insurance and damage insurance agai
nst the other insurance back which w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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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the character which is similar it lectures.

심화
(532)

금융보험업법 Finance and Insurance Law

금융보험 산업은 상행위에 속하면서도 그 
사업의 성격상 일반 상행위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금융보험 거래와 관련된 계
약법규에 과한 특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
하여 강의한다.

The financial insurance industry it belongs 
in upper act and it stands but with act at 
generality at character of that enterprise 
has the quality which is different unique. 
Against an excessive feature and a concret
e contents in the contract law which relat
es with a financial insurance transactions i
t lectures.

심화
(532)

손해사정론 Theory of Claim Adjusting

손해사정의 의의,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와 보험종목별 손해사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Questionable matter of damage situation, t
he general principal regarding the process 
back and insurance item star damage situa
tion hour regarding the element back must 
consider it lectures.

전문
(532)

자동차보험론 Automobile Insurance

자동차보험의 발달과정과 그 기능을 설명
하고 자동차 보험 관련법규를 해설하며 자
동차 보험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으로 구분하여 약관내용과 계약인수 및 손
해사정방법 등을 강의한다.

It explains the advancement process and t
he function of auto insurance and it explai
ns it divides with stipulation contents it lec
tures an auto insurance relation law and a 
auto insurance with automobile liability ins
urance and full insurance contract underta
king and the damage situation method bac
k.

실무
(442)

대인손해사정실무 Practice of physical Claim Adjustment 

자동차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시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및 약관 지급기준상의 보험금 
사정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졸업 후 현장적응력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Lectures on the early stage of adaptation 
to the field after graduation by dealing wit
h the actual amount of damages in the ca
se of personnel accidents caused by autom
obiles.

실무
(442)

대물차량손해사정실무
Other property & car claim adjustment pra
ctice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 파손
되거나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사정 
실무를 익힌다.

To explain adjusting practices when the ac
cident happens in regards to property liabil
ity and vehicle damage.

심화
(352)

자동차구조실무 Automobile Structure Practice

자동차사고 시 차량의 파손부분에 손해사
정을 위해 자동차의 부품 및 구조를 이해
하고 각 부품별 기능 등을 숙지한다. 

To deal with each component and the stru
cture of the vehicle. This is necessary for 
adjusting the damage of a destroyed vehicl
e.

기계
자동차
공학과

실무
(442)

자동차공학및실험 Automotive Engineering and lab

자동차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현재 개발
되고 있는 최신 기술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특히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 전

This course study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automobiles and the latest tec
hnologies that are being developed. Esp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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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기장치, 동력전달장치, 조향, 현가장치 등 
기술적인 내용에 관해 소개하며, 학습 및 
실습을 한다.

ally, we will introduce and study technical 
contents such as engines, electric devices, 
power transmission devices, steering and s
uspension devices.

심화
(343)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가공,열 유체 및 재료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기초실력을 
배양함으로서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쉽게 
적응토록 한다.

Experimental study on basic fields of mech
anical engineering.

실무
(442)

차량제어공학 Vehicle Control Engineering

차량 제어 장치의 운용·통제·관리와 전
력 및 데이터 버스 제어, 자체 고장 진단 
기능 개발에 관한 기술. 하부 기술로 운용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고속 디지털 데이터 
버스 제어 기술, 체계 전력 제어 기술, 고
장 진단 체계 설계 기술 등을 학습하며 특
히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인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HDA)을 비롯해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 등의 내용을 
배운다.

Technology on operation, control, and man
agement of vehicle controls, power and da
ta bus control, development of self-diagnos
tic functions. Sub-technologies learn operat
ion software design technology, high speed 
digital data bus control technology, system 
power control technology, fault-diagnostic s
ystem design technology, etc., especially th
e highway driving support system (HDA), c
ore technologies of autonomous driving, as 
well as the contents of rear-side alarm sys
tem (BSD),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
ystem (AEB), lane departure warning syste
m) and LDWSWS.

심화
(532)

차량엔진공학 Vehicle Engine Engineering

열역학을 바탕으로 하는 동력발생장치로서 
가솔린엔진, 디젤엔진의 작동원리, 연소특
성, 연료특성, 설계이론, 성능해석 방법 등
을 배우며, 특히 배기오염물질 배출을 비롯
하여 각종 동력발생장치의 이론과 그 응용
에 주안점을 두어 강의한다.

The subject teaches  the principle of gasol
ine  engine and diesel engine ,the charact
eristic of combustion and fuel and the disi
gn method of engine etc.. Especially the a
pplication and theory on the power genera
tion vehicle are also introduced.

전문
(442)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과 
현황을 소개한다. 친환경 자동차, IT 기반 
지능형 자동차 및 IT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의 세 가지 관점에서 미래형 자동차를 소
개하며 전기자동차의 전반적인 기술을 배
운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directions and s
tatu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adv
anced automotive technology. In particular, 
we will introduce the future vehicles from 
three perspectives: eco-friendly vehicles, I
T-based intelligent vehicles, and IT-based 
autonomous vehicles. Learn the overall skil
ls of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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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융합(Dept. of Drone Convergence)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글로벌 드론산업분야 맞춤형 창의적 인재

전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교육목표
드론 관련 기본 이론부터 조정운영 기술에 이르기까지 드론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드론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창의적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드론 분야 이해를 위한 기본 이론 및 실기 운영 교육

▪드론을 활용한 각 분야와 연계한 전공교육 및 드론자격 취득을 위한 필기 및 실기교육

수여학위 드론융합학사(Bachelor of Drone converg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드론 관련 기업체 및 교육기관

드론자격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20시간 이수) 

재난소방방재분야

방송영상분야

농업기술분야

공간정보처리분야

물류경영운송분야

역사유적발굴분야

 ※ 드론 국가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콤터) 필기과목(3과목):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및운영 / 실기시험 별도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정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 사고와 공학적 지식을 통해 문
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준거
◾융·복합적인 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해한다.
◾문제 이해, 아이디어 도출, 계획수립 및 실행 능력을 갖춘다.

현장실무

응용 능력

정의
드론관련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소양 및 현
장 실기 대응능력 

준거
◾드론 관련 전공지식과 전문지식을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드론 전문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공학적 지식 및 실기 능력을 갖춘다.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정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공학적 의사표현 능력 및 다양한 의견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드론 환경에서 전문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하여 인지한다. 
◾현장에서의 책임감 및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정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별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최근 발
전하는 드론분야 신기술을 결합, 생산성 및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능력

준거
◾드론코딩, 드론항공법규, 드론조정 및 운영능력을 이해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공간정보, 소방방재안전, 방송영상, 역사유적발굴, 
군사경찰, 물류운송, 여행분야 등의 관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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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융합신기술 활용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융합신기술 활용

드론 관련 기업체 및 교육기관 ○ ● ◐ ◐

재난소방방재분야 ● ● ○ ◐

방송영상분야 ● ● ● ◐

농업기술분야 ◐ ● ○ ◐

공간정보처리분야 ● ● ◐ ●

물류경영운송분야 ◐ ● ● ◐

역사유적발굴분야 ●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 새로운 기술 

융합 및 응용 능력

산업 환경 분석,

프로젝트 수행 능력

기획 마인드,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드론 부품 이해 및 설계 
능력, 실기 운영 관리 

프로젝트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팀워크 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협업적인 태도

심화
드론운영 및 촬영,

편집 전공지식

전공 실험 능력 및

실험․분석 장비 운영

적극적인 정보 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분석 태도

기초 수학, 코딩, 공학지식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능력

지속적 자기개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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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문제해결

현장실무
응용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탄소화학 ● ◐ ○ 3 5 2

탄소물리 ○ ● ● 3 5 2

전산구조설계 ○ ● ● 3 6 1

PS콘크리트구조설계 ● ○ ● 4 3 3

화재모델및시뮬레이션 ● ● ○ ● 4 4 2

물류혁신사례연구 ● ● ● 4 3 3

물류신기술및트렌드의이해 ◐ ● ○ ● 3 4 3

실무

콘크리트재료실험 ● ○ ● 3 4 3

열전달 ● ◐ ● 5 3 2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 ● ● ○ ● 5 3 2

역사문화콘텐츠제작실습
(캡스톤디자인)

● ● ◐ 5 3 2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 ● ◐ 3 5 2

인터넷마케팅 ◐ ● ◐ ● 3 5 2

강구조공학 ◐ ● ◐ 3 6 1

문화도시만들기(캡스톤디자인) ● ● ◐ ● 5 4 1

드론비행이론및실습 ◐ ● ◐ ● 3 5 2

공간정보수집및처리 ● ○ ○ ● 4 4 2

항공기상및법규 ○ ● ◐ ◐ 6 2 2

탄소섬유개론 ● ◐ ○ 3 4 3

심화

소방관계법규 ● ◐ ○ 7 2 1

물류관리론 ● ◐ ○ 4 3 3

정정구조역학 ● ◐ ◐ 4 3 3

소방학개론 ● ○ ◐ 4 4 2

전기안전공학 ● ◐ ○ 6 2 2

유통경로관리 ● ◐ 4 3 3

소비자행동론 ● ◐ ◐ 5 3 2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 ◐ ○ 3 5 2

e-비즈니스 ○ ● ◐ ● 3 5 2

탄소가공 ● ○ ◐ 3 5 2

드론코딩의이해 ● ◐ ◐ ● 5 2 3

탄소학개론 ● ○ ◐ 6 2 2

기초

경영정보시스템 ● ○ ○ 4 3 3

박물관과문화유산 ● ◐ ○ 6 2 2

역사문화콘텐츠제작입문 ● ◐ ◐ ◐ 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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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기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드론 관련 
기업체 및
교육기관

(A)

전문
항공기상및법규 드론코딩의이해 탄소화학

탄소물리

실무
인터넷마케팅
탄소섬유개론

드론비행이론및실습[필]

심화
e-비즈니스
탄소학개론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소비자행동론 탄소가공

기초 드론조정교육및촬영 공간정보수집및처리[필]

재난소방
방재분야

(B)

전문
화재모델및시뮬레이
션

항공기상및법규 드론코딩의이해

실무 드론비행이론및실습[필] 열전달

심화 소방관계법규 소방학개론 전기안전공학

기초 드론조정교육및촬영 공간정보수집및처리[필]

방송영상
분야
(C)

전문 항공기상및법규 드론코딩의이해

실무 드론비행이론및실습[필]

심화

기초 드론조정교육및촬영 공간정보수집및처리[필]

농업기술
분야
(D)

전문 항공기상및법규 드론코딩의이해

실무 드론비행이론및실습[필]

심화

기초 드론조정교육및촬영 공간정보수집및처리[필]

공간정보
처리분야

(E)

전문 전산구조설계 항공기상및법규 드론코딩의이해

실무 강구조공학 콘크리트재료실험 PS콘크리트구조설계

심화 정정구조역학

기초 드론조정교육및촬영 공간정보수집및처리[필]

물류경영
운송분야

(F)

전문
물류신기술및트렌드
의이해

항공기상및법규 드론코딩의이해 물류혁신사례연구

실무
드론비행이론및실습[필] 물류프로젝트관리의 

이해

심화 물류관리론 유통경로관리

기초 경영정보시스템 드론조정교육및촬영 공간정보수집및처리[필]

역사유적
발굴분야

(G)

전문
문화재조사방법및실
습

항공기상및법규 드론코딩의이해

실무
문화도시만들기(캡스
톤디자인)

드론비행이론및실습[필] 역사문화콘텐츠제작
실습(캡스톤디자인)

심화

기초
박물관과문화유산 드론조정교육및촬영 역사문화콘텐츠제작

입문
공간정보수집및처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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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소방방재공간
경영물류운송
역사유적발굴

전문

탄소화학(A)
탄소물리(A)
항공기상및법규(ABCDE
FG)
드론코딩의이해(ABCDE
FG)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
(G)

전산구조설계(E)
화재모델및시뮬레이션(B)
물류혁신사례연구(F)
물류신기술및트렌드의이
해(F)

항공기상법규
드론조정운영
공간정보수집
공간정보처리

실무

드론비행이론및실습(AB
CDFG)
콘크리트재료실험(E)
열전달(B)
역사문화콘텐츠제작실습
(캡스톤디자인)(G)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F)
인터넷마케팅(A)
강구조공학(E)
탄소섬유개론(A)
PS콘크리트구조설계(E)

문화도시만들기(캡스톤디
자인)(G)

드론공학
드론소재
물리/화학

장비운영능력

심화

소방관계법규(B)
물류관리론(F)
정정구조역학(E)

소방학개론(B)
전기안전공학(B)
유통경로관리(F)
소비자행동론(A)
데이터베이스시스템(A)
탄소학개론(A)

e-비즈니스(A)
탄소가공(A)

기초코딩지식
기초공학지식
테이터분석

기초

박물관과문화유산(G)
역사문화콘텐츠제작입
문(G)
경영정보시스템(F)

드론조정교육및촬영(AB
CDEFG)
공간정보수집및처리(AB
CDEFG)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A)드론 관련 (B)재난소방 (C)방송영상 (D)농업기술 (E)공간정보 (F)물류경영 (G)역사유적

비 
교 
과

▪3D 프린팅 교육
▪코딩 및 드론 교육

▪Drone School
▪드론관련 업체대표 

초청 취업 특강
▪해외연구소 견학
▪영국 AMRC 연구소 

복합재 교육

▪Drone School
▪드론관련 업체대표 초

청 취업 특강
▪해외연구소 견학
▪영국 AMRC 연구소 복

합재 교육

▪Drone School
▪드론관련 업체대표 초

청 취업 특강
▪해외연구소 견학
▪영국 AMRC 연구소 복

합재 교육

졸업생 초청 특강, 드론동아리, 드론축구대회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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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15학점

특이사항 개설교과목 표에 작성된 ‘탄소융합 융합교과목’ 이수 시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융합교과목: 드론비행이론및실습, 공간정보수집및처리, 드론코딩의이해, 항공기상및법규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선택 　14704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
ems

3 3 기초 4 3 3 경영학과

선택 1464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2351 소방관계법규 Fire Protection Code 3 4 심화 7 2 1 소방안전공학과

2

선택 07448 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Determi
nate Structures

3 3 심화 4 3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4661 박물관과문화유산 Museum and cultural heritage 3 3 기초 6 2 2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5440
역사문화콘텐츠제작
입문

Introduction of creation of his
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2 2 기초 5 4 1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4704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
ems

3 3 기초 4 3 3 경영학과

3

1

필수 16164 드론비행이론및실습
Drone Flight Theory and Prac
tice

3 3 실무 3 5 2
드론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6165 드론코딩의이해 Understanding of Drone Coding 3 3 심화 5 2 3
드론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2446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Design and Lab

3 4 실무 3 4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4676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 Research of cultural property 3 3 실무 5 3 2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5437
역사문화콘텐츠제작
실습(캡스톤디자인)

Introduction of creation of his
torical and cultural contents(C
apstone design)

2 2 실무 5 3 2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5109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5110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 3 실무 3 5 2 경영학과

선택 15709
물류프로젝트관리의 
이해

Introduction to Logistics Proje
ct Management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선택 06761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C
hannel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1531 소방학개론 Introduction of Fire Science 3 3 심화 4 4 2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2061 열전달 Heat Transfer 3 3 실무 5 3 2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2653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3 3 심화 6 2 2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6090 탄소학개론 Introduction to Carbon Science 2 2 심화 6 2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5498 탄소화학
Chemistry for carbon technol
ogy

3 3 전문 3 5 2
탄소융합
융합교과목

하계 선택 15598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2 필수 16163 공간정보수집및처리
Spatial Data Collection and Pr
ocessing

3 3 실무 3 5 2
드론융합
융합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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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드론융합
융합

교과목

실무
(352)

드론비행이론및실습 Drone Flight Theory and Practice

드론의 구성부품 및 비행 원리를 이해하
고, 다양한 형태의 드론에 구조 및 비행 
안정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비행 실습을 
통하여 드론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Understanding the components and flight 
principles of drones, learning about struct
ure and flight stability in various types of 
drones, and cultivating drone utilization ca
pabilities through flight practice.

실무
(442)

공간정보수집및처리 Spatial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공간정보와 관련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융･
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
반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3차원 공간정보 기술 습득을 통
하여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무인자율이동체 기술 개발과 활용의 토대
를 배양하고자 한다.

Spatial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ie
s are essential element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basis f
or generating high value-added by conver
ging and integrating various industries. Thi
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
manned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s
uch as unmanned aircraft (drone) and self
-driving cars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
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technol
ogy.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선택 16166 항공기상및법규 Aviation Weather and Law 3 3 심화 6 2 2
드론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05873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3 3 실무 3 6 1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5109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5110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 3 실무 3 5 2 경영학과

선택 151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s 3 3 심화 3 5 2 경영학과
선택 16091 탄소섬유개론 Carbon fibers 3 3 실무 3 4 3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5227 탄소물리 Physics for carbon technology 3 3 전문 3 5 2
탄소융합
융합교과목

4

1

선택 08866 전산구조설계
Computational Structural Desi
gn

3 3 전문 3 6 1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3029 PS콘크리트구조설계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 3 3 전문 4 3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5439
문화도시만들기 (캡
스톤디자인)

Building cultural city(Capstone 
design)

3 3 실무 5 4 1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1548 e-비즈니스 e-Business 3 3 심화 3 5 2 경영학과

선택 15708 물류혁신사례연구
Case Study on Logistics Innov
ation

3 3 전문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2904 화재모델및시뮬레이션 Fire Modelling and Simulation 3 3 전문 4 4 2 소방안전공학과

2
선택 00000

물류신기술및트렌드
의이해

Understanding New Logistics 
Technology and Trend

3 3 전문 3 4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5570 탄소가공
Manufacturing process of car
bon materials

3 3 심화 3 5 2
탄소융합
융합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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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드론융합
융합

교과목

심화
(523)

드론코딩의이해 Understanding of Drone Coding

드론은 주로 통신, 제어, 센서 기술 등 다양
한 기술들이 융합하여 구동된다. 위치를 인
지하고 날 수 있는 자동항법장치, 모터제어
기술, 카메라 영상 장치 및 SW분야까지 드
론은 다양한 기술의 융합체라고 할 수 있
다. SW 코딩을 통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드론을 제어 가능하게 함으로써 드론을 활
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하드웨어 제어 능
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Drones are driven mainly by the fusion of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communicatio
n, control and sensor technology. Drones a
re a fusion of various technologies, ranging 
from automatic navigation systems, motor c
ontrol technologies, camera imaging device
s, and SW fields that can recognize and fl
y positions. By enabling drones to be contr
olled through theory and practice through 
SW coding, we want to cultivate various id
eas and hardware control capabilities using 
drones.

실무
(622)

항공기상및법규 Aviation Weather and Law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정규성 그리고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공기 운영에 필요
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함하는 과정을 이
해하고 관련된 법규를 이해를 증진한다.

Understand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p
roviding wea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aircraft operations to enhance the safety, 
normality and efficiency of aircraft operati
ons and promote understanding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토목환경
공학과

심화
(433)

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s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역학적 평형식을 이용하여 보, 트러스, 뼈
대구조물, 아치, 케이블의 반력, 부재력을 
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이동하중에 
의한 최대부재력을 산정하기위한 영향선 작
성방법을 학습한다.

Concepts of equilibrium equations, loading, 
reaction, member forces. Provides an intro
duction to structural analysis of statically d
eterminate systems, including beam, girder, 
truss, frame, arch and cable.

실무
(343)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Design and Lab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성질, 역학적 특성, 
구조거동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성질들에 
기초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을 배움으로써 구조기술자로서의 
기초자 지식을 배양한다.

Concrete aggregates, properties of fresh a
nd hardened concrete, mix design, test of 
workability, compressive strength test. Rein
forcement stress strain curve, tensile stren
gth test, bond strength.

실무
(361)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강구조물의 거동 및 특징 등 전반적인 사항
을 알아보고 시방서에 의거한 각종 강구조
부재의 설계기법을 강의한다.

Application of basic principles to design of 
steel structures; design of tension memeber
s, columns, beams, beam columns, and con
nections, beams and frames.

전문
(361)

전산구조설계 Computational Structural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기
법을 강의한다. 전반부는 수치해석기법, 메
트릭스구조 해석법을 강의하고 후반부는 구
조해석 및 설계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구조물을 해석, 설계한다.

Theory and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
nt method; stiffness matrices for triangular, 
quadrilateral, and isoparametric elements; t
wo and three-dimension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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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전문
(433)

PS콘크리트구조설계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

PC구조물의 이론을 이해하고 아울러 구조
물 설계 및 시공에 적응토록 하기 위한 것
으로 PC의 피로경향, 재료, 스트레스의 도
입, 감소량 계산, 부재단면의 응력계산 등을 
강의한다.

Concepts of prestressing; deflection of bea
m, strand, tendon, sheath. Calculation of pr
estressing loss shrinkage, creep, relaxation. 
Applications to the design of prestressed co
ncrete structures; design of flexural membe
rs.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기초
(541)

역사문화콘텐츠제작입문 Introduction of creation of historical and c
ultural contents

문화원형의 발굴은 역사문화를 기초로 하
며, 많은 콘텐츠를 포함한다. 역사문화에 대
한 학습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제작 가능성
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 

Excavation of cultural origin is based on hi
storical culture, including many contents. E
xplore possibility of making cultural content
s, establishing basis on it through learning 
historical culture.

실무
(532)

역사문화콘텐츠제작실습(캡스톤디자인) Production and practice of historical and c
ultural contents(Capstone design)

역사문화 자원을 찾아 콘텐츠 기법을 학습
하고, 자료 선별 능력 또한 배양한다. 실습 
중심의 콘텐츠 기획과 제작 방법을 습득한
다. 

We learn content technique, finding out hi
storical and cultural sources, and cultivate 
ability of selecting materials. Acquire conte
nt plan and production method of practice 
centered.

실무
(541)

문화도시만들기(캡스톤디자인) Building cultural city(Capstone design)

도시에 문화가 접목된 사례를 찾아 분석하
고 콘텐츠를 적용시킨 새로운 도시 기획 방
법을 모색한다. 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e seek planning method of new cities ap
plied in content, analyzing examples that a
re combined with cultures into cities. Run 
practical program for fostering human reso
urces with adequate field demand 

실무
(532)

문화재조사방법및실습 Research of cultural property

다양한 문화재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배
운다. 문화재의 유형을 이해하고, 각 유형별
에 따른 조사 방법을 익힌다. 문화재를 찾
아 조사 및 정리하는 현장실습을 병행한다.  

Learn how to research the various cultural 
properties directly. Figure out the types of  
cultural properties and master the research 
method distinguished by each type. It is a 
lesson that runs parallel with finding cultur
al properties in person and examining-orga
nizing. 

기초
(622)

박물관과문화유산 Museum and cultural heritage

박물관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아울러 
실습을 병행하여 앞으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We acquire basic knowledge of museums. I
n addition, we will work in professional oc
cupation paralleling with practical practices. 

경영학과
기초
(433)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이 과목은 현대적인 기업들이 기업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
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경영학 분야의 학생들을 위
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business school 
students who want an in-depth look at ho
w modern business firms use information t
echnologies and systems to achieve corpora
te objectives. Student will find here th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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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늘날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에 대한 최신 개요와 전자통신, 무선기술, 
정보보안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론과 
기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ost up-to-date comprehensive overview of 
information systems, telecommunications, In
ternet, wireless technology, securing inform
ation system, e-Commerce, and other meth
odologies and technologies used by busines
s firms today.

심화
(532)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기업의 궁극적 마케팅 타겟인 잠재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의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미시
경제학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nsumer Behavior course aims at deliveri
ng students systemic understandings of con
sumers' buying behavior by analyzing patte
rns of the potential customers who are the 
ultimate targets of the company from the 
aspects of psychology, sociology and micro
economics. It covers the theories and case 
studies of consumer information process an
d customer decision process.

실무
(352)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그동안 인터넷 비즈니스가 실무적으로 급격
히 발전하여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비즈니스
로 대두되면서 실무가 이론을 앞서는 경향
도 있으나, 이론을 겸비하지 않은 실무는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현
재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부족한 인재
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터넷 마케터라
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
다. 본 강의는 이에 따라 최신 이론과 실무
를 동시에 이해하게 하여, 전문적인 인터넷 
마케터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한다.

The Internet business has been rapidly gro
wn up in practical manners and taken the 
key position in global business. While it is 
true that some practices go further than t
heories, it is more likely that any practice 
without theoretical bases will be risky. It is 
also well accepted that Internet marketers 
armored with theories and practices are th
e most needed in the modern Internet busi
ness arenas. The Internet Marketing cours
e, thus, focuses on fostering professional I
nternet marketers by explaining the newest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field.

심화
(352)

e-비즈니스 e-Business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e-Business의 
개념과 모델, 그리고 기반구조가 기존의 전
통적인 상거래와 기업활동과 어떻게 다른지
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
은 e-Business 개념과 모델을 금융, 관광, 
교통, 운송, 물류, 교육, 음식, 건강관리 등
의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학생들은 최근 이
슈 중에서 한 주제를 선택하고 팀 프로젝트
에 참여해야 한다.

In the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
erstand the e-Business concepts, models, a
nd infrastructure how they are different fr
om the traditional commerce and business 
activities. Moreover, the students will learn 
how e-Business concepts and models are a
pplicable to different fields, such as: banki
ng, tourism, traffic, transportation, logistics, 
education, food, healthcare, and so on. Dur
ing the course, each student is expected to 
select a topic related to current issues, an
d participate in a term project.

실무
(352)

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s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기업정보시스템을 구
축하는데 필수이다. 이 과목은 데이터베이

Database design is crucial to implement bu
siness information systems. This course c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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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스 설계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
해 소개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모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기업 환
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 
자료 집합의 여러 활용부분에 대해서 논의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 기업정보시스템, 웹 사이트, 그리고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
이다.

ers database design and the use of databas
e management systems for business applica
tions. In this course, we discuss the parts 
of a dataset, how to model data, database 
construction, and developing a database ap
plication in a business environment. These 
skills are fundamental to managing databas
e-backed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s, w
eb sites, and other related applications.

물류무역
학과

심화
(43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물류관리란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재화
와 서비스를 요구되는 장소에 정확한 시간
에 완벽한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물류활동의 3대 영역인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공부한다.

Deals with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related to effective decision-making in busi
ness logistics management. Topics include t
he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and distri
bution, inventory control, production planni
ng and scheduling, international logistics an
d logistics organization.

실무
(352)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Introduction to Logistics Project Managemen
t

기업경영과정에서의 제반 프로젝트를 설계
하고 추진하는 기법을 이해한 후, 이를 물
류 및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실습
을 한다.

This course practice how to design and pe
rform project in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
n enterprise based on understanding logisti
cs planning step and procedure.

심화
(433)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
ment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는 유통을 담당하
는 도매활동과 소매활동의 특성과 관리과정
에 대해서 강의하고 효율적 유통경로 시스
템의 설계와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그 
사례분석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Designed to help students broaden their un
derstanding of marketing problem related t
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and to 
develop analytical skills required to deal wi
th those channel problems.

전문
(433)

물류혁신사례연구 Case Study on Logistics Innovation

물류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
를 분석을 통해 물류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을 위한 전략적 요소를 이해하고 최신 물류
트렌드를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
d strategic points for design and operation 
of logistics system by case studies which gi
ve lessons of getting competitive advantag
e and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 logis
tics innovation. Latest Logistics Trend will 
also be studied.

전문
(343)

물류신기술및트렌드의이해 Understanding New Logistics Technology an
d Trend

최근 IoT, 빅데이터, 로봇, 드론 등 고도화
된 정보통신기술 및 첨단기술이 물류산업과 
융합되어 물류시스템이 점차 지능화 스마트
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4차산업혁명과 첨
단기술이 물류관리에 어떻게 활용되고, 이
로 인해 기존의 물류산업을 변화되어 가는 

Recently,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
nication technologies and high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robots and drones h
ave been merged with the logistics industr
y, and the logistics system has become inc
reasingly intelligent and smart. In this r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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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rds,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and an
alyze how the 4th Industry Revolution and 
high technology are utilized in logistics ma
nagement, and how the existing logistics in
dustry is being changed.

소방안전
공학과

심화
(721)

소방관계법규 Fire Protection Code

소방관련 법령의 학습을 통하여 소방행정의 
범위와 역할을 학습하도록 한다. 소방관련 
법규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방시설 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의무소
방대설치법 등이 있다.

Introduction to the fire service code, the fi
re protection code, and the hazardous mat
erial safety code etc. to aim learning abou
t administration of fire services.

심화
(442)

소방학개론 Introduction of Fire Science

전반적인 소방의 이해와 원론적인 내용을 
통하여 소방의 전문 기술과 실무적응성 향
상을 습득한다. 소방학을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론에서는 소방의 개념과 소방행
정을 다루고 소방의 역사를 통해 소방의 뿌
리를 규명하고 소방조직을 통해 소방의 역
할을 이해하고 소방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
령을 그 범위로 한다. 각론에서는 소방실무
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통하여 소방법규
에서 정한 소방의 주요업무인 화재를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및 재난관리
의 방법론을 습득한다. 

Introduction to the fire safety theory 
through the administration plan, the manag
ement and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th
e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fo
rmation etc. of public fire service organiza
tions based on the Fire law. 
And introduction to the technical and 
engineering theory for the fire practice thr
ough design and the construction of fire e
xtinguishing and alarm system, supervision 
on constru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and inspection technique in these systems.

실무
(532)

열전달 Heat Transfer

물질의 열적성질과 열역학의 기본법칙을 학
습하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전달(전
도, 대류, 복사)과 물질의 이동에 대해 학습
한다. 화재역학을 학습하는데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This discipline provides a central vehicle fo
r the exchange of basic ideas in heat and 
mass transfer for the beginners of enginee
rs. Particular emphasis is focused on basic 
ideas of Heat and mass transfer. 
Topics covered include, new methods of m
easuring and/or correlating transport-proper
ty data, energy engineering, and environme
ntal applications of heat and/or mass transf
er.

심화
(622)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전기안전의 개념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지
식을 학습한다. 본 과정에서는 감전 사고의 
예방, 전기설비의 작업 안전, 전기화재 예
방, 정전기 재해 및 예방, 자동화 설비의 안
전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basic knowledge for a c
oncept analysis of electrical safety. In th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t prevention o
f electric shock accident, work safety of el
ectrical device, electricity fire prevention, 
electrostatic disaster and prevention, autom
ation equipment, etc.

전문 화재모델및시뮬레이션 Fire Modelling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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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442)

다양한 화재 발생 상황들을 컴퓨터로 모형
화(simulation)하여 가상현실을 구체화하여 
실제 상황의 발생결과를 사전 예측하는 기
법을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fire modeling technique
s for fire safety assessment of buildings by 
application to various computer-based fire 
models to predict the disaster. 

탄소나노
신소재
공학과

심화
(622)

탄소학개론 Introduction to Carbon Science

본 강의는 탄소소재의 원리 및 응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탄소소재의 전구
체, 탄소소재의 합성방법, 탄소소재의 산업
적 응용에 대한 폭넓은 개론적 접근을 시도
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study car
bon synthesis and industrial applications for 
understanding fundamental principles and f
eatures of carbon materials.

실무 
(343)

탄소섬유개론 Carbon fibers

탄소 섬유는 대부분이 구조재료용 복합재료 
강화재로 사용되며, 특히 고성능 탄소섬유
는 에폭시 수지 모재 복합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교과목에서는 각종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응용분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This class aims at the understanding of hig
h-performance carbon fibers, especially of 
reinforced fiber.

탄소융합
융합

교과목

전문
(352)

탄소물리 Physics for carbon technology

탄소 복합체 특성 분석에 사용되고, 분석기
술 및 특성평가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할 때 
필요한 기초 물리지식을 교육한다.

Educating basic physics for carbon composi
te analysis.

전문
(352)

탄소화학 Chemistry for carbon technology

탄소 복합체 제조를 위한 기초 화학 지식을 
습득한다.

Educating basic chemistry for carbon comp
osite synthesis.

심화
(352)

탄소가공 Manufacturing process of carbon materials

탄소소재를 이용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탄소재료 및 탄소소재 강화 복합재의 가공
특성과 성형·가공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습득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study for
ming, processing and machining carbon mat
erials and carbon materials reinforced com
posites.

Superstar
College
4IR

공통 교과

기초
(343)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국내 항공법규 및 드론운영에 대하여 학습
하고, 드론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을 통한 방송, 사진 항공촬영기술 습득하며, 
드론교육지도사 및 항공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한다.

It learns about the aerial codes and drone 
operation and learns about Broadcasting Cl
ass 2, 3rd degree certificate of qualificatio
n through training courses, and learns how 
to obtain a drone training certificate and a
n aerial fi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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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기획(Dept. of Lifestyle planning)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문화, 산업, 기술의 통합적 이해를 토대로 인간중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

전공능력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능력 · 상품기획 능력 · 마케팅 능력

교육목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라이프 스타일 재창조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 추진 

▪유능한 젊은 인력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문화의 적극적인 산업화 추진

교육과정

▪문화, 산업, 기술에 대한 통합적 이해 및 분석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구축할 수 있는 
인재양성 과정 운영

▪혁신적인 사고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역량 향상 

▪현재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분석하고 소비자 선호도를 예측하여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능력 배양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을 통한 실무능력 강화 및 현장 경험을 통한 패션, 음식, 주거 등 각 
산업분야 기획 능력 배양

수여학위 라이프스타일기획학사(Bachelor of Lifestyle Plann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상품기획 컬러리스트 등

상품디자인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GTQ 등

상품영업관리 샵마스터, 유통관리사 등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능력

정의
패션·음식·주거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 기회를 분석 및 
예측하는 능력

준거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의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다.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시장 수요 예측을 수행한다. 

상품기획 능력

정의 혁신적인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는 능력

준거
◾소비자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익힌다. 

◾소비자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상품을 직접 기획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마케팅 능력

정의
기획된 상품의 가격·촉진·유통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
는 능력

준거
◾목표설정·실행·통제 등 마케팅의 기본 능력을 갖춘다.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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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능력 상품기획 능력 마케팅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능력 상품기획 능력 마케팅 능력

상품기획 ◐ ● ◐

상품디자인 ◐ ● ○

상품영업관리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트렌드 분석, 상품기획
소비자 및 시장 분석, 

상품기획 수행
기획마인드,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창업, 경영관리, 스타일링
사업계획서 작성, 경영 

실무, 상품스타일링 실무
관리마인드, 책임감

심화
마케팅,

소재 및 디자인 기획, 

사례 분석 및 평가,

디자인 기초 실무
도전정신, 논리적 분석

기초
창의적 사고,

라이프스타일 관련 지식

창의적 발상 기법 활용, 
산업범주 구분

제약적 사고 탈피, 

다양성 이해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능력

상품기획 능력 마케팅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패션상품기획 ◐ ● ◐ 3 5 2

전통패션상품개발 ◐ ● ○ 4 4 2

창업문화프로젝트(1)
(캡스톤디자인)

◐ ● ○ 3 6 1

창업문화프로젝트(2)
(캡스톤디자인)

◐ ● ○ 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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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능력

상품기획 능력 마케팅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한식창업및경영 ● ◐ ● 5 3 2

융합형LS기획실습 ● ○ ○ 3 5 2

융합형LS트렌드세미나 ● ○ ○ 3 5 2

융합형LS기획캡스톤디자인 ● ◐ ○ 5 3 2

융합형LS디자인기초실습 ◐ ○ ○ 3 5 2

실무

패션문화콘텐츠
(캡스톤디자인)

● ○ ○ 3 2 5

문화디자인창업 ● ◐ ● 2 6 2

한식스타일링 ◐ ● ○ 3 3 4

한식당메뉴개발실습 ● ● ◐ 5 3 2

패션소재기획 ◐ ● ○ 4 4 2

심화

패션마케팅 ● ◐ ● 4 4 2

패션정보분석 ● ○ ○ 3 4 3

문화디자인기획 ◐ ● ○ 5 4 1

사용자경험디자인 ◐ ● ○ 4 4 2

외식산업의이해 ● ○ ◐ 6 2 2

기초

창의아이디어발상법 ○ ● ○ 3 6 1

글로벌식생활문화 ● ● ○ 7 1 2

식품학 ◐ ● ○ 7 1 2

진로분야 직무수준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능력 상품기획 능력 마케팅 능력

상품기획

(P)

전문

융합형LS트렌드세미나
한식창업및경영

패션상품기획 
전통패션상품개발
융합형LS기획실습
융합형LS기획캡스톤디자인

실무
문화디자인창업
한식스타일링
패션소재기획

심화
패션정보분석
외식산업의이해

문화디자인기획 패션마케팅

기초
글로벌식생활문화
융합LS디자인기초실습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한식당메뉴개발실습
식품학

상품

디자인

(D)

전문

융합형LS트렌드세미나 패션상품기획 
전통패션상품개발
융합형LS기획실습
융합형LS기획캡스톤디자인
창업문화프로젝트(1)
창업문화프로젝트(2)



1216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소비자/
시장분석

전문가 태도
상품기획

트렌드분석

전문

융합형LS기획실습(PD
M)

융합형LS트렌드세미나
(PDM)

융합형LS캡스톤디자인
(PDM)

융합형LS디자인기초실
습(PDM)

패션상품기획(PD)

전통패션상품개발(PD)

창업문화프로젝트(1)(캡
스톤디자인)(DM)

창업문화프로젝트(2)(캡
스톤디자인)(DM)

한식당창업및경영(PM)

경영 관리
/실무

스타일링
실무

패션문화콘텐츠(캡스
톤디자인)(D)

문화디자인창업(PDM)

한식스타일링(PD)

패션소재기획(P)

한식당메뉴개발실습(P
M)

디자인 기획
마케팅능력

사례분석
/평가

외식산업의이해 (PD
M)

문화디자인기획(PDM)

패션마케팅(PDM)

패션정보분석(PDM)

사용자경험디자인(D)

창의적 사고
산업범주구분
다양성 이해

심화 식품학(PM)
창의아이디어발상법
(PD)

글로벌식생활문화
(PDM)

구분
기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P)상품기획 (D)상품디자인 (M)상품영업관리

비
교
과

▪경영자 및 실무자 
특강

▪샵마스터 자격증반

▪Rhino CAD 특강

▪컬러리스트 자격증
반

▪Indesign 특강

▪기업 견학 및 취업 
워크샵

동문 및 산학 네트워크 기반 직무별 멘토링 특강, 글로벌 패션 연수

 

진로분야 직무수준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능력 상품기획 능력 마케팅 능력

실무 패션문화콘텐츠 한식스타일링 문화디자인창업

심화
패션정보분석
외식산업의이해

문화디자인기획
사용자경험디자인

패션마케팅

기초
글로벌식생활문화
융합LS디자인기초실습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상품

영업관리

(M)

전문

융합형LS트렌드세미나
한식창업및경영

융합형LS기획실습
융합형LS기획캡스톤디자인
창업문화프로젝트(1)
창업문화프로젝트(2)

실무 한식당메뉴개발실습

심화
패션정보분석
외식산업의이해

문화디자인 기획 패션마케팅

기초
글로벌식생활문화
융합LS디자인기초실습

식품학 문화디자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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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4IR
공통 교과
인정 조건

4IR 공통 교과의 이수학점은 ‘융합교과목 이수학점’과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단, ‘융합교과목 이수학점’의 경우 복수전공은 최대 6학점, 부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융합교과목: 융합형LS기획실습, 융합형LS트랜드세미나, 융합형LS기획캡스톤디자인, 융합형LS디자인기초실습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3647 외식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for Food 
Industry

3 3 기초 6 2 2 한식조리학과

2 선택 08434 식품학 Food Science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2
1

선택 15046 창의아이디어발상법 Innovative Thinking 3 3 기초 3 6 1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09046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3 3 심화 4 4 2 패션산업학과

2 선택 15063 문화디자인기획
Cultural Design Project Pla
nning

2 2 심화 5 4 1 산업디자인학과

3

1

선택 15501 융합형LS트랜드세미나 Lifestyle Trend Seminar 3 3 전문 3 5 2
라이프스타일기획

융합교과목

선택 15568 융합형LS기획실습
Fusion lifestyle planning
and practice 

3 3 전문 3 5 2
라이프스타일기획

융합교과목

선택 15055 문화디자인창업 Culture Design Startup 2 2 실무 2 6 2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3720 패션정보분석
Fashion information
Analysis

3 3 심화 3 4 3 패션산업학과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하계

선택 15557
3D모델링Ⅰ(Auto-Cad 
2D/3D) 

3D modeling Ⅰ(AutoCAD 
2D/3D)

3 3 실무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98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58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3 3 기초 4 4 2 4IR 공통 교과목

2

선택 15229
융합형LS기획캡스톤디
자인

Lifestyle Planning Capston
e Design 

3 3 전문 5 3 2
라이프스타일기획

융합교과목

선택 16141 융합형LS디자인기초실습
Lifestyle Design Basic prac
tice

3 3 기초 3 5 2
라이프스타일기획

융합교과목

선택 15556 사용자경험디자인 UX design 3 3 심화 4 4 2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4648
패션문화콘텐츠
(캡스톤디자인)

Fashion Culture Contents
(Capstone design)

3 3 심화 3 2 5 패션산업학과

선택 14208 패션소재기획 Fashion Textile Planning 3 3 실무 4 4 2 패션산업학과

선택 16218 글로벌식생활문화 Global Food Culture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3648 한식스타일링
Demonstration of korean
cusine

3 4 실무 3 3 4 한식조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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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223
3D모델링Ⅱ(Autodesk 
3D-MAX)

3D Modeling Ⅱ(Autodesk 
3D-MAX)

3 3 실무 3 5 2 4IR 공통 교과목

동계 선택 15632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3 3 심화 3 4 3 4IR 공통 교과목

4

1

선택 15052
창업문화프로젝트 (1) 
(캡스톤디자인)

Start up culture Project 
(1)(Capstone design)

3 4 전문 3 6 1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0664 패션상품기획 Fashion Merchandising 3 3 실무 3 5 2 패션산업학과

선택 15482 한식당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s
hment and Management

3 3 실무 5 3 2 한식조리학과

2

선택 14652
창업문화프로젝트 (2)
(캡스톤디자인)

Foundation culture Project
(2)(Capstone Design)

3 4 전문 3 6 1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1957 전통패션상품개발
Korean Fashion Product
Development

3 3 전문 4 4 2 패션산업학과

선택 13110 한식당메뉴개발실습
Menu Development
for Korean Restaurant

3 4 실무 5 3 2 한식조리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라이프
스타일
기획
융합

교과목

전문
(352)

융합형LS기획실습 Fusion life style planning and practice 

개인의 능력, 시장상황, 기술의 변화에 따
른 다양한 영역의 개념이 융합되어 이를 
기획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
정을 연습하고 학습한다. 

practice and learn the process of plannin
g and producing practical results by fusin
g various concepts according to individual 
ability, market situation, and technology c
hange. 

전문
(352)

융합형LS트랜드세미나 Lifestyle Trend Seminar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트
렌드로부터 미시적 트렌드까지 분석하고 
이해하며, 이러한 트렌드를 적용한 사례분
석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기획 실습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This course analyzed and understand the 
micro trends from the macro trends affec
ting lifestyle. And based on the trend ana
lysis, this course builds the foundation for 
the lifestyle planning. 

전문
(532)

융합형LS기획캡스톤디자인 Lifestyle Planning Capstone Design 

시장환경변화, 사회환경변화, 기술환경변
화, 소비자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
석하여 라이프스타일 트랜드를 움직이는 
요소를 이해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추진하
면서 사업기획서 제작 전반을 경험한다.

Understand the elements that move the li
festyle trend by systematically investigatin
g and analyzing changes in the market en
vironment, social environment, technology 
environment, and consumer environment, 
and experience the overall production of 
the project plan while promoting the actu
al project.

기초
(352)

융합형LS디자인기초실습 Lifestyle Design Basic practice

형태, 색상, 질감 등 조형의 기본 요소를 Based on the basic elements of form, 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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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바탕으로, 변화, 통일, 균형, 비례, 율동, 
강조, 점증, 대비 등 조형미의 표현에 적용
되는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창작하는 디자
인. 조형 능력, 표현 능력, 사고 능력을 필
요로 한다. 

or, texture and so on, it requires design, 
formative ability, ability to express, thinki
ng ability to create using the basic princi
ples applied to the expression of form be
auty, such as change, unity, balance, prop
ortion, rhythm, emphasis, incremental and 
contrast.

산업
디자인
학과

기초
(361)

창의아이디어발상법 Innovative Thinking

디자인작업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
이디어를 창출하는 작업이다. 아이디어창
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발상법을 익히
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
한 스케치기법을 익힌다. 디자인표현기법
에서 익힌 렌더링 기법과 원리에서 진보된 
과정으로 디자인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전통
적인 스케치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익히고 아이디어 도출교육은 제품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의 사례와 연계하여 진행된
다. 또한 디자인프레젠테이션의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감성적인 스케치의 기법
을 습득한다.

Design tasks involve creating various idea
s in solving the problems. Students learn 
the innovative thinking for idea creation t
hrough several sketching techniques to pr
esent the created ideas. An advanced pro
cess of the rendering methods and princip
les is mastered through design presentatio
n techniques, by which students can learn 
how to convey the design idea and solve 
the problems through the traditional sketc
hing technique; they also participate in tr
aining on innovative thinking in relation t
o the examples of product and interior de
signs. Moreover, students acquire the emo
tional sketching.

심화
(541)

문화디자인기획 Cultural Design Project Planning

문화를 읽고 그 흐름을 감지하여 그것을 
새롭게 생성시킬 수 있는 기획적 마인드를 
키운다. 특히 다양한 문화 기획의 유형과 
방법론을 사례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화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를 제시 구현하는 실
습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 더 창의적인 문
화디자인 기획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한 소
양을 쌓는다.

This course enhances planning skills to un
derstand and detect the trend of culture, 
and then reinvent it. Through a series of 
training, such as studying cases of various 
types and methodologies in cultural projec
ts, and actually presenting and implementi
ng practical culture design project ideas, s
tudents are equipped with a capacity to h
andle more creative cultural design projec
ts.

심화
(442)

사용자경험디자인 UX design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개념에 따라 디자인
에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습
득하게 된다. 다양한 디자인의 각 영역에
서 UX 디자인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실무
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According to the concept of user experie
nce design,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d
esign and learn how to apply. We system
atically train a series of processes on UX 
design in various areas of design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실무
(262)

문화디자인창업 Cultural Design Startup

디자인을 개발하여 창업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논리적 사고법 및 리서치 방법론,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학습한다. 또한 

The aim of the course is to develop the 
design in connection with a start-up. Stud
ents learn to come up with creative idea
s, think logically, set research method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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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디자인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 및 마
케팅을 학습함으로써 실제로 디자인 기업 
창업을 준비한다. 

nd build business models. Moreover, stude
nts prepare for a real start-up design co
mpanies by learning business and marketi
ng strategi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
cs of a design company.

전문
(361)

창업문화프로젝트(1)(캡스톤디자인) Foundation culture Project(1)(Capstone Design)

실험적이고 독립적인 신규프로젝트기획 훈
련을 위한 과목으로 산업디자인의 방법과 
소재를 활용하여 공공환경물을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목이다.  통상적인 
제품디자인이나 실내디자인 보다 스케일이 
큰 주제의 산업디자인으로 상위 개념의 컨
셉을 설정하고 경험하므로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디자인을 부여한다. 학생들은 
과정을 통해 공공 개념의 사용자와 동선 
등의 공공환경적인 이슈를 경험한다.

In this course, as an experimental and an 
independent new project planning exercise, 
students design and create mainly public e
nvironmental objects, by using the method
s and materials of industrial design. Unlike 
the ordinary product or interior designs, t
his is an industrial design, with a larger s
cale theme, in which students have to dec
ide and experience the concept of higher 
level, with more diverse and deeper desig
n requirements. Through this course, stud
ents meet the public environment issues, i
ncluding the user as the public concept a
nd  flow of traffic.

전문
(361)

창업문화프로젝트(2)(캡스톤디자인) Foundation culture Project(2)(Capstone Design)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의 훈련을 위한 
과목으로 프로젝트 운영 방법과 디자인 비
즈니스의 전반적인 기술을 실습한다. 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팀과의 협업, 
프로젝트 수주 및 관리, 비즈니스 양식 등
을 경험한다.

An experimental, multi-disciplinary studio 
for a freelance designer is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independence project and m
ethodologies opportunity to learn overall d
esign business such as collaboration with 
other parties, acceptance project orders a
nd managing business documentations.

패션산업
학과

심화
(442)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패션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마케팅 
방법을 학습한다. 복식 유행 및 패션상품
에 대한 소비자 행동 특징을 이해한 후 이
를 패션마케팅에 활용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s are to investi
gate the consumer needs to develop fashi
on products, and to analyze the target ma
rket, fashion trends, and consumer behavi
or to prepare the guidelines to plan fashio
n products.

심화
(343)

패션정보분석 Fashion Information Analysis

디자인, 상품기획, 생산, 유통, 판매 등 패
션산업 전 분야를 이해하고 패션 트랜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studies fashion designing, mer
chandising, production, marketing, buying 
and sell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
cess of fashion industry.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
ashion markets and predict the future dir
ections of fashion market in Korea.

실무
(352)

패션상품기획 Fashion Merchandising

패션 마케팅 요인 중 패션산업 현장에서 This course deal with Fashion Merchand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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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패션 
머천다이징의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구체적
인 이론과 사례를 들어 배우며 이와 병행
하여 시장조사와 브랜드 런칭작업을 실제
로 진행해 봄으로써 산업현장 지향적인 수
업이 되도록 한다.

ng methods and process to be applied in 
the field. Students develop ability of mark
et research and brand launching.

심화
(325)

패션문화콘텐츠(캡스톤디자인) Fashion Culture Contents(Capstone design)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의 패션문화콘
텐츠를 통해 패션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을 연구한다. 시간과 공간과 문화 등의 종
합적 분석을 통해 패션문화와 인간에 대해 
이해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study a variety of 
theories which explain the fashion based o
n the fashion culture contents of the whol
e world throughout history. Through the a
nalytic thinking beyond space and time, th
ey also understand fashion culture and hu
man being.

실무
(442)

패션소재기획 Fashion Textile Planning

패션 소재 특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텍스타일 소재를 기획하기 위해 트랜드, 
소비자, 기술에 관한 정보 조사 및 분석과
정을 학습한다.

Based on the knowledge of fashion textil
e, students learn how to analyze and inve
stigate information about trend, consumer 
and technology in order to develop textile
s products.

전문
(442)

전통패션상품개발 Korean Fashion Product Development

전통문화에 표현된 문양과 색채의 종류와 
변천을 살펴보고 한국적 디자인 특성을 파
악한 후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여 패션상
품을 개발한다.

Through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daily fashion goods using Korean tradition
al sewing and dyeing method, students cul
tivate planning capacity of fashion merch
andising skill.

한식조리
학과

기초
(622)

외식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for Food Industry

외식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지식을 학
습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외식산업의 발전
의 트랜드를 익힌다.

The aim of the subject is to prepare for 
the professional careers in restaurant  bu
siness by providing theoretic and practical 
studies for effective restaurant operation.

기초
(712)

글로벌식생활문화 Global Food Culture

식생활과 식문화의 기본 기본개념을 정립
하고 세계의 식문화의 지역적 분포의 특징
을 이해한다. 요리의 기원과 전파를 문화
인류학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아 세
계의 식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an
d cultur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foo
d cultures across the world, especially the
ir individuality and universality.

기초
(712)

식품학 Food Science

식품의 일반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조리 중
에 일어나는 물리, 화학적 변화 및 조리와 
식품가공에 관련된 식품학적 지식에 대하
여 학습한다.

Provid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ods, 
physicochemical changes and functional pr
operties of food during food preparation a
nd processing.

전문
(532)

한식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shment and Man
agement

한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창업 트 Understandings the overall Korean foo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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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렌드를 학습하여 한식당 창업을 위한 창업
경영요소와 함께 창업계획서의 작성과 평
가요소에 대해 교재를 통해 학습하며 레스
토랑의 컨셉 결정과 함께 창업에 필요한 
설계계획 및 배치, 메뉴계획 등 창업과 관
련된 내용을 학습함.

dustry and establishment trends of Korean 
restaurants, and study how to make mana
gement proposals and key aspects of rest
aura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such 
as determination of restaurant concepts, d
esign and layout, menu planning related 
with restaurant business starting.

실무
(532)

한식당메뉴개발실습 Menu Development for Korean Restaurant

한식당 메뉴를 분석하고 한국 음식의 조리 
지식을 응용한 한식 메뉴 개발 및 실습을 
메뉴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연
구, 메뉴 마케팅을 통한 메뉴 상품 개발 
전략, 메뉴 디자인 및 설계, 메뉴 평가 방
법 등을 학습하여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Provides the studies of the process about 
the planning and developing a workable, 
quality menu for the profitable operation 
and strategic menu development by menu 
marketing.

실무
(334)

한식스타일링 Demonstration of korean cusine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이
해하며 식재료와 조리법에 맞는 그릇담기
의 기초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한
다.

We learn how to put the ingredients and 
garnish on the plate and understanding w
hich is korean traditional style and moder
n sense of food.

Superstar
College
4IR

공통 교과

실무
(343)

3D모델링Ⅰ(AutoCAD 2D/3D) 3D modelingⅠ(AutoCAD 2D/3D)

AutoCAD를 활용한 2차원 및 3차원 모델링
에 관한 강좌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습득하여 다양한 예제를 수행한다.

It is a course on 2-D and 3-D modeling u
sing AutoCAD, and students will learn co
mmands and perform various examples.

실무
(352)

3D모델링Ⅱ (Autodesk 3D-MAX) 3D ModelingⅡ(Autodesk 3D-MAX)

3D MAX를 사용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디
자인의 제품을 3D 모델링을 통하여 만들
어냅니다. 

Create a wide range of design products u
sing 3D modeling in a classroom using 3D 
MAX.

기초
(343)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국내 항공법규 및 드론운영에 대하여 학습
하고, 드론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
육을 통한 방송, 사진 항공촬영기술 습득
하며, 드론교육지도사 및 항공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한다.

It learns about the aerial codes and drone 
operation and learns about Broadcasting C
lass 2, 3rd degree certificate of qualificati
on through training courses, and learns h
ow to obtain a drone training certificate 
and an aerial filming.

기초
(343)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빅데이터와 이의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acquisitions o
f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big data 
and its applications.

심화
(343)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본 교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제작 실습을 수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basi
c concepts of IoT and conduct the practic
e of making internet systems of objects u
sing Arduino.

기초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ne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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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226)

Intelligence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연결지능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해당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f co
mpetence to adapt 4th industrial revolutio
n based on connectional intelligence to dr
ive innovation and breakthrough results b
y harnessing the power of relationships a
n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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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퍼포먼스(Dept. of Vocal Performance)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보컬 퍼포먼스 무대전문예술인 인재

전공능력 공연예술 창작 능력 · 뮤지컬 제작 능력 · 문화 콘텐츠 개발 능력

교육목표
보컬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뮤지컬·오페라 예술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무대전문예술인 양성 
훈련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무대에서 창작되는 공연예술 중 뮤지컬과 오페라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기를 통해 무대전문
예술인을 양성한다.

◾공연방송연기학과와 음악학과의 커리큘럼을 융합해 뮤지컬과 오페라 극작가, 연출가, 작곡
가, 음악감독, 보컬 배우 등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창작 보컬 퍼포먼
스 제작의 핵심 역량을 계발한다.

수여학위 보컬퍼포먼스학사(Bachelor of Vocal Performa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뮤지컬․오페라 배우 -

극작, 연출, 작곡 -

무대기술 무대예술전문인(기계, 조명, 음향) 3급 자격증

공연제작관리, 예술경영 -

예술교육 중등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2급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공연예술
창작 능력

정의 현대 공연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며, 무대, 조명, 음향 등의 창조적 개발능력

준거
◾각종 무대 경험과 공연제작과정을 이수하며, 스테이지테크놀로지 교육을 통한 
무대예술 전문가 역량을 강화함.

◾공연제작 실습과 무대예술 창작, 공연장 구조와 기획 및 연출 경험

뮤지컬 제작 능력

정의 공연예술 중 뮤지컬과 오페라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한 제작능력

준거
◾음악학과와의 융합으로 작곡, 기악 성악 등의 커리큘럼 이수체계 확보
◾연출, 작곡, 음악감독 등의 실습과 제작과정의 이론, 실습체계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능력

정의 뮤지컬과 음악극, 전통공연예술 등의 참여 및 실무를 겸비한 콘텐츠 개발 능력

준거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음악극적 연마와 뮤지컬 댄스, 작곡 역량 강화 학습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학습과 실무적 차원의 개발 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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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공연예술 창작 능력 뮤지컬 제작 능력 문화 콘텐츠 개발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공연 이론 및 양식 연구 

극작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성악 및 발성 훈련 실전 

연습 기획 마케팅 계획 수립

오디션 실기 연마

뮤지컬 댄스 특기 마련

실무
공연진행 및 공연 연기 참여, 

오페라 조연출 참여
뮤지컬 연기 및 공연 기획 
음악 화성 및 연주역량 실무

공연단 현장 파견, 전통 
공연예술 참여, 역할 분담

심화

뮤지컬 제작,

연기와 신체표현,

시창 청음 이론 연구

스테이지테크놀로지 연마, 
즉흥연기 실제 파악, 

합주지도

신체언어와 움직임 체득,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표현방법 체득

기초
미디어 실습 및 카메라 연기, 

뮤지컬 레퍼토리 연구
보컬트레이닝 이수, 화성법 

훈련, 합창기법 이수
함창 및 합주지도법 숙달, 
뮤지컬 제작 실습 참여

[6] 교육과정 편성

전공능력

진로분야
공연예술 창작 능력 뮤지컬 제작 능력 문화 콘텐츠 개발 능력

뮤지컬․오페라 배우 ● ◐ ○

극작, 연출, 작곡 ◐ ● ◐

무대기술 ◐ ● ○

공연제작관리, 예술경영 ○ ◐ ●

예술교육 ● ○ ◐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공연예술 
창작 능력

뮤지컬
제작 능력

문화콘텐츠 
개발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연극워크숍 ● ◐ 2 6 2

연극제작 ● ◐ 2 6 2

뮤지컬제작실습 ● ◐ 3 4 3

실무 장면연기 ●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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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공연예술 
창작 능력

뮤지컬
제작 능력

문화콘텐츠 
개발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극작 ◐ ● 4 4 2

실내악(1) ◐ ● 4 4 2

피아노반주법(캡스톤디자인) ◐ ● 4 4 2

반주법(2) ◐ ● 4 4 2

뮤지컬레퍼토리실습 ● 3 4 3

심화

즉흥연기 ● 2 5 3

무대메커니즘 ● ◐ 4 4 2

무대디자인 ● ◐ 4 4 2

미디어실습(1) ● ◐ 4 4 2

미디어실습(2) ● ◐ 4 4 2

시창․청음 ● 4 4 2

시창․청음(2) ● 3 3 4

화성법 ● 5 5 0

전공실기(4)(피아노) ● 4 4 2

보컬트레이닝(1) ● ◐ 3 5 2

보컬트레이닝(2) ● ◐ 3 5 2

뮤지컬가사의이해 ● ◐ 3 4 3

기초

연기와신체언어 ● ○ 1 5 4

연기와신체표현 ● ○ 1 5 4

연극개론 ● 7 2 1

합창․합주지도법 ○ ◐ 4 4 2

K-classic합창(2) ○ ◐ 4 4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연예술 창작 능력 뮤지컬 제작 능력 문화콘텐츠 개발 능력

뮤지컬․
오페라 
배우

(A)

전문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뮤지컬제작실습

실무
장면연기
뮤지컬레퍼토리실습

피아노반주법(캡스톤디자인)
반주법(2)

심화

즉흥연기
시창․청음
시창․청음(2)
화성법
전공실기(4)(피아노)
보컬트레이닝(1)
보컬트레이닝(2)
뮤지컬가사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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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연예술 창작 능력 뮤지컬 제작 능력 문화콘텐츠 개발 능력

기초
연기와신체언어
연기와신체표현

합창․합주지도법
K-classic합창(2)

연극개론

극작, 
연출,

작곡

(D)

전문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뮤지컬제작실습

실무
뮤지컬레퍼토리실습 실내악(1)

피아노반주법(캡스톤디자인)
반주법(2)

극작

심화

무대조명
무대제도
미디어실습(1)
미디어실습(2)
시창․청음
시창․청음(2)
화성법
전공실기(4)(피아노)
뮤지컬가사의이해

기초
연기와신체언어
연기와신체표현

합창․합주지도법
K-classic합창(2)

연극개론

무대기술

(S)

전문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뮤지컬제작실습

실무
뮤지컬레퍼토리실습 피아노반주법(캡스톤디자인)

반주법(2)

심화

무대메커니즘
무대디자인
미디어실습(1)
미디어실습(2)
뮤지컬가사의이해

기초
스테이지테크놀로지(1)
스테이지테크놀로지(2)

연극개론

공연제작
관리, 

예술경영

(M)

전문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뮤지컬제작실습

실무
피아노반주법(캡스톤디자인)
반주법(2)

심화

기초 연극개론

예술교육

(E)

전문
연극워크숍
연극제작
뮤지컬제작실습

실무

장면연기
보컬트레이닝(1)(2)
뮤지컬레퍼토리실습

실내악(1)
피아노반주법(캡스톤디자인)
반주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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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진로분야 직무
수준 공연예술 창작 능력 뮤지컬 제작 능력 문화콘텐츠 개발 능력

심화

즉흥연기
시창․청음
시창․청음(2)
화성법
전공실기(4)(피아노)
뮤지컬가사의이해

기초
연기와신체언어
연기와신체표현

합창․합주지도법
K-classic합창(2)

연극개론

뮤지컬 기획 
및 공연 제작 

기술인력
자격증 획득

전문

뮤지컬제작실습(ADSME) 연극워크숍(ADSME)
연극제작(ADSME)

공연 및 문화예
술 현장 체험

실무

장면연기(AE)
실내악(1)(DE)

극작(D)
피아노반주법(캡스톤디
자인)(ADSME)
반주법(2)(ADSME)
뮤지컬레퍼토리실습(AD
SE)

무대예술 창작 
및 뮤지컬 공
연 제작 참여

심화

시창․청음(ADE)
시창․청음(2)(ADE)

즉흥연기(AE)
미디어실습(1)(2)(DS)
화성법(ADE)
전공실기(4)(피아노)(AD
E)
보컬트레이닝(1)(AE)
보컬트레이닝(2)(AE)

뮤지컬가사의이해(ADE) 무대메커니즘(DS)
무대디자인(DS)

뮤지컬 연기
역량 확대, 

공연 기획 제
작 기법 연구

기초

연기와신체언어(ADE)
연기와신체표현(ADE)
합창․합주지도법(ADE)
K-classic합창(2)(ADE)

연극개론(ADSME)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A)뮤지컬․오페라배우 (D)극작․연출․작곡 (S)무대기술 (M)공연제작관리․예술경영 (E)예술교육

비 
교 
과

▪뮤지컬댄스 실습 ▪뮤지컬댄스 실습

전문가 특강/ 재즈댄스 및 뮤지컬 넘버 오디션 대비 훈련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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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 융합교과목: 보컬트레이닝(1), 보컬트레이닝(2), 뮤지컬가사의이해, 뮤지컬레퍼토리실습, 뮤지컬제작실습

[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5304 연기와신체언어 Acting and body language 2 3 기초 1 5 4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5849 합창․합주지도법 Chorus․Orchestra Training 2 4 기초 4 4 2 음악학과

선택 14889 시창․청음
Sight Singing and Ear Traini
ng

2 2 심화 4 4 2 음악학과

2

선택 15305 연기와신체표현
Acting and physical represen
tation

2 3 기초 1 5 4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5345 K-classic합창(2) K-classic Chorus(2) 2 4 기초 4 4 2 음악학과

선택 06542 시창․청음(2)
Sight Singing and Ear Traini
ng(2)

2 2 심화 3 3 4 음악학과

2

1

선택 15494 보컬트레이닝(1) Vocal Training(1) 3 4 실무 3 5 2
보컬퍼포먼스 
융합교과목

선택 14764 즉흥연기 Improvisation Acting 3 3 심화 2 5 3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4766 연극개론 Introduction of theatre 3 3 기초 7 2 1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6010 무대메커니즘 Stage Mechanism 3 4 심화 4 4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5298 미디어실습(1) Media practice(1) 3 3 심화 4 4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05773 실내악(1) Chamber Music(1) 2 2 실무 4 4 2 음악학과

선택 14812 화성법 The Law of Harmony 2 2 심화 5 5 0 음악학과

2

선택 15562 보컬트레이닝(2) Vocal Training(2) 3 4 실무 3 5 2
보컬퍼포면스
융합교과목

선택 09685 장면연기 Scene Acting 3 3 실무 3 4 3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6009 무대디자인 Stage Dsign 3 4 심화 4 4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5299 미디어실습(2) Media practice(2) 3 3 심화 4 4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06710 전공실기(4)(피아노) Individual Major(piano)(4) 2 2 심화 4 4 2 음악학과

3

1

선택 15495 뮤지컬레퍼토리실습 Musical repertory Practice 3 4 전문 3 4 3
보컬퍼포먼스 
융합교과목

선택 15303 연극워크숍 Workshop of play 3 4 전문 2 6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5173
피아노반주법
(캡스톤디자인)

Accompaniment of piano(Cap
stone Design)

2 2 실무 4 4 2 음악학과

2

선택 15611 뮤지컬가사의이해 Understanding musical lyrics 3 4 전문 5 2 3
보컬퍼포먼스 
융합교과목

선택 15563 뮤지컬제작실습 Musical Production Practice 3 4 전문 2 5 3
보컬퍼포먼스 
융합교과목

선택 14768 연극제작 Production of a play 3 4 전문 2 6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4767 극작 Playwriting 3 4 실무 4 4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06255 반주법(2) Theory of Accompaniment(2) 2 2 실무 4 4 2 음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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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보컬
퍼포먼스

융합
교과목

심화
(352)

보컬트레이닝(1) Vocal Training(1)

본 과목은 발성과 호흡 훈련을 통해 자유
롭고 풍부한 소리를 구사하게 하는데 목적
이 있다.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본인의 
음색을 찾는 교육을 한다.

This subject aims to make free and rich s
ounds through vocalization and breathing e
xercises. They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sound and educate themselves about their 
own tone of voice.

심화
(352)

보컬트레이닝(2) Vocal Training(2)

본 과목은 발성과 호흡 훈련을 통해 자유
롭고 풍요로움 소리를 구사하게 하는데 목
적이 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서를 소리
에 적용하고 뮤지컬에 대비할 수 있는 교
육을 한다.

This subject aims to make sounds freely a
nd rich through vocalization and breathing 
exercises. Apply a variety of complex emo
tions to sounds and teach them to prepare 
for musicals.

실무
(343)

뮤지컬레퍼토리실습 Musical repertory Practice

본 과목은 뮤지컬 배우의 무대 표현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뮤지컬 작품 중 
넘버(장면)을 통해 캐릭터의 상황, 정서와 
언어의 억양과 음악의 아티큘레이션의 연
결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musical actor'
s stage expression ability. Through the nu
mber (musical) scenes of the musical work
s, the students are educated to develop th
e connection of the character's situation, e
motion and language accent and articulatio
n of music.

심화
(523)

뮤지컬가사의이해 Understanding musical lyrics

본 과목은 뮤지컬 넘버의 가사와 프레이즈
를 분석하여 음악적 동기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특정 뮤지컬 작품 중의 넘버를 선정
하여 노래의 음악·가사·캐릭터·장면 등
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analyze t
he lyrics and phrases of musical numbers 
to find musical motives. We select the nu
mber of specific musical works and educat
e them mainly about music, lyrics, charact
ers, scenes of songs.

전문
(253)

뮤지컬제작실습 Musical Production Practice

본 과목은 창작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배
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뮤지컬 작품 
중 한 작품을 선정하여 연출과 연기 그리
고 기술 전공자들간의 컬래버레이션을 통
한 무대형상화를 위한 교육을 한다.

This subject aims to foster creative literac
y and communication skills. Selecting a pie
ce of work between the Korean and forei
gn musicals, the theater aims to foster sta
ge performances through collaboration bet
ween performances, acting performances, 
and technology majors.

공연방송
연기학과

기초
(154)

연기와신체언어 Acting and body language

본 과목은 신체언어와 움직임을 체득하고 
연기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체 움직
임을 언어로 활용하여 인간의 내면과 외면
을 표현하는 방법을 체득하여 연기에 적용
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learning body lang
uage and movement and applying it to acti
ng. Students learn how to express inner an
d outer aspects of human by using body m
ovements in language and apply them to a
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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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154)

연기와신체표현 Acting and physical representation

본 과목은 신체움직임을 통해 배우의 극적 
움직임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우의 
표현재료이자 동시에 표현수단으로 활용되
는 신체를 집중 훈련하여 다양한 연기 표
현법을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explore dramatic move
ments of actors through body movements. 
The actor's expression material and at the 
same time the intensive training of the bo
dy which is used as the means of expressi
on to educate various expression methods 
of acting.

기초
(721)

연극개론 Introduction of theatre

본 과목은 현대의 다양한 연기 이론의 이
해를 토대로 연기예술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연기의 역사와 연기
론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연기의 철학에 
관한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develop the basic skill
s of acting arts based on the understandin
g of modern acting theory. It teaches abo
ut the philosophy of acting around the pro
cess of change of acting history and the t
heory of acting.

심화
(253)

즉흥연기 Improvisation Acting

본 과목은 즉흥연기를 통해 배우의 내적 
자원을 탐구하고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감각 훈련, 시공간의 인식과 행동의 창조, 
행동을 통한 상대방과의 역동 창조, 인물 
간의 관계 탐구, 사건 및 상황 구축 등을 
통해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explore and expand ac
tors' internal resources through improvisati
on. Sensory training, awareness of space a
nd time, creation of action, creation of dy
namic with opponent through action, inquir
y of relationship between person, event an
d situation building.

심화
(442)

무대메커니즘 Stage Mechanism

본 과목은 무대전문예술인 양성에 목적이 
있다. 무대예술전문인의 기본 소양을 배양
하기 위하여 극장 상식 및 용어, 공연장 안
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등을 교육한
다.

This class is a vocational competence of a 
Class 2 cultural art education company an
d educates culture of cultural art educaion 
based on a macro understanding of the cu
lture of cultural art education.

심화
(442)

무대디자인 Stage Design

본 과목은 무대전문예술인 양성에 목적이 
있다. 무대전문인의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무대기술, 무대기계, 공연제작 등을 
교육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fostering professio
nal stage arts. In order to cultivate the ba
sic skills of stage specialists (stage technol
ogy, stage machine, stage production, etc.).

심화
(442)

미디어실습(1) Media practice(1)

본 과목은 미디어아트 전문예술인 양성에 
목적이 있다. 미디어 아트의 이해와 기본 
소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포토샵, 일러스트
레이터 등의 그래픽 편집 도구 사용 방법
을 교육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nurturing media ar
t professionals. It learn how to use graphi
c editing tools such as Photoshop, Illustrato
r to develop understanding and basic litera
cy of media art.

심화
(442)

미디어실습(2) Media practice(2)

본 과목은 미디어아트 전문예술인 양성에 
목적이 있다. 무대, 조명, 음향의 시·청각
적 디자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Cad, Rhi
no, Sketch Up, Qlab, Audition, Logic Pro 

This course is aimed at fostering media ar
t professionals. It learn how to use progra
ms such as Cad, Rhino, Sketch Up, Qlab, 
Audition, Logic Pro X, Vegas, Final Cut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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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Vegas, Final Cut Pro, Premiere 등의 프
로그램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

o, and Premiere to develop the visual and 
auditory design skills of stage, lighting and 
sound.

실무
(343)

장면연기 Scene Acting

본 과목은 2인 장면 연습(사실주의 작품)을 
분석하여 말하기, 듣기, 행동 찾기를 통해 
창조적 배역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
짓 연기와 상투적인 표현 습관에서 벗어나 
배우의 고유한 정서와 표현의지 연구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analyze the two scene
s practice (realistic work) and to implemen
t creative role through speaking, listening 
and finding behavior. Students are taught 
how to study the actors' own emotional an
d expressive willingness to escape from fal
se behavior and stereotypical expression h
abits.

실무
(442)

극작 Playwriting

본 과목은 희곡문학의 이해를 높이고, 희곡
의 구조와 작법을 바탕으로 극작 능력 배
양에 목적이 있다. 시대별로 대표적인 희곡
의 연극적 특성을 분석하고, 희곡 창작기법
을 학습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enhance the understan
ding of drama literature, and to cultivate 
dramatic ability based on the structure an
d writing method of drama. Analyze the th
eatrical characteristics of typical plays by 
the age, and educate them to learn techni
ques of theater production.

전문
(262)

연극워크숍 Workshop of a play

본 과목은 창작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배
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단편 연극 
작품의 무대화를 위한 과정을 직접 시연하
고 체득한다. 연기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creative abili
ty and communication ability. Demonstrate 
and personalize the process for stage setti
ng of short plays in Korea and abroad. Ed
ucate to properly manage the factors of a
cting and technical factors.

전문
(262)

연극제작 Production of a play

본 과목은 창작능력과 분야별 개인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단막극 중 
한 작품을 선정하여, 연출과 연기 그리고 
기술 전반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무대형
상화를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creative abili
ty and individual competency by field. Kor
ea, and one-piece drama, and conducts sta
ge-shaping through collaboration with prod
uction, acting, and technology.

음악학과

기초
(442)

합창․합주지도법 Chorus․Orchestra Training
합창를 통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
는 관현악곡을 연주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
력개발, 합동정신, 예술적 표현을 배운다.

By playing strings and brasses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with orchestra, indivi
duals not only can development one's own 
skills but also can learn team spirit and ar
tistic expression.

기초
(442)

K-classic합창(2) K-classic Chorus(2)

합창을 통해 각 파트의 시창 능력과 표현
기법을 숙달하고 화음감을 느낌은 물론, 고
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합창곡을 연구 발표
함으로써 모든 음악연주의 기본문제를 습
득하게하고 연주체험을 쌓게 한다.

To experience the performance and to de
velope the performing basic skills of listeni
ng and harmony by singing chorus from f
olk music to contemporary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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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442)

시창․청음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음악에서의 기초로서 어떤 음자리표나 조
표로 된 악보라도 정확한 리듬과 음정으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음악가로서의 
기초실력을 연마하고 리듬, 선율, 화음을 
듣고 받아 적을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 
연주가 또는 작곡가로서의 확고한 바탕을 
마련한다.

To make an skillful player of composer th
rough the proper training of sight singing 
by singing right notes and through the dic
tation of rhythm, melody and harmony as 
basic skill development.

심화
(334)

시창․청음(2)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2)

음악에서의 기초로서 어떤 음자리표나 조
표로 된 악보라도 정확한 리듬과 음정으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음악가로서의 
기초실력을 연마하고 리듬 선율 화음을 듣
고 받아 적을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 연
주가 또는 작곡가로서의 확고한 바탕을 마
련한다.

To make an skillful player of composer th
rough the proper training of sight singing 
by singing right notes and through the dic
tation of rhythm, melody and harmony as 
basic skill development.

심화
(550)

화성법 The Law of Harmony

음악의 주요한 부분인 화성을 이해하고 음
악적 조직력과 화음감을 체득케 하여 많은 
음악을 화성적으로 풀이하고 이해하며 새
로운 음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지
도한다.

To develop the originality on new music, 
many works are analyzed harmonically bec
ause important part of music is understood 
exploring more advanced harmonic techniq
ues.

심화
(442)

전공실기(4)(피아노) Individual Major(Piano)(4)

주1회의 개인지도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분야의 작품을 직접연구 연주하여 연주
가 및 작곡가로서 요구되는 기교를 비롯하
여 악곡의 해석 및 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

Through one individual instruction at least 
per a week, development of better skill of 
performance and understanding of piano.

실무
(442)

실내악(1) Chamber Music(1)

소규모의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통하여 조
화로운 연주를 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과 
협동정신을 함양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인
다.

Coached chamber music emphasizing the d
evelopment of ensemble skill and the fami
liarization with the repertory and musical 
analysis through performance.

실무
(442)

피아노반주법(캡스톤디자인) Accompaniment of piano(Capstone Design)

피아노는 독주악기인 동시에 다른 음악과의 
합주 또는 성악이나 기악의 반주를 하는 활
용범위가 넓은 악기이다. 그러므로 건반상에
서 자유로이 이조 및 전조를 할 수 있고, 선
율에 반주를 부칠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
다.

Piano is not only a solo instrument but ac
companying instrument for voice and other 
musical areas with wide spectrum of apply
ing.

실무
(442)

반주법(2) Theory of Accompaniment(2)

피아노는 독주악기인 동시에 다른 음악과의 
합주 또는 성악이나 기악의 반주를 하는 활
용범위가 넓은 악기이다. 그러므로 건반상에
서 자유로이 이조 및 전조를 할 수 있고, 선
율에 반주를 부칠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Piano is not only a solo instrument but ac
companying instrument for voice and other 
musical areas with wide spectrum of apply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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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Dept. of Social Economy)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유연한 학문적 사고를 토대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봉사

및 사회적경제 전문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전공능력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 공동체 이해 및 활동 능력 · 

지속가능발전 기반의 사회문제해결능력 · 현장기반의 융․복합적 사고능력

교육목표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 거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 중심의 리빙랩 기반 사
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무적 사례 교육 
▪현장실무학습을 위한 인턴쉽 교육 
▪지역사회 리빙랩 실무적 활용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경영분야 융합 전문가 양성 교육

수여학위 사회적경제학사(Bachelor of Social Economy)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정무역회사 등) 운영 및 실무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기타 사회적경제 분야별 자격증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정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다.

◾듣기, 읽기, 말하기 능력을 갖춘다.

공동체 이해
및 활동 능력

정의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준거

◾시민연대의식을 갖추고 다양한 조직과 협업하여 실행한다.

◾생태학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기획하거나 운영․관리한다.

지속가능
발전기반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정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능력

준거
◾문제상황을 명료화하여 인식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추론 능력을 기른다.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춘다.

현장기반의
융‧복합적 
사고능력

정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활용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준거
◾다양한 지식, 정보, 자원들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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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의사소통 및 공감

공동체 이해 및 
활동

지속가능발전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현장기반의 
융복‧합적 사고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공동체 이해

및 활동 능력

지속가능발전 
기반의 

사회문제해결능력

현장기반의 
융복‧합적 사고능력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운영 및 실무 

●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기획 및 전략수립, 사례연구, 

노동 및 산업환경 분석

사회 및 노동환경 분석,

전략 수립
기획마인드, 협업

실무
조직 연계 및

조정 운영 관리

지역사회 조직 및 관리, 
경영실무

협력적인 태도, 융합적인 
열린 태도

심화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

마케팅과 조직경영

정보활용, 조사 및 통계,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적극적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
듣기, 읽기, 말하기 능력

연대 및 공동체 의식

경청과 공감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사소통

및 공감

공동체 이해 
및 활동

지속가능
발전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현장기반의 
융‧복합적

사고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재활프로그램개발 ○ ◐ ● ● 4 2 4

재활사례관리 ● ○ ● ◐ 4 2 4

디자인창업과경영 ◐ ◐ ● ● 4 3 3

한식당창업및경영 ◐ ○ ● ● 5 3 2

복지국가론 ◐ ● ◐ ◐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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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사소통

및 공감

공동체 이해 
및 활동

지속가능
발전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현장기반의 
융‧복합적

사고

지식

(K)

기술

(S)

태도

(A)

사회복지정책론 ○ ◐ ◐ ● 5 3 2

사회적경제론 ◐ ● ◐ ◐ 4 4 2

실무

소셜벤처디자인 ◐ ● ● ● 4 4 2

리빙랩프로젝트 ● ● ● ◐ 2 5 3

게임기획실무(1)
(캡스톤디자인)

◐ ○ ● ● 5 2 3

공공디자인 ◐ ● ◐ ● 3 5 2

사용자경험디자인 ● ◐ ● ● 4 4 2

문화디자인창업 ◐ ◐ ● ● 2 6 2

주방관리실무론 ● ◐ ● ◐ 7 1 2

단체급식 ◐ ● ◐ ● 6 2 2

사회복지행정론 ○ ◐ ◐ ● 5 3 2

지역사회복지론 ● ● ◐ ◐ 4 4 2

심화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 ● ◐ ● 6 1 3

사회적경제와경영 ○ ◐ ● ● 6 2 2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 ◐ ● ○ 2 3 5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 ◐ ◐ ○ 2 3 5

학습장애학생교육 ◐ ◐ ● ○ 4 4 2

지체장애학생교육 ◐ ● ◐ ○ 4 4 2

아이디어발상 ● ○ ● ◐ 4 3 3

창의적소재개발 ● ○ ○ ● 5 3 2

게임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 ○ ● ● 5 2 3

문화디자인기획 ◐ ○ ● ● 5 4 1

외식산업의이해 ◐ ◐ ● ○ 6 2 2

사회보장론 ○ ◐ ◐ ● 7 1 2

생산운영관리 ◐ ◐ ● ◐ 4 4 2

마케팅원론 ◐ ◐ ● ◐ 6 2 2

재무관리 ◐ ◐ ● ◐ 6 2 2

경영정보시스템 ◐ ◐ ● ◐ 4 3 3

인적자원관리 ◐ ◐ ● ◐ 4 4 2

기초

장애인의이해와재활 ◐ ● ◐ ○ 4 2 4

재활심리학 ● ◐ ◐ ○ 4 3 3

장애의의료적이해 ◐ ○ ◐ ◐ 4 2 4

자립생활 ◐ ● ◐ ○ 4 2 4

직업재활개론 ◐ ● ◐ ○ 6 2 2

장애인의이해 ◐ ● ◐ ○ 4 2 4

시각장애학생교육 ● ◐ ◐ ○ 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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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의사소통

및 공감

공동체 이해 
및 활동

지속가능
발전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현장기반의 
융‧복합적

사고

지식

(K)

기술

(S)

태도

(A)

지적장애학생교육 ◐ ● ◐ ○ 4 3 3

가정복지론 ● ◐ ● ○ 5 1 4

가족학 ● ◐ ● ○ 6 2 2

영양학 ○ ○ ● ◐ 4 4 2

건강가정론 ● ● ● ◐ 4 2 4

영양교육및상담실습 ○ ○ ◐ ● 3 5 2

가계재무설계 ○ ◐  ◐ ● 7 2 1

게임기초프로젝트 ● ○ ● ○ 3 3 4

스토리텔링 ● ● ◐ ◐ 4 4 2

기초조형 ◐ ◐ ◐ ● 4 4 2

디자인인문학 ● ● ◐ ◐ 6 2 2

글로벌식생활문화 ● ● ◐ ◐ 7 1 2

회계원리 ◐ ◐ ● ◐ 6 2 2

환경공학및실험 ◐ ● ● ● 4 4 2

측량학기초 ◐ ○ ● ◐ 4 4 2

응용역학(1) ◐ ○ ● ○ 4 4 2

기초수리학(1) ◐ ○ ● ○ 4 4 2

토질역학(1)및실험 ◐ ○ ● ◐ 4 4 2

정정구조역학 ◐ ○ ● ◐ 4 3 3

콘크리트재료실험 ● ◐ ◐ ● 3 4 3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공동체 이해
및 활동 능력

지속가능발전 기반의
사회문제해결능력

현장기반의
융‧복합적 사고능력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운영

및 실무

전문
사회적경제론 재활프로그램개발

재활사례관리
디자인창업과경영
한식당창업및경영
사회보장론

실무

단체급식
공공디자인

리빙랩프로젝트
문화디자인창업
게임기획실무(1)(캡스톤
디자인)

사용자경험디자인
주방관리실무론
소셜벤처디자인

심화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아이디어발상

지체장애학생교육
게임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문화디자인기획
외식산업의이해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사회적경제와경영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창의적소재개발
가계재무설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기초 재활심리학 장애인의이해와재활 영양학 장애의의료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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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공동체 이해
및 활동 능력

지속가능발전 기반의
사회문제해결능력

현장기반의
융‧복합적 사고능력

시각장애학생교육
가족복지론
가족학
스토리텔링
디자인인문학
글로벌식생활문화
회계원리

자립생활
장애인의이해
지적장애학생교육
건강가정론
환경공학및실험

게임기초프로젝트
생산운영관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인적자원관리
측량학기초
응용역학(1)
기초수리학(1)
토질역학(1)및실험
정정구조역학

직업재활개론
기초조형
콘크리트재료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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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기획 및 전략 
수립

사례연구
노동 및 산업

환경분석

전문

재활프로그램개발

재활사례관리

사회복지정책론

디자인창업과경영

한식당창업및경영

복지국가론

사회적경제론

조직연계 및 
조정

운영 관리
경영 실무

실무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리빙랩프로젝트

게임기획실무(1)(캡스톤
디자인)

문화디자인창업

공공디자인

사용자경험디자인

주방관리실무론

소셜벤처디자인

단체급식

마케팅과 조
직 운영

정보 활용
조사 및 동계
기획 및 실행

심화

지체장애학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창의적소재개발

아이디어발상

문화디자인기획

사회적경제와경영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게임프로젝트(캡스톤디
자인)

사회보장론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영양교육및상담실습

가계재무설계

융합학문지식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능력
연대 및 공동

체 의식
경청과 공감

기초

재활심리학

장애의의료적이해

직업재활개론

장애인의이해

지적장애학생교육

시각장애학생교육

건강가정론

게임기초프로젝트

회계원리

장애인의이해와재활

자립생활

가족학

스토리텔링

디자인인문학

기초조형

생산운영관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경영정보시스템

환경공학및실험

측량학기초

응용역학(1)

기초수리학(1)

토질역량(1)및실험

정정구조역학

영양학

글로벌식생활문화

가족복지론

인적자원관리

콘크리트재료실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구분: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운영 및 실무

비 
교 
과

▪사회복지학과 취업역
량강화 프로그램(특
강)

▪혁신도시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초청

  실전모의 면접

▪사회복지학과 맞춤형 
취업교육

▪사회복지학과 취업실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Servic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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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 융합교과목: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리빙랩프로젝트, 사회적경제와경영, 소셜벤처디자인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1896 재활심리학 Rehabilitation Psychology 3 3 기초 4 4 2 재활학과

선택 13223 직업재활개론
Introduction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3 3 기초 6 2 2 재활학과

선택 144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51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3 3 기초 4 4 2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647 외식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for Food Ind
ustry

3 3 심화 6 2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4873 장애인의이해
Understanding for People w
ith Disabilities

3 3 기초 4 2 4 중등특수교육과

2

선택 12530 장애의의료적이해 Medical Aspects of Disability 3 3 기초 4 2 4 재활학과
선택 144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3248 게임기초프로젝트
Introduction to Game Makin
g Project

3 3 기초 3 3 4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5429 시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3 3 기초 4 3 3 중등특수교육과

선택 15430 지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3 3 기초 4 4 2 중등특수교육과

선택 10803 건강가정론 Introduction to Health Family 3 3 기초 4 2 4 가정교육과

2

1

선택 15728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Study 3 3 기초 4 2 4 재활학과

선택 08537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
tice

3 3 심화 4 4 2 사회복지학과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04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기초 4 3 3 경영학과

선택 12447 환경공학및실험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Lab

3 3 기초 4 4 2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06280 측량학기초 Foundational Surveying 3 3 기초 4 4 2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07116 응용역학(1) Applied MechanicsⅠ 3 3 기초 4 4 2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07114 기초수리학(1) Elementary HydraulicsⅠ 3 3 기초 4 4 2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07115 토질역학(1)및실험 Soil MechanicsⅠ and Lab 3 3 기초 4 4 2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3262 아이디어발상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3 3 심화 4 3 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5062 디자인인문학 Humanities of Design 2 2 기초 6 2 2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5653 학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3 3 심화 4 4 2 중등특수교육과

2 선택 15734 장애인의이해와재활
Understanding for People w
ith Disabilities and Rehabilit

3 3 기초 4 2 4 재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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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07074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stration 3 3 심화 5 3 2 사회복지학과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04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기초 4 3 3 경영학과

선택 07448 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Deter
minate Structures

3 3 기초 4 3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3263 창의적소재개발 Game Contents Design 3 3 심화 5 3 2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4778 기초조형 Basic Modeling 3 3 기초 4 4 2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5063 문화디자인기획
Cultural Design Project 
Planning

2 2 심화 5 4 1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5654 지체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3 3 심화 4 4 2 중등특수교육과

선택 08142 가족학 Contemporary Families 3 3 기초 6 2 2 가정교육과

선택 06134 영양학 Nutrition 3 3 기초 4 4 2 가정교육과

3

1

선택 05801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3 3 심화 5 3 2 사회복지학과

선택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
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2446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Materi
als and Lab

3 4 기초 3 4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4320
게임기획실무(1)
(캡스톤디자인)

Game Design Project(1) 
(Capstone design)

3 3 실무 5 2 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5055 문화디자인창업 Culture Design Startup 2 2 실무 2 6 2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3115 주방관리실무론 kitchen Management 3 3 실무 7 1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5918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
orders

3 3 심화 2 3 5 중등특수교육과

선택 10751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3 3 기초 4 2 4 가정교육과

선택 14727 재활프로그램개발
Development of Rehabilitati
on Program

3 3 기초 4 2 4 재활학과

선택 15764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in 
Social Economy 

3 3 심화 6 1 3
사회적경제
융합교과목

선택 16167 소셜벤처디자인 Social Venture Design 3 3 실무 4 4 2
사회적경제
융합교과목

2

선택 15799 리빙랩프로젝트 Living Lap Project 3 3 실무 2 5 3
사회적경제
융합교과목

선택 15798 사회적경제와경영
Social Economy and Manag
ement

3 3 심화 6 2 2
사회적경제
융합교과목

선택 15735 재활사례관리
Rehabilitation Case Manage
ment

3 3 기초 4 2 4 재활학과

선택 05173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3 3 전문 7 1 2 사회복지학과

선택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
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657
게임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Game Project(Capstone Des
ign)

2 2 심화 5 2 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5054 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3 4 실무 3 5 2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5556 사용자경험디자인 UX design 3 3 실무 4 4 2 산업디자인학과
선택 16218 글로벌식생활문화 Global Food Culture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5916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3 3 심화 2 3 5 중등특수교육과

4 1 선택 13117 한식당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s
hment and Management

3 3 전문 5 3 2 한식조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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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사회적
경제
융합

교과목

심화
(613)

사회적경제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in Social Economy 

사회적경제 이론과 다양한 사업영역의 비
즈니스모델을 학습한다. 수업방법은 토론, 
그룹활동, 조사, 리포트작성, 발표, 현장연
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This course learns about social economy t
heories and business models in wide field. 
Classes are generally characterized by part
icipation through discussions, work group, r
esearch projects, writing essays, presentati
ons and field trips. 

실무
(442)

소셜벤처디자인 Social Venture Design

본 교과목은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으로 자
리잡고 있는 소셜벤쳐에 대하여 다양한 사
례를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에 적
합한 소셜 벤쳐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
하는 과목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
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
델을 만들어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여 본다.

This course examines various cases of soci
al ventures, which are part of the social e
conomy, and designs business models of so
cial venture suitable for the local communi
t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
al economy, we create a business model o
f a company that can pursue both social a
nd economic values at the same time.

실무
(253)

리빙랩프로젝트 Living Lap Project

본 교과목은 사회적가치 비즈니스와 디자
인씽킹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시각화, 프로
젝트 제작 워크숍과 리빙랩 현장 적용 및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This course is composed of idea visualizati
on through social value business and desig
n thinking technique, project production w
orkshop and living lab application and feed
back.

심화
(622)

사회적경제과경영 Social Economy and Management

본 교과목은 취학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
시장 및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이들을 대상
으로 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국
내외 사례와 배치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영학적 접근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nalyzes the labor market and 
employment trends for socially disadvantag
ed class, introduces cases of social enterpr
ises and social co-operatives in and out of 
the country, and learns about the business 
approach required for such organizations.

게임
콘텐츠
학과

기초
(442)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모든 콘텐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스토리
텔링을 배워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과 함께 

Storytelling is the basics of all contents. T
hrough learning storytelling, students devel

선택 13800 단체급식 Food Service in Institutions 3 3 실무 6 2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2852 가계재무설계 Consumer Financial Planning 3 3 심화 7 2 1 가정교육과

선택 14597 영양교육및상담실습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ling Practice

3 3 심화 3 5 2 가정교육과

선택 15517 디자인창업과경영
Design Start up & Manage
ment

2 2 전문 4 3 3 산업디자인학과

2
선택 15889 사회적경제론 Social Economy 3 3 전문 4 4 2 사회복지학과
선택 14413 복지국가론 Welfare State 3 3 심화 7 1 2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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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삶을 돌아보고 재구성하는 창의적인 스토
리텔러를 양성한다. 

op knowledge in humanities and broaden c
reativity: they retrospect and reconstitute l
ife.

기초
(334)

게임기초프로젝트 Introduction to Game Making Project

게임 구성의 원칙과 다양한 구성 툴을 학
습하고 간단하고 기초적인 게임 프로젝트
를 완성한다.

Students are expected to study basic princi
ples of game production and produce a si
mple game with various tools.

심화
(433)

아이디어발상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을 학습하고 여
러 장르의 게임 기획에 적용한다.

Study about creative thinking and techniqu
es for developing ideas, and apply them to 
various kind of game planning. 

심화
(532)

창의적소재개발 Game Contents Design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
가갈 수 있는 캐릭터, 시나리오, 이벤트, 퀘
스트, 동영상, 아이템 등 재미있는 게임 소
재에 대한 분석, 적용 방법 등을 학습하고, 
팀별로 주제를 정하여 작성, 발표하므로 게
임 소재의 활용법과 중요성을 익힌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contents d
esign of game. Students study and practice 
such as characters, scenario, events, quest
s, moving pictures, items, etc. By analyzin
g and discussing the various topics relevan
t to game contents design, students will ac
quire the basic skills to advance to the le
vel of creative contents designer of game.

실무
(523)

게임기획실무(1)(캡스톤디자인) Game Design Project(1)(Capstone design)

사이버 공간과 게이머 사이의 원활한 상호
작용, 몰입, 목표성취 등 여러 목적을 구현
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관하여 
공부하며 이를 게임에 응용할 수 있는 소
양을 배양한다.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psychology and implement them in  
diverse ways involving the active interactio
n between the cyber space and the game 
player, immersion, goal achievement. They 
will develop these basic skills and apply th
em to games.

심화
(523)

게임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Game Project(Capstone Design)

기획부터 완성까지 하나의 게임프로젝트를 
진행한다.

It is going to carry out one game project 
from planning to completion.

사회복지
학과

심화
(442)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ice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기술을 배양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지역사회복지와 지
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해 지역사회,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들을 학습한다.

The course leads students to understanding 
of community welfare and development of 
necessary skills for social welfare practitio
ne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it provi
des the students with various issues and c
oncepts such as community, community we
lfare, and community practice. 

심화
(532)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stration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효
율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일련의 협동적인 
노력이다. 따라서 공적 및 사적인 사회복지
조직에서 목적/목표, 기획, 인사, 재정, 서비
스, 리더십 등을 다룬다. 사회복지 정책을 

The course is concerned with a process of 
attaining the objectives of an social welfar
e organization through a system of coordin
ated and cooperative effort. It's also conta
ining a goals/objectives, planning, staff,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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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조직
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로
서 사회복지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dgeting, services, and leadership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tudents are also pr
ovided with the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management and operati
on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심화
(532)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
지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
정책과 인접 영역들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사회복지실천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인 복지국가에 대해 
이해한다.

This course lays conceptual foundation for 
key ideas and issues of social welfare poli
cies It also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policy and related sciences i
n order to further expand students' unders
tanding in the field. Students als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policy 
and its actual practice and welfare stat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final outcomes 
of social welfare policies.

전문
(712)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의 개념, 역사, 유형 및 이론과 쟁
점을 소개한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concept, history, 
pattern, theory and issues of social securit
y.

전문
(442)

사회적경제론 Social Economy

본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 
경책 및 실천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또한 각 국의 노동연계정책 프로그램과 사
례를 접함으로써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거
시적 관점을 갖도록 한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s
ocial economy policies and practices. And i
t deal with workfare or welfare to work a
nd various cases of social economy. There
fore students establish macro perspectives 
on social economy.

심화
(712)

복지국가론 Welfare State

복지국가의 개념과 복지국가 발전의 보편
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
지국가의 미래에 대해 학습한다. 사회복지
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복지국가를 비판적
이고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한국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Learning about the concept of welfare st
ate, universality and diversity of welfare s
tate development, changes in capitalism an
d the future of welfare state.Students maj
oring in social welfare can develop their a
bility to understand the welfare state critic
ally and reflectively and to conceive a des
irable future imag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경영학과

기초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래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
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
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he a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
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
ncial statements.

기초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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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기업은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하나
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변환과정의 합리적 
운영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산성, 공정, 
부서 배치, 생산계획, 서비스 창구설계 등
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operation
s management. Operations, like accounting, 
fin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i
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very o
rganization. Operations managers transform 
human,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i
nto goods and services. Hence, it is vital t
hat every organization manage this resour
ce convers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
ow effectively this is accomplished depend
s upon the linkages between operating dec
isions and strategic decisions. 

기초
(622)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소비자 선택과 만족,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
된 일련의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하
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4P로 지
칭되는 제품, 유통, 가격,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강의한다.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introduce th
e process of planning, doing, and controllin
g of serious management activities adopted 
to maximize the welfare of customers resu
lting from their choices and satisfaction. P
articularly marketing mix, which is known 
as 4P’s Mix products, place, price and pr
omotion, will be examined in the course.

기초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
율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
힌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
o t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
cial q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
ments should the firm take on(Capital Bud
geting) S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
r the required investments(financial decisio
n) Third, what short-term investments sho
uld the firm tak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ced.(short-term finance) 

기초
(433)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이 과목은 현대적인 기업들이 기업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과 정보시스
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
펴보기를 원하는 경영학 분야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
스템에 대한 최신 개요와 전자통신, 무선기
술, 정보보안시스템,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
론과 기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배
울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business school 
students who want an in-depth look at ho
w modern business firms use information t
echnologies and systems to achieve corpor
ate objectives. Student will find here the 
most up-to-date comprehensive overview 
of information systems, telecommunication
s, Internet, wireless technology, securing in
formation system, e-Commerce, and other 
methodologies and technologies used by bu
siness firms today.

심화
(442)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과 개인 및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Covers selection, placement, training, and 
promotion of human resources, based o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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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그 내용은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 행동과학과 인적자원관리, 고
용관리, 인사고과, 교육 훈련관리, 임금관리 
등이다.

he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
ent. Also discusses the management of ma
npower planning, and labor relations.

재활학과

기초
(424)

장애인의이해와재활 Understand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habilitation

장애의 개념 및 범주, 장애유형별 정의, 원
인, 특성 및 지도방법과 함께 장애인과 관
련된 시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
식을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The class contains the disability regulations 
as well as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
t people with disabilities so that students c
an enhance academic understanding in reh
abilitation.

기초
(422)

재활심리학 Rehabilitation Psychology

본 교과목은 한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 유
형과 심리, 정신적 태도 등에 대한 학문인 
심리학의 기본 원리와 내용에 대해 학습하
며, 장애인재활과 심리학의 관계에 대한 최
근의 연구 성과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know basically of the Ps
ychology that is the scientific study of the 
mind, mental attitude and associated behav
iour characteristic of a certain individual o
r group. This course also provides the rec
ent investigations about the relations betw
een psychology and rehabilitation.

기초
(622)

직업재활개론 Introduction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이 과목은 직업재활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
제는 물론 역사와 철학, 그리고 관련정책에 
대해 알고, 직업재활서비스과정과 지역사회 
자원과 기관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ddresses theory and practi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s well as the 
history, philosophy and legislative basis for 
the programs and profession. Also the pro
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s 
discussed, along with the impact people wi
th disabilities have upon the nation’s eco
nomy, and community resources and agenc
ies are explored.

기초
(424)

장애의의료적이해 Medical Aspects of Disability

장애의 의료적인 특성 및 진단과 평가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을 습득하여 직업재활과
정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 대
해 보다 깊게 이해하고 최적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let student increase understan
d of medical aspects of disability by learni
ng about theory and method of the diagno
sis and evaluation for disability, Through u
nderstanding medical aspects of disability, 
students cultivate the capacity.

기초
(424)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Study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기회균
등 및 자기 준중의 개념을 담고 있는 철학
이자 운동이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립생활의 철학적 개념과 내용 그리고 한
국의 장애인 운동사 등 다양한 자립생활 
이슈를 다루게 된다.

Independent Living is philosophy and a mo
ve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wor
k for self-determination, equal opportunitie
s and self-respect. So this course provides 
information about its philosophy and the hi
story of the movement in Korea to our st
udents.

기초
재활프로그램개발 Development of Rehabilit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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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운영기술 및 평가 
등 프로그램 전 과정에 관한 이론과 실제
를 다루며, 이론 및 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
관, 단체, 시설 등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실습을 통
하여 프로그램 계획, 설계, 편성, 실행, 관
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다.

This course provide the theory and practic
e about the hole process such as plan, ma
nagement, operation skill of program. Thro
ugh research about theory and case, stude
nts learn about the development and evalu
ation of programs. Also students gain the 
skill to plan, construct, operation, manage
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 by practic
um.

기초
(424)

재활사례관리 Rehabilitation Case Management

직업재활과정에서 내담자 개별 사례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내담
자 상담, 정보수집, 평가, 재활프로그램 계
획 및 운영, 직업배치 등의 서비스를 체계
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obtain the c
apacit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such 
as counseling, collection of information, eva
luation, plane and operation of rehabilitatio
n programs through learning about the met
hod on manage effectively individual client 
cas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토목환경
공학과

기초
(343)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Materials and Lab

콘크리트의 주 구성재료인 시멘트, 골재의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배합설계과정을 
통하여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고, 강도 평
가를 수행한다. 콘크리트 보강재료인 철근
의 기본적인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살펴본
다. 아스팔트재료에 대하여 학습한다. 

Study the properties of cement and aggreg
ate, and make a series of concrete specim
ens through the mix design process and co
nduct a strength evaluation. The basic cha
racteristics of reinforcing steel are analyze
d through experiments. Learn about asphal
t materials.

기초
(442)

환경공학및실험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Lab

토목환경공학의 기초과목으로서 상하수도
공학과 폐수처리 등의 과목을 위한 필수과
목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의 개념 정립과 오
염의 발생원인, 인구문제,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와 생태계, 수질화학 등의 내용을 학습
하고 수질화학에 관한 간단한 실험을 실시
한다.

This is a fundamental class for studying w
ater supply and wastewater engineering. E
nvironmental Engineering and Lab. deal wi
th concept of environment, causes of pollu
tion such as population, food, energy, ecos
ystem and water chemistry. Also, the simpl
e experiment will be occurred. 

기초
(442)

측량학기초 Foundational Surveying

측량의 정의와 분류 및 기준표 등의 이론
과 측량의 기본이 되는 거리측량 및 각측
량을 이해하며, 수평 수직 위치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측량을 다루어 모든 건설 계획
을 위한 지형정보 해석의 기초를 배양케 
한다.

It understands the distance measurement w
here becomes the basic of objection and 
measurement of justice and classification a
nd the base piece back of measurement a
nd each measurement, the datum point me
asurement where becomes the standard of 
foundation the terrain information interpret
ation for all construction plan.

기초
(442)

응용역학Ⅰ Applied MechanicsⅠ

공학설계에 필요한 기초 역학지식을 다룬
다. 전반부는 힘의 관계를 다루는 정역학, 
후반부는 구조부재의 성질, 재료의 역학적

Basic topics in the statics; including forces, 
moment, section property, member forces i
n structures and shear and moment dia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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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등을 공부한다. ms in beam structures are covered.

기초
(442)

기초수리학Ⅰ Elementary HydraulicsⅠ

본 강의에서는 수자원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유체의 기본성질을 알아보고, 정지 상태에 
있는 물의 역학적인 문제, 흐르는 물의 운동
학 및 동력학의 기본원리를 살펴본 후 관수
로 내 정상류 해석의 기본원리를 강의 한다.

This course include basic fluid mechanics f
or water resources engineering such as  c
haracteristics of fluid, hydrostatic mechanic
s, hydrodynamic mechanics and the analysi
s of steady flow in pipe.

기초
(442)

토질역학Ⅰ및실험 Soil MechanicsⅠ and Lab

건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반의 공학적 
성질에 대하여 다룬다. 토질역학 Ⅰ에서는 
주로 흙의 물리적 성질과 흙의 다짐 및 투
수 이론, 유효응력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
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the prin
ciple of soil mechanics and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oils and to determine parameters from soi
l testing.

기초
(433)

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
s

구조물, 구조부재, 평형방정식, 하중, 반력, 
부재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정구조물인 
트러스, 보, 뼈대구조물, 아치, 케이블의 해
석에 관하여 학습한다. 

Understands the concepts of structures, str
uctural members, equilibrium equations, loa
ds, reaction forces, and member forces an
d learns about analysis of  statically deter
minate structures such as beam, truss, fra
me structure, arch, and cable structures.

산업
디자인
학과

기초
(622)

디자인인문학 Humanities of Design

인간과 사물, 인간과 소통, 인간과 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의 본질적
인 속성을 탐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속성들이 디자인에서 어떻게 원리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지를 인문학적 이론과 방법
론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디자인 창작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소양을 쌓는다.

Students search the essential properties of 
the design that are placed between human
s and objects, humans and communication, 
and humans and understand principally ho
w such properties are realized in the mod
ern society under the theories and method
s of the humanities. Based on these appro
aches, students are equipped with the kno
wledge to find in-depth methods of design 
creation.

실무
(626)

문화디자인창업 Culture Design Startup

디자인을 개발하여 창업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논리적 사고법 및 리서치 방법론,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학습한다. 또한 
디자인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 및 마
케팅을 학습함으로써 실제로 디자인 기업 
창업을 준비한다. 

The aim of the course is to develop the d
esign in connection with a start-up. Stude
nts learn to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hink logically, set research methods, and 
build business models. Moreover, students 
prepare for a real start-up design compani
es by learning business and marketing stra
tegi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 
design company.

기초
(442)

기초조형 Basic Modeling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형태와 구조를 입체
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는 연습으로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s of de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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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조디자인과 실제 제품사이에서 나타
나는 차이를 줄이도록 학습한다.

n - form and structure. By practicing thes
e expressions, students will learn to minimi
ze the difference between structural desig
n and the actual product.

심화
(541)

문화디자인기획 Cultural Design Project Planning

문화를 읽고 그 흐름을 감지하여 그것을 
새롭게 생성시킬 수 있는 기획적 마인드를 
키운다. 특히 다양한 문화 기획의 유형과 
방법론을 사례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화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를 제시 구현하는 실
습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 더 창의적인 문
화디자인 기획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한 소
양을 쌓는다.

This course enhances planning skills to un
derstand and detect the trend of culture, 
and then reinvent it. Through a series of 
training, such as studying cases of various 
types and methodologies in cultural project
s, and actually presenting and implementin
g practical culture design project ideas, stu
dents are equipped with a capacity to han
dle more creative cultural design projects.

실무
(352)

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Street furniture를 위주로 한 환경가구의 
전반 요소를 이해하고 주사용자의 니드와 
환경의 요건을 파악한 후 Site에 적합한 합
리적인 가구를 계획하고 제작한다. 특히 용
도에 따른 재료의 적합성과 구조를 중점적
으로 다룬다.

Students understand general elements of e
nvironmental furniture focusing on street f
urniture and grasp users’ need and envir
onmental requirement, and finally design a
nd make logical furniture appropriate to th
e Site. Especially It deals with suitability a
nd structure for its use intensively.

실무
(442)

사용자경험디자인 UX design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개념에 따라 디자인
에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습
득하게 된다. 다양한 디자인의 각 영역에서 
UX 디자인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According to the concept of user experien
ce design,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des
ign and learn how to apply. We systematic
ally train a series of processes on UX desi
gn in various areas of design from a pract
ical point of view.

전문
(433)

디자인창업과경영 Design Start up & Management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과 방법을 학습한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문화적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만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론과 사례연구,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Students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m
ethods of design management to improve t
he quality of products or services. By stud
ying theories and examples with discussion
s, students learn how to respond actively t
o the various demands of customers and t
he rapidly changing trends of the industry, 
society, and culture; they also learn how t
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nd increa
se the organization’s competitive edge.

한식조리
학과

심화
(622)

외식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for Food Industry

외식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지식을 학
습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외식문화가 발전 
될 수 있도록 외식문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The aim of the subject is to prepare stude
nts for professional careers in restaurant 
business by providing theoretic and practic
al studies for effective restaurant operat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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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712)

글로벌식생활문화 Global Food Culture

식생활과 식문화의 기본 기본개념을 정립
하고 세계 식문화의 지역적 분포에 관한 
특징을 이해한다.  요리의 기원과 전파를 
문화인류학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알아봄으
로써 세계의 식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cultur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food 
cultures across the world, especially their i
ndividuality and universality.

실무
(712)

주방관리실무론 Kitchen Management

주방관리의 특성, 식재료관리, 원가관리, 메
뉴계획관리, 주방인적자원관리, 주방위생과 
안전관리, 고객관리 등 조리업무 수행에 필
요한 관리 이론과 실무를 다룸으로써 주방
관리와 관련된 각종 지식을 제공한다.

  Provides the overall knowledges and skill
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kitchen m
anagement, food ingredient control, cost c
ontrol, menu planning and meal manageme
nt, personnel management, safety control,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foodservice fa
cilities. 

전문
(532)

한식당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shment and Mana
gement

한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창업 트
렌드를 학습하여 한식당 창업을 위한 창업 
경영 요소와 함께 창업 계획서의 작성과 
평가 요소에 대해 교재를 통해 학습하며 
레스토랑의 컨셉 결정과 함께 창업에 필요
한 설계계획 및 배치, 메뉴계획 등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함.

Understandings the overall Korean food in
dustry and establishment trends of Korean 
restaurants, and study how to make manag
ement proposals and key aspects of restau
ra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such as 
determination of restaurant concepts, desig
n and layout, menu planning related with 
restaurant business starting.

실무
(622)

단체급식 Food Service in Institutions

식재료관리, 메뉴, 구매, 검수, 저장, 생산, 
위생, 작업 및 안전, 원가관리 등 전반적인 
급식업무 관리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Provides the principles of food service syst
ems, menu planning, food purchasing, qua
ntity food production, sanitation, facility an
d equipment, cost control.

가정
교육과

기초
(424)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가족복지분야에서 활동할 사회복지사의 능
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가족복지의 개
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가족복지의 역사,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
방법과 기술 등의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o the value and es
sential concepts of family socail work. Its 
history, family polices and systems are dis
cussed with social services in the field. Th
is course offers students also the social w
ork practice methods and advances skills.

기초
(622)

가족학 Contemporary Families

가족학의 중요 개념, 이론을 이해하고 가족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관계, 역할, 
문제들을 실증적 사례를 통하여 고찰, 토의
하여 가족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lass leads to an understanding of th
e central concepts and theories of contem
porary families. It cultivates abilities that c
an diagnose family problems through positi
ve examples of family relationships, roles, 
and problems happening in the family dev
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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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442)

영양학 Nutrition 

영양학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비영
양성분들이 생명체내에서 어떻게 대사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즉, 식품 섭취 후 체내에서 일어나는 소화, 
흡수, 대사 과정 및 영양소의 체내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섭취한 식품이 건강과 질병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Nutrition deals with the effects of food on 
health and disease by understanding the di
gestion, absorption, metabolism and nutrien
t functions in the body after eating

기초
(424)

건강가정론 Introduction to Health Family

가족의 개념과 가치를 재설정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가족이론과 정책, 실천적 접근방법을 살펴
보고자 한다.

Reset the concept of family values ??and 
family and keep him healthy and functiona
l family to function theory and policy, expl
ores practical approach.

심화
(352)

영양교육및상담실습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ling Practice

영양교육및상담실습은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 이론, 
교육 실시과정, 방법과 기술, 교육 매체의 
활용기술에 대해 다룬다.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practice 
deals with education and counseling theor
y, educational process, methods and techni
ques, and techniques of educational media 
needed to conduct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심화
(721)

가계재무설계 Consumer Financial Planning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소비자의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의 
경제원리, 예산사용, 경제적 위험과 소유재
산의 보호, 소득의 최적화, 소득의 증대, 은
퇴계획과 유산상속 등의 재무관리 전략의 
원리와 실제를 학습하여 개인과 가계단위
의 소비자재무설계 능력을 함양한다. 

Focuses on efficient management of house
hold financial resources over the life cycl
e, Develops the ability of professionals in 
consumer financial planning by studying ec
onomic principles of financial management, 
economic risks and protection of assets. O
ptimization and maximization of income, an
d retirement planning.

중등특수
교육과

기초
(424)

장애인의이해 Understand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쟁점 및 동향을 
파악하며, 예비교사들이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course is aimed at identifying various 
issues and trends in special education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pre-service t
eachers to understand and effectively supp
ort various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w
ith disabilities. 

기초
(433)

시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시각장애교육 전반에 대하여 학습한다. 시
각손상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시각
손상의 원인과 예방, 시각장애 관련 여러 
정의들, 시각장애 교육의 발전과 역사, 시
각장애교육 전달체계, 시각손상학습자 사
정, 시각장애 영유아 및 중복장애아 교육, 
그리고 시각장애 관련 진로교육과 특수교
육재활공학 등의 주제를 학습한다.

Students learn about education for children 
visual impairments generally. Students hav
e the knowledge how the visual impairmen
t affect on the child development, cause a
nd prevention of visual impairment, variet
y definition related visual impairment, dev
elopment, history service delivery system o
f educ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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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ments, assessment of students with visual i
mpairments, education of infant with visual 
impairment and multiple disabilities, career 
education related visual impairment and as
sistive technology.

심화
(442)

지체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체장애의 개념과 특성, 진단 및 평가, 교
수전략 수립, 효율적인 교수방법 등을 습득
하여 지체장애의 교육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 an instruction on the 
concept, characteristic, diagnosis and evalu
ation, plane of instruction strategy and eff
iciency instruction method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y. This instruction is the o
pportunity for management of education fo
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기초
(442)

지적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
abilities

지적장애학생의 유형 및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개별
화된 교육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기본지식
과 기술을 탐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a knowledge about th
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
h mental retardation. Students receive the 
training for diagnosis and evaluation of me
ntal retardation and making out the individ
ualized education plan.

심화
(442)

학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
ilities

학습장애아동의 정의와 원인 및 특성을 이
해하고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적절한 교수
이론을 습득한다.

Students learn about definitions, cause and 
characteristics about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to learn about the appropri
ate teaching theory for children with learn
ing disabilities. 

심화
(235)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정서‧행동장애아의 학습상 특성과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최근의 교육
적 원리를 탐색한다.

Students understand on the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nd psychology of children wit
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and se
arch the appropriate recent principle of ed
ucation.

심화
(235)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언어발달과 발성-발어기관의 원리를 탐색
하고, 의사소통장애학생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
려한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하여 교육현장
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principles of language development and sp
eech organs and understand language char
acteristics of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 and acquire the teaching-learning 
method to b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
s of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 
And students can apply these in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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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Dept. of Smart City)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산업혁명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실무인재

전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현장실무 응용 능력 ·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교육목표
4차산업혁명기술에 기반한 스마트시티의 계획, 설계, 구축,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혁신 
실무인력양성

교육과정

▪스마트인프라, 스마트건축, 공간정보및지적학, 스마트IoT응용 등 스마트도시 주요분야를 학습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캠퍼스리빙랩 및 스마트시티리빙랩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운영

수여학위 스마트시티학사(Bachelor of Smart City)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스마트인프라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스마트건축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디지털트윈 지적기사, 교통기사, 드론자격증, 측량및지현공간정보기사

스마트IoT응용 전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기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정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 사고와 공학적 지식을 통해 문
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준거
◾4차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한 스마트시티 분야의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도시문제 이해, 아이디어 도출, 계획수립 및 실행 능력

현장실기

응용 능력

정의
4차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한 스마트시티 분야의 융합기술을 도시문제해결에 적
용하는 구체적인 응용능력

준거
◾스마트시티 관련 전공지식과 전문지식을 도시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능력
◾ICT기술을 기존 도시관련 공학분야와 결합하여 응용하는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정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공학적 의사표현 능력 및 다양한 의견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

준거
◾도시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전문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 능력
◾현장에서의 책임감 및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정의
4차산업혁명기술과 도시분야 공학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융합기술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

준거
◾4차산업혁명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기반기술인 IoT, AI, 빅데이타 등과 활용기술인 BIM, 센서, 공간정보시스템을 융
합하여 전공분야 문제의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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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기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전공지식과 ICT기술의

융합 및 응용능력

산업 환경 분석,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 마인드,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전공실무지식, IoT활용지식, 

공간정보시스템
프로젝트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팀워크 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협업적인 태도

심화
빅데이터, 3D모델링, 
원격센서, 프로그래밍

전공 실험 능력 및

실험․ 분석 장비 운영

적극적인 정보 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분석 태도

기초 ICT관련 지식, 도시공학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능력

지속적 자기개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6] 교육과정 편성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기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스마트인프라 ● ● ◐ ◐

스마트건축 ● ● ◐ ◐

디지털트윈 ● ◐ ○ ◐

스마트IoT응용 ◐ ◐ ○ ●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기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IoT및센서 ○ ● ◐ ◐ 3 5 2

BIM실무 ○ ● ◐ ◐ 3 5 2

공간정보시스템실무 ○ ● ◐ ◐ 3 5 2

신재생에너지 ◐ ● 3 4 3

건축실무와경영 ● 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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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기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산수공설계 ◐ ● ◐ ◐ 3 6 1

전산지반설계 ◐ ● ◐ ● 2 6 2

전산구조설계 ◐ ● ◐ ◐ 3 6 1

환경설계 ◐ ● ◐ 3 5 2

교통공학 ● ◐ 3 4 3

실무

마이크로컴퓨터 ◐ ● 3 5 2

전기기기제어 ◐ ● 6 3 1

공공디자인론 ○ ● 5 2 3

콘크리트재료실험 ◐ ● 3 4 3

도시분석론 ○ ● 4 3 3

응용측량이론및실습 ◐ ● ◐ 4 5 1

복합재료특론 ○ ● ◐ 5 4 1

소재과학과창업 ◐ ○ ● ◐ 4 4 2

건축설계 ● ○ 3 5 2

전기전자기초실험 ● ◐ 2 5 3

공간정보체계론(GSIS) ◐ ● 6 3 1

지적측량이론및실습 ◐ ● ◐ 4 5 1

심화

소재공학응용 ● ◐ 5 3 2

소재공학개론 ● ◐ 5 3 2

나노탄소학(2) ● ◐ ○ ◐ 5 3 2

제어공학 ● ◐ 6 3 1

전자소재개론 ○ ● ○ ◐ 6 2 2

건축디지털활용기술 ○ ● 4 4 2

측량학기초 ● ◐ 4 4 2

기초

스마트시티개론 ● ● ◐ 4 3 3

건축CAD ● 2 7 1

지적학개론 ● ● ● 7 2 1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기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스마트

인프라

(A)

전문

전산수공설계
전산지반설계
전산구조설계

환경설계
BIM실무

교통공학
IoT및센서실무[필]
공간정보시스템실무[필]

실무

심화 콘크리트재료실험

기초 스마트시티개론[필] 빅데이터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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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기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스마트

건축

(B)

전문

BIM실무 건축실무와경영
IoT및센서실무[필]
공간정보시스템실무[필]

실무 공공디자인론 도시분석론

심화 건축CAD 건축설계(1) 건축디지털활용기술

기초 스마트시티개론[필] 빅데이터기초

디지털

트윈

(D)

전문
BIM실무 공간정보시스템실무[필]

IoT및센서실무[필]

실무

드론조정교육및촬영
지적학개론
응용측량이론및실습

심화
3D모델링Ⅰ
공간정보체계론(GSIS)

기초 스마트시티개론[필] 측량학기초 빅데이터기초

스마트

IoT응용

(E)

전문

BIM실무 IoT및센서실무[필]
공간정보시스템실무[필]
신재생에너지

실무

마이크로컴퓨터
전기기기제어
사물인터넷 (IoT)응용

복합재료특론
소재과학과창업

심화

나노탄소학(2) 소재공학개론
소재공학응용
제어공학
전자소재개론
전기전자기초실험

나노탄소학(2)

기초 스마트시티개론[필] 빅데이터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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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9학점 27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9학점 12학점

특이사항 개설교과목 표에 작성된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이수 시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융합교과목: BIM실무, IoT및센서, 공간정보시스템실무, 스마트시티개론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건축

 IoT실습

전문

전산수공설계(A)
전산구조설계(A)
교통공학(A)
신재생에너지(E)
전산지반설계(A)
환경설계(A)
BIM실무(ABDE)
공간정보시스템실무
(ABDE)
IoT및센서(ABDE)

건축실무와경영(B)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건축 
공간정보실무 

IoT응용

실무 지적학개론(D)
응용측량이론및실
습(D)

마이크로컴퓨터(E)
전기기기제어(E)
소재과학과창업(E)
공공디자인론(B)

복합재료특론(E)
도시분석론(B)

IoT기초 
공간정보이론 
IoT응용기초

심화 건축CAD(B)

전기전자기초실험
(E)
건축설계(1)(B)
소재공학개론(E)
공간정보체계론(GS
IS)(D)
지적측량이론및실
습(D)

▪콘크리트재료실
험(A)

▪제어공학(E)
▪전자소재개론(E)
▪건축디지털활용

기술(B)
▪소재공학응용(E)
▪3D모델링I(D)

▪나노탄소학(2)(E)

스마트시티 
전공기초

기초 ▪측량학기초(D)

▪스마트시티개론
(ABDE)

▪빅데이터기초(AB
DE)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 진로분야 구분: (A)스마트인프라 (B)스마트건축 (D)디지털트윈 (E)스마트IoT응용

비
교
과

▪지역혁신서비스
러닝

▪스마트캠퍼스리빙
랩

▪스마트시티리빙랩

기업전문가 특강, 지자체 공무원특강, 지역혁신기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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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0173 건축CAD Architectural CAD 3 3 실무 3 4 3 건축학과

2 선택 14665 지적학개론 Land Administration Principles 3 3 기초 7 2 1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2

1

선택 06280 측량학기초 Foundational Surveying 3 3 심화 4 4 2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0152 전기전자기초실험
Electrical Engineering Basic 
Lab

3 4 실무 2 5 3 전기전자공학과

선택 15561 공간정보체계론(GSIS)
Geo-Spatial Information Syste
ms

3 3 실무 6 3 1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선택 15938 지적측량이론및실습
Cadastral Surveying Principles 
and Practices

3 4 실무 4 5 1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5456 건축설계(1) Architectural Design(1) 6 10 실무 3 4 3 건축학과

선택 11716 소재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 3 심화 5 3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5937 응용측량이론및실습

Application of Cadastral Surv
eying

Principles and Practices

3 3 실무 4 5 1
국토정보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08637 마이크로컴퓨터 Microcomputer 3 3 실무 3 5 2 전기전자공학과

선택 12446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Materials 
and Lab

3 4 실무 3 4 3 토목환경공학과

필수 16152 스마트시티개론 Introduction to Smart City 3 3 기초 4 3 3
스마트시티
융합교과목

선택 16060 소재공학응용
Material Science and Applica
tions

3 3 심화 5 3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08111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3 3 심화 6 3 1 전기전자공학과

선택 16069 전자소재개론
Introduction on 
electronic materials

3 3 심화 6 2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하계
선택 15557

3D모델링Ⅰ(Auto-Ca
d 2D/3D) 

3D modeling Ⅰ(AutoCAD 2D/
3D)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98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2

선택 14360 소재과학과창업
Material Science and venture 
creation

3 3 실무 4 4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0155 전기기기제어 Electrical Machines Control 3 3 실무 6 3 1 전기전자공학과
선택 12514 공공디자인론 Public Design 3 3 실무 5 2 3 건축학과

선택 16139 건축디지털활용기술
Digital Technologies in 
Architecture

3 3 심화 4 4 2 건축학과

선택 15223
3D모델링Ⅱ(Autodesk 
3D-MAX)

3D Modeling Ⅱ(Autodesk 3D
-MAX)

3 3 실무 3 5 2 4IR 공통 교과목

동계
선택 15632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3 3 심화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58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3 3 기초 4 4 2 4IR 공통 교과목

4

1

선택 08868 전산수공설계
Computational Hydrosystem 
Design

3 3 전문 3 6 1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08866 전산구조설계 Computing Structural Design 3 3 전문 3 6 1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05566 교통공학 Traffic Engineering 3 3 전문 3 4 3 토목환경공학과

필수 16169 IoT및센서 IoT and Sensors 3 3 전문 3 5 2
스마트시티
융합교과목

선택 16064 복합재료특론
Special topics on composite 
materials

3 3 실무 5 4 1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2

선택 12517 도시분석론 Urban Analysis 2 2 실무 4 3 3 건축학과

선택 15184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3 3 전문 3 4 3 전기전자공학과

선택 13030 전산지반설계 Computational Geotechnical 3 3 전문 2 6 2 토목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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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스마트
시티
융합

교과목

전문
(352)

IoT및센서 IoT and Sensors

스마트시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수적인 사
물인터넷과 여기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센서에 관하여 학습한다. 실습을 통
하여 센서의 원리 및 활용방법을 확인하고 
간단한 IoT기기를 설계, 제작한다.

Learn about the Internet and the various s
ensors that are basically used for building 
and operating smart cities. Through practic
al training, the principle and usage of sens
ors and design and manufacture simple IoT 
devices are studied.

전문
(352)

공간정보시스템실무 Practice of GSIS

지형공간정보시스템(GSIS)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운영체
계등을 학습한다. GSIS운영에 필요한 실무
적인 업무지식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의 
적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Learn spatial information system (GSIS) con
cepts and related software, databases, oper
ating systems, etc. Learn about the applica
tion of smart cities, focusing on practical k
nowledge necessary for GSIS operation.

기초
(433)

스마트시티개론 Introduction to Smart City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활용분야, 활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스마트시티의 구축과 운영
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Learn the technologies and knowledge nec
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mart cities by looking at the concept o
f smart cities, fields of application, and cu
rrent status of smart cities.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Design

선택 07712 환경설계 Environmental-Facility Design 3 3 전문 3 5 2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6168 BIM실무 BIM and Practice 3 3 전문 3 5 2
스마트시티
융합교과목

필수 16170 공간정보시스템실무 Practice of GSIS 3 3 전문 3 5 2
스마트시티
융합교과목

선택 14097 나노탄소학(2) Nanocarbon Materials (2) 3 3 심화 5 3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5 1 선택 15018 건축실무와경영
Architectural Practice & Man
agement

3 3 전문 2 2 6 건축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스마트
시티
융합

교과목

전문
(352)

BIM실무 BIM and Practice

건물 및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전수명주기에 필요한 구조물의 정
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학습
한다. BIM 활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무

Learn about a system for integrated mana
gement of information on structures necess
ary for the entire life cycle such as buildi
ng, infrastructure planning, design, cons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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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적인 지식을 익힌다. ction, and maintenance. Acquire practical k
nowledge using the BIM program.

토목환경
공학과

전문
(361)

전산수공설계 Computational Hydrosystem Design

 본 강의에서는 수자원공학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홍수-유출수문곡선 해
석 프로그램인 HEC-1 및 HEC-RAS의 구조
와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취업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수자원공학의 여
러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

This course include the structure and usag
e of HEC-1 and HEC-RAS programs which 
can interpret flood-discharge hydrograph a
nd educate the application ability of the m
ulti program in the water resources engine
ering.

전문
(262)

전산지반설계 Computational Geotechnical Design

토구조물 및 기초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본 강의는 컴퓨
터를 사용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여 실습을 통하여 실무 경험을 터득
하도록 한다.

This course is intended to present the com
putational skill of soil mechanics and to app
ly  the principles of soil mechanics to anal
yze and design simple geotechnical systems.

전문
(361)

전산구조설계 Computational Structural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기
법을 강의한다. 전반부는 수치해석기법, 메
트릭스구조해석법을 강의하고 후반부는 구
조해석 및 설계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구조물을 해석, 설계한다.

Theory and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
nt method and practical usage of structura
l analysis program are included.

심화
(442)

측량학기초 Foundational Surveying

측량의 정의와 분류 및 기준표 등의 이론
과 측량의 기본이 되는 거리측량 및 각측
량을 이해하며, 수평 수직 위치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측량을 다루어 모든 건설 계획
을 위한 지형정보 해석의 기초를 배양케 
한다.

It understands the distance measurement w
here becomes the basic of objection and 
measurement of justice and classification a
nd the base piece back of measurement a
nd each measurement, the datum point me
asurement where becomes the standard of 
foundation the terrain information interpret
ation for all construction plan.

전문
(352)

환경설계 Environmental-Facility Design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과 정수를 위한 
다양한 처리 공정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설계를 직접 실시
한다. 물리화학적 방법 뿐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대한 설계 인자 도출과 실시설
계를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다.

Based on the theory for clean and safe w
ater supply,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treatment.

전문
(343)

교통공학 Traffic Engineering

교통구성요소의 특성과 교통류의 특성 및 
이론을 익히고 교통조사, 교통통계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 교통신호체계의 운영방법론
을 배우며, 첨단교통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
여 교통공학의 실제생활에서의 활용도를 

This subject is a basic course for the tran
sportation engineering. Students shall learn 
transportation properties, vehicles and hum
an characteristics, transportation survey an
d estimation, capacity and service leve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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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익힌다. 용량분석을 통한 교통시설물의 서
비스수준을 평가하고, 교통신호등의 제어전
략과 신호시간 운영방안을 배운다. 기타교
통운영의 최근 발전방향을 살펴본다. 

sign methods and operation, etc.

실무
(343)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Materials and Lab

콘크리트의 주 구성 재료인 시멘트, 골재의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배합설계과정을 
통하여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고, 강도 평
가를 수행한다. 콘크리트 보강재료인 철근
의 기본적인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살펴본
다. 아스팔트재료에 대하여 학습한다. 

Study the properties of cement and aggreg
ate, and make a series of concrete specim
ens through the mix design process and co
nduct a strength evaluation. The basic cha
racteristics of reinforcing steel are analyze
d through experiments. Learn about asphal
t materials.

건축학과

기초
(271)

건축CAD Design Computing in Architecture

본 교과목은 건축설계 프로세스 상의 CAD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실
습 교과목이다. 오늘날 건축설계 실무에 있
어 CAD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은 매우 중요
하다. CAD소프트웨어 활용능력에 따라 건
축설계
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의 작성수준이 달라
질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 그 자체의 성격
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교과목에서 익히
는 CAD소프트웨어는 Rhino(+Grasshopper)
로서, 도면작성도구(Drafting Tool) 수준을
넘어서 생성적설계도구(Generative) Design
Tool)로서의 CAD이다.

Architectural communication is achieved th
rough drawings. It can be said thatdrawing
s are the primary language inarchitecture. 
This course allows students to better under
stand what drawings should contain, and h
ow they should be contained, resulting in t
he ability to produce architectural drawings 
using computers.

실무
(352)

건축설계(3) Architectural Design Studio(3)

건축의 공간요소인 기둥, 벽, 천정, 바닥 등
의 건축 기본요소 연구와 이를 조합한 내
부 공간중심 탐구가 진행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to synthesize 
spatial elements such as columns, walls, ce
ilings and floors into architectural space.

실무
(523)

공공디자인론 Public Design

공공디자인은 건축물을 제외한 외부공간을 
장식하는 모든 공공성이 있는 외부 장식물
의 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과목이다. 
이는 옥외광고물, 벤치, 승강장, 육교, 조각
품 등등 실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의 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과목이다. 따라서 심미적인 
감수성이 요구되고 도시공간속에서 통일성,  
맥락성 디자인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되는 
학문이다.

Public design is to enhance the design qua
lity of all public fixtures, or street furnitur
es, outside of the buildings. It includes the 
design enhancement of signage, benches, b
us stop shelters, pedestrian bridges, public 
sculptures and ornaments etc. So students 
are required to demonstrate aesthetics, un
derstandings of urban context and design u
nity in urban space.

전문
(226)

건축실무와경영 Architectural Practice & Management

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지식을 축적하는 계
기를 마련한다.

By visiting and experiencing firms in the p
rofession, students are presented with a wi
de range of various architectur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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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433)

도시분석론 Urban Analysis

건축을 주변 환경, 도시,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맥락적 설계의 사고와 설
계과정에 관한 지식과 개념을 정리하고 이
해하여 건축에의 적용하는 폭넓은 사고와 
표현 능력을 배양 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obtain the th
inking process for contextual design where 
architecture is defined within the context 
of its surroundings, urban setting or region
al conditions.

심화
(442)

건축디지털활용기술 Digital Technologies in Architecture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적 부가가치 창
출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
용법을 익힌다. 구체적 내용은 최신의 산업
동향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obtain understandin
gs on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for value creation in the architectural indu
stry.

전기전자
공학과

실무
(253)

전기전자기초실험 Basic Electrical Engineering Lab

전기전자 전공에서 필수적인 전기전자회로
의 기초실험을 실시한다. 각종 계측장비들
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테브난 등가회로, 
중첩의 원리 등 회로이론을 기초한 실험을 
하며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다이오드, 등
에 대하여 특성을 실험한다. 이와 함께 회
로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한다. 
특징: 실험실습과목, 회로이론과 연계하여 
교육

This is an experimental course to design a
nd analyze circuits including independent a
nd dependent voltage and current source, 
elements such as resistors, capacitors, indu
ctors and diodes, circuits such as parallel o
r series combinations of elements, voltage 
dividers, current dividers, theories such as 
Kirchhoff's current and voltage laws, Ohm'
s law, Thevenin and Norton equivalent circ
uits to simplify the analysis process, maxim
um power transfer to load, and finally, tea
ch P-spice software as a computer tool to 
verify electrical circuit design.

심화
(631)

제어공학 Automatic Control Systems

자동화의 기본 기술인 계측, 제어 및 이에 
관련된 기술을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공학 
분야이다. 제어의 대상이 되는 플랜트를 모
델링, 제어시스템의 응답, 주파수 응답, 안
정도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징: 제어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안정도에 
대하여 공부한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철도신호 기사 자격증 관련과목

Control systems presents a comprehensive 
treatment of the analysis and design of au
tomatic control systems. Plant modeling, tr
ansient and steady state response analyses, 
frequency response analyses, stability analy
sis will be learned.

실무
(352)

마이크로컴퓨터 Microcomputer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구조, 명령어 세트, 레
지스터에 관하여 배우며, 어셈블리어나 C-
언어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주변장
치의 제어에 관하여 배운다.  제어회로, 데
이터연산, 메모리인터페이스 및 인터럽트로 
구성되어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디지
털회로의 주요기능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
어 회로 설계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특징: 마이크로컨트롤러 칩을 활용하여 응

용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실습을 진

This course  provides a broad understandin
g of microcontroller features and options. 
These topics have been selected to facilita
te the comprehension of the general functi
ons most widely used in real-time controlle
rs and are accompanied by lab exercises. 
After a brief overview of the C compiler,  
topics include hardware and software devel
opment techniques, interrupts, timers, mem
ory bus interfacing, synchronous & asy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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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 칩과 메모
리칩, 디스플레이소자, 클럭발생회로, 
인터럽트 발생회로 등을 이용하여 
브레드보드상에서 간단한 응용시스
템을 제작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활용방법을 습득한다.

ronous serial communications, A/D conversi
on, I/O interfacing of a keypad & LCD pa
nel,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and fu
zzy logic control.

실무
(631)

전기기기제어 Electrical Machines Control

직류기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위하여 직류
기를 모델링하고 해석하고 원하는 제어반
을 제작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특징: 직류기를 모델링하고 해석한다. 전기

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관련 과목 

In order to apply a direct current machine 
in a daily life, this course will be taught t
he control method of DC-machines. Theref
ore, this lecture performs a modeling, anal
ysis and simulation of the DC-machines.

전문
(343)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하여 공부 함.

Study on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
es because of a depletion of fossil energy 
and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Le
arn about a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 solar heat power generation, a wind pow
er generation, a geothermal power generat
ion, a bio power generation, and fuel cells.

탄소나노
신소재공

학과

심화
(532)

소재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
eering

재료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화 발전에 많
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의 첨단 기술의 구
현에 있어서 재료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재
료의 기본적인 구조, 결함 및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기계적 성질에 대해 학습한
다.

Historically, materials have been intimately 
involved in developing human cult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cutting-edge technol
ogy, understanding of materials science is 
essential. In this lecture, we will cover ato
mic structure, defects and mechanical prop
erties of materials.

심화
(622)

전자소재개론 Introduction to electronic materials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기ㆍ전자분야와 관련
된 전자재료 및 소자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dio
des, bipolar junction transistors, MOSFETs 
and semiconductor properties.

실무
(442)

소재과학과창업 Material Science and venture creation

본 과목에서는 결정구조, 소재의 규명, 소
재의 물리 화학적 성질과 특성을 소개하고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Enabling the students to get the knowledg
e of material characterization method and 
their applications. Guiding how to fabricate 
the final products and how to link the acti
vity to build up the company.

실무
(541)

복합재료특론 Special topics on composite materials

복합재료의 기술 현황과 복합재료의 구성
재료, 재료특성, 제조기술과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lass aims at the understanding of th
e basic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includ
ing properties of constituents and typical c
omposite materials. Students will stud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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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composit
es technology.

심화 
(532)

소재공학응용 Materials Science and Applications

재료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가
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재료의 기본 성질
인, 기계적, 전기적, 열화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에 대해 학습한다.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of materi
als, we need deep knowledge of materials 
basic properties. In this lecture, students w
ill study mechanical, electrical, deteriorativ
e, thermal, magnetic and optical properties 
of materials.

심화
(532)

나노탄소학(2) Nanocarbon(2)

나노탄소의  응용기술의 기본을 이해하고 
공학적 접근 방법을 학습한다.

Understand the fundamental nano-carbon t
echnology and method for science and eng
ineering.

Superstar
College
4IR

공통 교과

기초
(343)

3D모델링Ⅰ(AutoCAD 2D/3D) 3D modelingⅠ(AutoCAD 2D/3D)

AutoCAD를 활용한 2차원 및 3차원 모델링
에 관한 강좌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습득하여 다양한 예제를 수행한다.

It is a course on 2-D and 3-D modeling us
ing AutoCAD, and students will learn com
mands and perform various examples.

실무
(352)

3D모델링Ⅱ (Autodesk 3D-MAX) 3D ModelingⅡ(Autodesk 3D-MAX)

3D MAX를 사용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디자
인의 제품을 3D 모델링을 통하여 만들어냅
니다. 

Create a wide range of design products usi
ng 3D modeling in a classroom using 3D M
AX.

기초
(343)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국내 항공법규 및 드론운영에 대하여 학습
하고, 드론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
육을 통한 방송, 사진 항공촬영기술 습득하
며, 드론교육지도사 및 항공촬영 2,3급 자
격증 취득과정 교육한다.

It learns about the aerial codes and drone 
operation and learns about Broadcasting Cl
ass 2, 3rd degree certificate of qualificatio
n through training courses, and learns how 
to obtain a drone training certificate and a
n aerial filming.

심화
(343)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본 교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제작 실습을 수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concepts of IoT and conduct the practice 
of making internet systems of objects usin
g Arduino.

기초
(442)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빅데이터와 이의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acquisitions of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big data an
d its applications.

국토
정보학 
융합

교과목

기초

(721)

지적학개론 Land Administration Principles

지적학은 토지의 등록, 관리를 중심으로 한 
토지 관련 기초학문으로서 지적의 개념, 지
적의 분류와 구성요소, 지적제도의 발달과
정, 토지의 등록,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다
른 나라의 사례 및 문제점 등을 교육하고 
실무적 측면에서 지적학의 활용 등을 학습

A study on the introduction to general cad
astre, such as the concept of cadastre and 
components of cadast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dastre system, the registration 
of land, the cadastre system of our countr
y, and the cases and problems of other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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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한다. untries.

실무

(631)

공간정보체계론(GSIS)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

GS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s)의 기
본적인 정의와 개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 방법, 각종 공간분석 기법 등 G
SIS의 기본적인 원리를 비롯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국내외 GSIS 응용사례 및 발전 
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geo-Spatial in
formation systems, such as the GSIS basic 
concept, the spatial information database c
onstruction method, the various spatial ana
lysis techniques, GSIS application examples 
and development trends.

실무

(451)

응용측량이론및실습 Application of Cadastral Surveying Principles 
and Practices

기초측량학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수
준측량, 지형측량, 노선측량, 터널측량 및 
지형도 활용방법 등 응용측량에 대한 이론
을 학습하고 각 측량의 토탈스테이션과 수
준측량의 레벨의 활용방법에 대한 실습을 
병행한다.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adastral sur
veying, based on the knowledge gained fro
m basic surveying, such as the level surve
ying, terrain surveying, route surveying, tu
nnel surveying and topographical surveying.

실무

(451)

지적측량이론및실습 Cadastral Surveying Principles and Practices

토지의 소재, 위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지
적 측량의 종류별 측량방법 및 오차배부 
방법과 수치측량 및 지적확정 측량의 원리
를 통해 가로 중심점 측량, 가구점 및 필계
점 측량, 경계 정정 측량, 교차점 측량 등 
지적측량 이론을 학습하고 토탈스테이션의 
활용방법에 대한 실습을 병행한다.

A study on the cadastral surveying, such a
s the cadastral survey theory using the me
thod of surveying and the sorting methods 
of land surveying to determine the location 
and boundary, the area of land, and the m
ethod of error distribution, the numerical s
urveying, intellectual confirm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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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Dept. of Smart Farm)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융복합 지식과 실무 기술을 갖추고 산업체와 기업의 요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하고 열성적이며 창조적 사고를 갖춘 전문 인재

전공능력 실험설계 능력 · 계산 능력 · 분석 및 해석 능력

교육목표
미래 혁신성장 선도산업인 스마트팜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산
학연계된 창의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교육과정

▪스마트팜(스마트 시설원예,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수확후관리)

▪스마트 농업환경(신재생에너지, 악취저감, 농업 초미세먼지)

▪농생명-ICT(정보통신기술, 4IR, IoT, 소프트웨어, 자동‧원격관리)

▪농식품경영(농산업 경영, 농식품 유통, 농생명식품 물류무역)

수여학위 스마트팜학사(Bachelor of Smart Farm)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농생명산업 식물보호기사, 종자기사, 생물공학기사 등

스마트팜
현재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은 없으며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음 
향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민간자격증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실험설계 능력

정의 스마트팜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능력

준거
◾스마트팜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제시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측정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갖춘다. 

계산 능력

정의
스마트팜 분야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계산의 기본개념, 
단위의 조작, 실험데이터의 오차조절과 표현, 데이터의 시각화 등을 이해하는 능력

준거
◾스마트팜 분야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원리와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문제풀이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 및 계산방법을 현장에 적용한다. 

분석 및
해석 능력

정의
스마트팜과 관련하여 야기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내어 현상
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스마트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통합된 결과의 균형 잡힌 해석을 통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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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실험설계 능력 계산 능력 분석 및 해석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실험설계 능력 계산 능력 분석 및 해석 능력

농생명산업 ● ○ ◐

스마트팜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스마트팜 기술의

설계 및 운용

스마트팜 관련 기기

및 장비 운전 숙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태도

실무 스마트팜 기술의 적용 능력
스마트팜 관련 기기

및 장비 운전 능력
협력적인 태도와 긍정성

심화 스마트팜 기술의 적용 능력
스마트팜 운용 능력 

및 개선 방법 개발 능력

과학적 분석 태도와

학문에 대한 적극인 태도 

기초 스마트팜의 이해 분석 및 평가 능력 학문에 대한 열의와 성실성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실험설계 능력 계산 능력
분석 및

해석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 ◐ ● 5 3 2

작물생리학 ◐ ● 6 2 2

드론조정교육및촬영 ● ◐ 3 4 3

농생명환경 ● ○ 6 2 2

실무

현장체험 ● ○ 6 2 2

사물인터넷(IoT)기초 ● ◐ 3 4 3

작물재배학 ◐ ● 6 2 2

빅데이터기초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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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실험설계 계산 분석 및 해석

농생명

산업
(A)

전문
농생명환경[필]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작물생리학

실무 현장체험 작물재배학[필]

심화
유전학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토양학

공정양론 분석화학(1)
생화학
대기오염관리(1)

기초
일반생물학
비판적사고

일반화학(1) 미생물학

스마트팜
(S)

전문 농생명환경[필] 드론조정교육및촬영 작물생리학

실무
현장체험
사물인터넷(IoT)기초
사물인터넷(IoT)응용

빅데이터기초 작물재배학[필]

심화 ICT스마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센서어플리케이션

기초

일반생물학
4차산업혁명과기술
스마트팜개론
비판적사고

일반화학(1) 생활공학과사물인터넷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실험설계 능력 계산 능력
분석 및

해석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사물인터넷(IoT)응용 ● ○ 3 4 3

심화

분석화학(1) ◐ ● 5 3 2

생화학 ◐ ● 5 3 2

공정양론 ● ◐ 5 3 2

ICT스마트정보시스템 ● ○ 4 2 4

데이터베이스 ● ○ 4 3 3

센서어플리케이션 ◐ ● 2 7 1

대기오염관리(1) ◐ ● 5 3 2

유전학 ● ○ ◐ 5 3 2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 ◐ ● 5 3 2

토양학 ● ◐ 5 3 2

기초

일반생물학 ● ◐ 6 2 2

일반화학(1) ● ◐ 5 3 2

4차산업혁명과기술 ◐ 6 2 2

스마트팜개론 ● ○ 7 2 1

미생물학 ◐ ● 5 3 2

생활공학과사물인터넷 ○ ● 6 2 2

비판적사고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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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3학점 18학점

특이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국내현장실습 이수 시 ‘융합교과목 이수학점’으로 학점 인정 가능
(최대 3학점, 주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 불가)

개설교과목 표에 작성된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이수 시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융합교과목: 스마트팜개론, 작물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생명환경

스마트팜 
기술의 설계, 

운용 및 
관련기기 
운용 숙달

전문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
해(A)

드론조정교육및촬영(S)

작물생리학(AS)

농생명환경(AS)

스마트팜 
기술의 

적용능력 및 
관련 기기 
운전능력 

개발

실무 현장체험(AS)

작물재배학(AS)

사물인터넷(IoT)기초(S)

빅데이터기초(S)

사물인터넷(IoT)응용(S)

스마트팜 
기술의 적용 

능력 및 
운용능력개발

심화

분석화학(1)(A)

생화학(A)

공정양론(A)

ICT스마트정보시스템(S)

데이터베이스(S)

센서어플리케이션(S)

대기오염관리(1)(A)

유전학(A)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
법(A)

토양학(A)

스마트팜의 
이해 및 

분석능력 
개발

기초

일반생물학(AS)

일반화학I(AS)

4차산업혁명과기술(S)

스마트팜 개론(S)

미생물학(A)

생활공학과사물인터넷
(S)

비판적 사고(AS)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A)농생명환경 (S)스마트팜



1270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5386 일반화학(1) General ChemistryⅠ 3 3 기초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614 4차산업혁명과기술
4th Industrial Revolution a
nd Technology

3 3 - - - - 교양학부

2 선택 16070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 3 기초 5 3 2 환경생명과학과

2

1

선택 12164 미생물학 Microbiology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382 분석화학(1) Analytical ChemistryⅠ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06855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
tems

3 3 심화 4 3 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616 생활공학과사물인터넷
Living Engineering and In
ternet of Things

3 3 - - - - 교양학부

2

선택 15628 스마트팜개론 introduction to smart farm 3 3 기초 7 2 1
스마트팜

융합교과목

선택 15389 공정양론
Basic Calculations in Envi
ronmental Science and Bi
otechnology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009 생화학 Biochemistry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580 센서어플리케이션
Sensor and Instrumentatio
n Technology

3 3 기초 2 7 1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66 ICT스마트정보시스템
ICT Smart Information sys
tem

3 3 기초 4 2 4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선택 15615 비판적사고
Local Thinking for Proble
m Solving

3 3 - - - - 교양학부

3

1

필수 15725 작물재배학 Crop Cultivation 3 3 실무 6 2 2
스마트팜

융합교과목

선택 15011 대기오염관리(1) Air Pollution ManagementⅠ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387 유전학 Genetics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502
농생명식품기술융합
의이해

Understanding of Agrobio 
and Food with technologic
al convergence

3 3 기초 5 3 2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하계

선택 15598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97 사물인터넷(IoT)기초
Basics of IoT(Internet of 
Things)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58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3 3 기초 4 4 2 4IR 공통 교과

2
선택 15388 토양학 Soil Science 3 3 전문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567 농생명식품산업경영
Management of Agro-Foo
d Industry

3 3 기초 6 2 2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동계 선택 15632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3 3 심화 3 4 3 4IR 공통 교과목

4
1

필수 16079 농생명환경 Agro-bio environment 3 3 전문 6 2 2
스마트팜

융합교과목

선택 15385
환경기기분석및공정
시험법

Instrumental Analysis And 
Standard Methods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2 선택 16086 작물생리학 Crop Physiology 3 3 전문 6 2 2
스마트팜

융합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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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스마트팜
융합

교과목

실무
(622)

작물재배학 Crop Cultivation

작물의 육종과 재배 생산에 관한 이론과 원
리를 학습한다. 작물의 유전, 재배환경 및 
재배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론을 제공
한다. 작물의 기원과 발달, 분류, 품종 및 
육종의 기초, 토양, 수분, 광, 온도 등의 재
배환경, 종묘, 번식, 시비, 관리, 재해 등의 
재배기술을 학습한다. 

The objectives of this subject is to study t
he basic theory and principles for breeding 
and cultivation of crop plants; basic knowle
dge of plant species and breeding, environ
ment of soil, moisture, light, temperature a
nd techniques as seeding, planting, propaga
tion, fertilization, pest disease control, prev
ention of meteorological disaster for effecti
ve crop cultivation. 

전문
(622)

농생명환경 Agro-bio environment

농업생명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
한다. 작물, 화훼, 농업 미생물, 가축 등 생
물체와 농업 환경, 식품 가공, 농업 기계 등 
다양한 농생명 환경에 대해 공부한다.

Acquire various knowledge related to agric
ultural life science. Students will learn abo
ut living organisms such as crops, flowers, 
agricultural microorganisms, and livestock, 
and various agricultural environments such 
as agricultural environments, food processin
g, and agricultural machinery.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스마트팜
융합

교과목

기초
(721)

스마트팜개론 Introduction to smart farm

스마트팜 환경관리와 스마트팜 운영관리, 
스마트팜 연양관리 등 전반적인 스마트팜에 
대해 이해한다. ICT센서, 제어기술, 시설농
업기계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유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Understand smart farms such as smart far
m environment management, smart farm o
peration management, and smart farm nutr
ition management. It also develops the abili
ty to carry out knowledge, maintenance an
d management of ICT sensors, control tech
nology, and facility agricultural machinery 
systems.

전문
(622)

작물생리학 Crop Physiology

식물의 생명 현상에 관한 과정, 기능 및 환
경 반응을 이해한다. 생명 현상의 이해를 
위한 화학 물리적 법칙을 다루고, 식물의 
발아로부터 생장과 발육, 개화와 결실에 이
르기까지 이루어지는 수분 및 양분흡수, 광
합성, 호흡, 물질의 전류 및 이동, 단백질, 
지방 및 생장조절물질의 대사, 식물과 환경
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 생리작용을 공부한
다. 

Plant physiology is about how plants use t
he energy of sun to assimilate carbon, and 
how they convert that carbon to the stuff 
of which they are made. The objective of 
this subject is to understand how plants fu
nction in terms of known chemical and ph
ysical laws. The course covers uptake of n
utrients and water. plant growth, photosynt
hesis, respiration, respond to environment, 
react to stress, plant growth regulator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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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production and plant function etc. 

환경생명
과학과

기초
(532)

일반화학Ⅰ General ChemistryⅠ

화학의 전반을 개관, 기본원리와 이론 및 
학설과 응용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 및 분자 구조를 이해하여 상급학 과목
의 기초가 되게 학습한다.

Basic concepts of general chemistry is intr
oduced. Principles, theories, rules, and appl
ication of chemistry are studied and provid
e basic information for the advanced subje
cts b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atom
s and molecules.

기초
(622)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생물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 생명체의 
최소 기본단위인 세포, 물질대사, 유전자와 
그 발현 과정, 유전, 진화, 생태학 및 동물 
기관 구성과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학습.

Basic understanding of biological macromol
ecules, cells which is the smallest unit of l
ife, metabolism, gene and its expression pr
ocess, genetics, evolution, ecology, and pri
nciples of animal organization and function. 

심화
(532)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고, 미생물
이 환경과 생명현상에 미치는 생화학 반응
을 이해한다. 유기 화학과 생화학, 생화학적 
이화, 동화 작용, 세포 구조, 미생물과 효소 
역학, 분자생물학, 원핵생물의 다양성에 대
한 요약도 공부한다.

Understanding comprehensive characteristic
s of microorganisms on the chemical reacti
on in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Topi
cs discussed will include: summary of orga
nic chemistry and biochemistry, biochemical
s, catabolic and anabolic reactions, cell str
ucture, microbial and enzyme kinetics, mol
ecular biology, prokaryotic diversity.

심화
(532)

분석화학Ⅰ Analytical ChemistryⅠ

환경, 보건, 이학, 공학 등에서 물질을 구성
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의 함량을 확인하는 
기초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통계적 
분석방법, 몰농도, 몰수, 부피변화, 농도계
산 및 화학양론, 부피분석을 위한 산 염기
론, 산 염기 적정, 완충용액의 제조, 산화 
환원 적정 이론 등을 공부한다.

Analytical chemistry Ⅰ is a branch of che
mistry and is applicable to general science, 
engineering, health science, and environme
ntal studies. Its main purpose is to determi
ne the quantity and type of specific consti
tuents in a variety of materials. For this, 
we study analytical methods and statistics f
or data processing, and also stoichiometry 
for volumetric analysis including molarity, 
moles, acid-base theory, chelate titration, o
xidation-reduction titration, buffer solution 
and mass balance theory.

심화
(532)

생화학 Biochemistry

생체 내 각종 화학 분자들의 이화 및 합성
의 반응과 경로, 또한 그 조절의 특징들을 
이해하여, 환경에  대한 생명화학적 기초와 
생명 및 환경 개발에 필요한 분자화학적 기
초를 다지게 한다.

Various in vivo chemical reactions and syn
thesis of molecules and physico path, but 
also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
e adjustment, the chemical basis of life on 
the environment and can broaden the base 
chemical molecules required for life, devel
opment and the environment.

실무
대기오염관리(1) Air Pollution Management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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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532)
대기오염의 종류와 그 영향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This subject studies the classification and e
ffects of air pollution, and the way to man
age it.

실무
(532)

유전학 Genetics

본 과목은 유전학의 역사, 유전법칙의 기본 
이론, 염색체의 구조, 돌연변이와 그 이용,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ing with the history of gen
etics, basic concepts in genetics, structure 
of chromosome, mutations and their use, a
nd genetic recombinations.

전문
(532)

토양학 Soil Science

우리의 환경에서 토양이 차지하는 위치, 토
양 안에서 일어나는 이화학적, 생물학적 과
정을 학습하고, 이러한 기초지식들을 바탕
으로 토양뿐만 아니라 생물권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자원과 대
기 관리에서 응용할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본
다.

The goal of remedial investigation/feasibilit
y studies (RI/FS) and hazardous waste clea
nup projects will be studied. Information on 
a site to consider and selection of practica
ble remedial alternatives will be discussed.

심화
(532)

공정양론 
Basic Calculations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Biotechnology

단위환산을 바탕으로 물질수지 및 에너지 
수지의 기초를 다루어 공정계산에 필요한 
지식의 체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종합적, 논
리적으로 연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환경물질의 작용과 그 과정의 
진행, 이러한 작용들과 연관된 현상을 공정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연속적인 정상상태의 
작업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간의 균형원리
를 측정한다.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
ng via the flowsheets of operations and pr
ocesses involved. Relevant phenomena rela
ted to these operations and processes. Prin
ciples of material and energy balance calc
ulations of continuous steady-state process
es; computational techniques and software 
applications.

실무
(352)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Instrumental Analysis And Standard Methods

본 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분석기기를 이용
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정량하는 방법 및 환
경분야의 시험방법 등을 공부한다. 분석기
계는 크게 분광학적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표면분석법 및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구
분되며, 각각의 분석 장비의 분석원리, 구성 
및 검출기 종류 및 검출원리 등을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기기 운용법 및 시험방법 등
을 익힌다.

This subject covers the methodologies and 
practical experim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by using th
e various type of analytical instruments. T
he analytical instruments classify into four 
large catagories of spectroscopy, electroche
mistry, surface analysis and chromatograph
y, and also leads to study analytical princip
les, equipments, and detector types and de
tection mechanism through the practice.

스마트
미디어
학과

심화
(433)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ems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DBMS, Data Model,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고급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복, 
병행제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
해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ni
ty to study of database management syste
ms (DBMS) features, functions, and archite
cture, including logical design, data models, 
normalization, object-oriented data, and dat
abase administration. A DBMS product will 
be used to illustrat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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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271)

센서어플리케이션 Sensor And Instrumentation Technology 

광센서, 초음파 센서, 화학 감지 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의 작동 및 제작원리를 이해하
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작동시키는 
앱 제작을 통해 센서활용법에 대해 이해한
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various types of 
sensors,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s 
The lectures cover the principles and oper
ation of a variety of sensor architectures a
nd modalities, including sensors used for m
echanical quantities such as pressure, strai
n, displacement, proximity, and thermal, el
ectric and magnetic field, optical, acoustic.

기초
(424)

ICT스마트정보시스템 ICT Smart Information system

ICT를 활용한 지능화된 정보시스템의 종류
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This course provides the review of intellige
nt information system especially for types 
and implementation of real world case.

기초
(532)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Understanding of Agrobio and Food with te
chnological convergence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같은 1차산업과 식
품의 2차산업은 생명유지의 근간이라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같는데, 최근 여러 가지 기
술융합의 사례와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The primar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imal husbandry and fisheries and the sec
ondary industries of food are common in t
hat they are the basis for life maintenanc
e. To understand the examples and content
s of convergence with various technologica
l cooperations.

기초
(622)

농생명식품산업경영 Management of Agro-Food Industry

농업과 식품 분야의 유기적 관계 및 마케팅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유형의 농
업, 식품관련 기업의 경영형태를 이해하며, 
4차 산업시대의 농생명 식품 산업을 이끌어
야 할 기업시스템에 대해 배운다.

This is intended to help students understan
d: The relevance of marketing to the agric
ultural and food sectors/ The meaning of t
he marketing concept/ The functions of m
arketing/ The modes of operation of some 
of the major types of 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enterprises

농생명
-ICT
융합

교과목

기초
(424)

ICT스마트정보시스템 ICT Smart Information system

ICT를 활용한 지능화된 정보시스템의 종류
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This course provides the review of intellige
nt information system especially for types 
and implementation of real world case.

기초
(532)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Understanding of Agrobio and Food with te
chnological convergence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같은 1차산업과 식
품의 2차산업은 생명유지의 근간이라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는데, 최근 여러 가지 기
술융합의 사례와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The primar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imal husbandry and fisheries and the sec
ondary industries of food are common in t
hat they are the basis for life maintenanc
e. To understand the examples and content
s of convergence with various technologica
l cooperations.

기초
(622)

농생명식품산업경영 Management of Agro-Food Industry

농업과 식품 분야의 유기적 관계 및 마케팅 This is intended to help students under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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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유형의 농
업, 식품관련 기업의 경영형태를 이해하며, 
4차 산업시대의 농생명 식품 산업을 이끌어
야 할 기업시스템에 대해 배운다.

d: The relevance of marketing to the agric
ultural and food sectors/ The meaning of t
he marketing concept/ The functions of m
arketing/ The modes of operation of some 
of the major types of 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enterprises.

Superstar
College
4IR

공통 교과

기초
(343)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국내 항공법규 및 드론운영에 대하여 학습
하고, 드론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을 통한 방송, 사진 항공촬영기술 습득하며, 
드론교육지도사 및 항공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한다.

It learns about the aerial codes and drone 
operation and learns about Broadcasting Cl
ass 2, 3rd degree certificate of qualificatio
n through training courses, and learns how 
to obtain a drone training certificate and a
n aerial filming.

기초
(343)

사물인터넷(IoT)기초 Basic Application of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
고 다양한 센서와 오픈 소스 IoT 플랫폼을 
사용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포함한 기본적
인 지식을 배우고 경험한다.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of the Inter
net of Things(IoT) and learn and experienc
e basic knowledge, including interesting pro
jects, using a variety of sensors and open 
source IoT platform.

기초
(343)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빅데이터와 이의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acquisitions of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big data an
d its applications.

심화
(343)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본 교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개
념을 학습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사물인터
넷 시스템 제작 실습을 수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concepts of IoT and conduct the practice o
f making internet systems of objects using 
Arduino.

Superstar
College
교양학부

-

4차산업혁명과기술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echnology

본 교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사물인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ICT 융합 기술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넓은 이해와 창의적
인 미래 지향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학습목표를 둔다.

This course introduces a variety of ICT co
nvergence technologies based on the 4th I
ndustrial Revolution and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This also aims to increase und
erstand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develop creative capabilities.

-

생활공학과사물인터넷 Living Engineering and Internet of Things

본 교과목은 loT 적용의 사례들을 의식주 
생활에서 해당 사례를 기반은 적용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기획해 본다.

This course provides the case study of loT 
applications in living engineering related to 
fashion, restaurant, house.

-

비판적사고 Local Thinking for Problem Solving

본 강좌는 생활공학(의,식,주) 관련 산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현상과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논리적 분석 능력과 전달 능력을 
중심으로 기초 능력을 키운다. 특히, 생활 
공학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 

Particularly, student acquire the logicla and 
critical thinking about problems that studen
t encounter in life engineering and develop 
student's ability to communicate convincing
ly with his own arguments and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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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비판적 사고를 익혀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키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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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미디어(Dept. of Story Media)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전공능력 스토리텔링 기획 능력 ·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 · 문화예술 융합 능력

교육목표
창의적 영상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역량 강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영상 전문인’ 양성
을 교육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의 기획 및 영상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관련 
산업에서 요구하는 이론 및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글로컬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세계화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영화,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무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장점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이끌
어낼 수 있도록 교육한다.

수여학위 스토리미디어학사(Bachelor of Story Media)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작가(영화, 방송, 공연예술, 웹툰, 웹드라마, 게임)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영화, 방송, CF, 공연예술, MV, 온라인 영상)

 문화예술 분야의 비평․교육․프로그래머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스토리텔링
기획 능력

정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뉴미디어에 적합한 스토리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능력

준거
◾뉴미디어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스토리
를 개발할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과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

정의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상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영화와 방송, 온라인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한다.

◾영상제작에서의 공동작업과 시스템화에 적응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워
크숍 수업들을 통해 향상시킨다.

문화예술
융합 능력

정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목적에 적합한 융합을 이
끌어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여러 예술분야와 인문사회에 관심을 갖고 기초 지식을 쌓는다.
◾문화융합 콘텐츠를 기획하고 비판 및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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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스토리텔링 기획 영상콘텐츠 제작 문화예술 융합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스토리텔링 기획 영상콘텐츠 제작 문화예술 융합

 작가 ● ◐ ●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
● ● ◐

 문화예술 분야의 
비평․교육․프로그래머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콘텐츠 스토리텔링에

대한 지식

산업에서 통용되는

기획 및 제작 기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

실무
사회 파급력이 있는 스토리의 

기획과 개발 지식
관객의 심리를 조율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기술
사회 전반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태도

심화
플랫폼 별 콘텐츠에 적합한 

스토리를 구상하고 
구체화시키는 지식

기획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다양한 문화예술의 차이와 
융합에 대해 고민하는 태도

기초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 및 
콘텐츠에 관한 기초 지식

스토리와 콘텐츠의

기초 분석 기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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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스토리텔링 
기획 능력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

문화예술 
융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 ◐ ● 4 4 2

융합창작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1)

◐ ◐ ● 2 6 2

연극제작 ○ ◐ ● 2 6 2

연극워크숍 ○ ◐ ● 2 6 2

실무

방송기획 ◐ ● ◐ 3 4 3

스토리텔링기획실습
(캡스톤디자인)

◐ ● ◐ 3 5 2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 ◐ ◐ 5 3 2

극작 ◐ ○ ● 4 4 2

이야기영상워크숍 ● ◐ ◐ 5 3 2

심화

단편영화워크샵 ◐ ● ◐ 3 5 2

방송제작워크샵 ◐ ● ◐ 3 3 4

영화사의명장면 ◐ ● ○ 4 4 2

콘텐츠기획론 ● ◐ ◐ 5 3 2

스토리미디어의이해 ◐ ○ ● 4 4 2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 ◐ ◐ 6 3 1

기초
시나리오초급 ● ◐ ○ 2 4 4

공연영상제작워크숍 ◐ ● ◐ 3 5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스토리텔링 기획 능력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 문화예술 융합 능력

작가
(W)

전문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실무
이야기영상워크숍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
톤디자인)

방송기획 극작

심화
스토리미디어의이해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단편영화워크샵 콘텐츠기획론

기초 시나리오초급 공연영상제작워크숍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

(P)

전문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연극제작

연극워크숍

실무

극작 방송기획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
디자인)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
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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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전문실무능력
문화예술융합

전문
연극제작(P)
연극워크숍(P)

융합창작프로젝트(캡스톤디자
인)(1)(C)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W
PC)

콘텐츠 
전달력

실무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디
자인)(PC)
방송기획(WP)
이야기영상워크숍(WC)
극작(W)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WP)

 기획 및 
제작

커뮤니케이션
심화

방송제작워크샵(P)
단편영화워크샵(WPC)
스토리미디어의이해(WPC)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W
PC)

콘텐츠기획론(WPC)

스토리미디어
의 이해

 콘텐츠 분석
기초

영화사의명장면(C)
시나리오초급(WC)
공연영상제작워크숍(WPC)

구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W)작가 (P)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 (C)문화예술 분야의 비평․교육․프로그래머 

비 
교 
과

▪영상동아리 <스튜디오 S#>
▪방송작가 과정 비교과특강

융합전공 관련 전문가 특강(콘텐츠 산업의 이해 등) 

진로분야 직무
수준 스토리텔링 기획 능력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 문화예술 융합 능력

심화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콘텐츠기획론

단편영화워크샵
방송제작워크샵
스토리미디어의이해

기초 시나리오초급 공연영상제작워크숍

문화예술 분야의
비평․교육․
프로그래머

(C)

전문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융합창작프로젝트(캡스톤디

자인)(1)
연극워크숍

실무
이야기영상워크숍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

디자인)

심화
콘텐츠기획론 단편영화워크샵

영화사의명장면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스토리미디어의이해

기초
시나리오초급 공연영상제작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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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4IR
공통 교과
인정 조건

4IR 공통 교과의 이수학점은 ‘융합교과목 이수학점’과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단, ‘융합교과목 이수학점’의 경우 복수전공은 최대 6학점, 부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융합교과목: 단편영화워크샵, 공연영상제작워크숍,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선택 15500 단편영화워크샵 Workshop of Short Film 3 3 심화 3 5 2
스토리미디어
융합교과목

선택 15904 시나리오초급 Scenario Basic 3 3 기초 2 4 4 영화방송학과

선택 13277 방송제작워크샵 Basic of TV Program 3 3 심화 3 3 4 영화방송학과

선택 15686 영화사의명장면
Best Scenes of Cinema 
History

3 3 심화 4 4 2 영화방송학과

선택 15443 스토리미디어의이해
Understanding of Story 
Media

3 3 심화 4 4 2 한국어문학과

2 선택 15226 공연영상제작워크숍
Video Workshop of 
Performance

3 3 기초 3 5 2
스토리미디어
융합교과목

3

1

선택 15444 이야기영상워크숍 Workshop of story culture 3 3 실무 5 3 2 한국어문학과

선택 15303 연극워크숍 Workshop of Play 3 4 전문 2 6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하계

선택 15557
3D모델링Ⅰ(Auto-Cad 2D
/3D) 

3D modeling Ⅰ(AutoCAD 2D
/3D)

3 3 실무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98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58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3 3 기초 4 4 2 4IR 공통 교과목

2

선택 15569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Classical contents utilization 
and practice

3 3 심화 6 3 1
스토리미디어
융합교과목

선택 16215 방송기획 TV Program Planning 3 3 실무 3 4 3 영화방송학과

선택 14645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
톤디자인)

Planning storytelling 
exercise(Capstone Design)

3 3 실무 3 5 2 한국어문학과

선택 14767 극작 Play Writing 3 3 실무 4 4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4768 연극제작 Production of Performance 3 4 전문 2 6 2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223
3D모델링Ⅱ(Autodesk 3D
-MAX)

3D Modeling Ⅱ(Autodesk 3D
-MAX)

3 3 실무 3 5 2 4IR 공통 교과목

동계 선택 15632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3 3 심화 3 4 3 4IR 공통 교과목

4 1

선택 15691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Film Analysis Workshop 3 3 전문 4 4 2 영화방송학과

선택 15445 콘텐츠기획론 Theory of Content Planning 3 3 심화 5 3 2 한국어문학과

선택 15295
융합창작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1)

Fusion Creation 
Project(Capstone Design)(1)

3 4 전문 2 6 2 공연방송연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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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선택 14646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
스톤디자인)

Content planning team 
project(Capstone Design)

3 3 실무 5 3 2 한국어문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스토리
미디어
융합

교과목

심화
(352)

단편영화워크샵 Workshop of Short Film

단편 영화 제작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습득
케 함으로써 영화제작에 있어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 녹음 
등 다양한 영화제작분야의 특성을 체험한다. 
영화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
기연출이다.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배우에게 
더 좋은 연기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론을 학
습하고 훈련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the tools 
and techniques of digital film production. Y
ou’ll cover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basics, a comprehensive ov
erview of digital camera operation, sound a
nd lighting techniques. A most important pa
rt of director's works is directing of acting. 
We will study on acting through analysing s
cenario.

기초
(352)

공연영상제작워크숍 Video Workshop of Performance

공연영상제작워크샵은 방송 및 영화의 매체
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기 스타일을 습
득하는데 있다. 
                 

Video Workshop of Performance helps to le
arn how to substitute specific experience or 
many acting style for student's acting in T
V and Film.

심화
(631)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Classical contents utilization and practice

우리나라의 고전에는 현대에도 활용이 가능
한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 있다. 본 수업을 
통해 고전 자료가 현대의 스토리미디어로 
이어지는 과정을 학습하고 자신의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aims to find out classical conte
nts by using the Internet database. Students 
will learn the process of utilizing classical c
ontents from raw data to story media. 

영화방송
학과

기초
(244)

시나리오초급 Scenario Basic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그리고 '글쓰기'란 무
엇인가를 학생 자신의 경험과 시나리오 감
독과 필사를 통해 배운다. 시나리오의 구성 
작법을 이해하고 단편 시나리오를 완성한다. 
문학적인 글쓰기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시각
매체인 영화의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 작법
의 원리를 이해한다.

Examination of screen writing fundamentals: 
structure, character and scene development, 
conflict, locale, theme, history of drama.

심화
(334)

방송제작워크샵 Basic of TV Program

기초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하고 제작하
는 과정이다.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들을 이해하고,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을 
실습한다. 방송제작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제작 실습을 통해, 고급 방송 제작
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the basic 
tools and techniques of TV program. You’l
l cover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
-production basics, a comprehensive overvie
w of TV program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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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전문
(442)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Film Analysis Workshop

영화의 다양한 장르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작가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고유한 작가적 미
학을 완성한 감독의 작품들을 통해 예술로
서의 영화의 지위에 오른 영화의 미학적 완
성도를 이해하고, 실제 영화제작에 이를 응
용함으로서 좀 더 뛰어난 영화제작의 바탕
을 마련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aesthetics 
of cinema. You'll analyze various genre and 
style of famous director.

실무
(343)

방송기획 TV Program Planning

방송기획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과목에서는 방송제
작에 있어서 기획의 역할, 주요 전략 이론 
및 발전과정, 전략모델, 기획의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TV program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making of TV program. The cour
se of TV program planning provides serial l
ectures focusing on analysis of roles of pla
nning, major theories of strategy, the devel
opment of planning, strategic models and th
e procedures of planning with respect to T
V program planning.

심화
(442)

영화사의명장면 Best Scenes of Cinema History

영화 언어형성의 방법 및 예술형식의 발달
과정, 그리고 시대 사회적 배경에 따른 사조
적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상을 진단한
다. 찰리 채플린, 존 포드, 알프레드 히치코
크, 오손 웰즈 등 위대한 작가 감독의 작품
을 연구한다.

Today’s strongest film maker's actively stu
dy the films of the past for inspiration, gui
dance, and focus. You will study the films 
of some of the great Auteur directors, inclu
ding Chaplin, Ford, Griffith, Hawkes, Hitchc
ock, Keaton, Lang, Lubitsch, Ophuls, Premin
ger, Renoir, von Sternberg, and Welles.

한국어
문학과

심화
(442)

스토리미디어의이해 Understanding of Story Media

하이퍼텍스트, 인터넷소설, 컴퓨터게임서사, 
멀티픽션 등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새로
운 예술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미학
적 가치를 조망한다.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aesthetic val
ue of new art texts made possible by digita
l technologies such as hypertexts, internet 
novels, computer game narratives, and mult
i-fiction are examined.

실무
(532)

이야기영상워크숍 Workshop of story culture 

다양한 이야기를 현장 학습을 통해 수집하
고 분류하고 영상으로 제작함으로써 문화산
업의 소스로서의 스토리의 가치를 학습한다.

We learn the value of story as a source of 
cultural industry by collecting, classifying, a
nd producing various stories through field l
earning.

심화
(532)

콘텐츠기획론 Theory of Content Planning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콘텐츠 기
획의 변화를 이해하고, 실제 사례 분석과 개
인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콘텐츠 기획에 대
한 실무 역량을 배양한다.

Understand changes in content planning due 
to the emergence of new media, and cultiv
ate practical skills in content planning throu
gh case studies and individual projects.

실무
(352)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디자인) Planning storytelling exercise(Capstone Design)

스토리텔링의 이론을 문화산업 영역별로 살
펴보고, 기획과 창작 실습을 통해 스토리텔

Storytelling by the theory of cultural indust
ry zone look, planning creative planning 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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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링기획능력을 배양한다. lls through hands-on storytelling are culture
d.

실무
(532)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Content planning team project(Capstone Design)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콘텐츠기획을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해봄으로써 현장감각
을 익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Content in the industry that requires planni
ng, practice by doing things with a team pr
oject site to learn about sensation and emb
odies the creative ideas.

공연방송
연기학과

실무
(442)

극작 Play Writing

연극의 텍스트가 되는 희곡문학의 이해를 
높이고, 그 구성원리와 작법을 학습함으로써 
연출, 스텝으로서의 분석 능력을 제고시킨
다. 또한 실제 극작실습을 통해 창의적 아이
디어를 무대화시키는 능력을 배양한다.

For comprehension of dramas, which are b
asic subject of plays, this lesson aims to un
derstanding for fundamental composition of 
drama and to promote description method o
f drama.

전문
(262)

융합창작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1) Fusion Creation Project(Capstone Design) (1)

본 과목은 졸업공연을 제작하기 위한 작품 
발굴과 개발에 목적이 있다. 희곡을 무대적 
현실로 형상화하고 프로젝트의 과정 중에 
노출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연구함으로써 
각 분야의 요소를 융합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is aimed at discovering and dev
eloping works to produce graduation perfor
mances. It is a production project that visu
alizes the script as a stage reality and fuse
s elements of each field by exploring and s
olving problems that are exposed during th
e process of the project.

전문
(262)

연극제작 Production of Performance 

기획단계 실제 공연까지의 제작 전 과정을 
실제로 체험해봄으로써 연기실습과  협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각 분야 스텝과의 공조 
방식을 실습하는 과정을 보다 심화시킨 과
정으로 실제 작품제작에 보다 큰 비중을 두
어 교육한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creative abilit
y and individual competency by field.
Korea, one-piece drama, and conducts stag
e-shaping through collaboration with produc
tion, acting, and technology.

전문
(262)

연극워크숍 Workshop of Play 

본 과목은 창작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배양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단편 연극 작품
의 무대화를 위한 과정을 직접 시연하고 체
득한다. 연기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적절
하게 운용하는 교육을 한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creative abilit
y and communication ability. Demonstrate a
nd personalize the process for stage setting 
of short plays in Korea and abroad. Educat
e to properly manage the factors of acting 
and technical factors.

Superstar
College
4IR

공통 교과

기초
(343)

3D모델링Ⅰ(AutoCAD 2D/3D) 3D modelingⅠ(AutoCAD 2D/3D)

AutoCAD를 활용한 2차원 및 3차원 모델링
에 관한 강좌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습
득하여 다양한 예제를 수행한다.

It is a course on 2-D and 3-D modeling usi
ng AutoCAD, and students will learn comma
nds and perform various examples.

실무
(352)

3D모델링Ⅱ (Autodesk 3D-MAX) 3D ModelingⅡ(Autodesk 3D-MAX)

3D MAX를 사용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디자
인의 제품을 3D 모델링을 통하여 만들어냅
니다. 

Create a wide range of design products usin
g 3D modeling in a classroom using 3D M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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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43)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국내 항공법규 및 드론운영에 대하여 학습
하고, 드론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을 통한 방송, 사진 항공촬영기술 습득하며, 
드론교육지도사 및 항공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한다.

It learns about the aerial codes and drone 
operation and learns about Broadcasting Cla
ss 2, 3rd degre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hrough training courses, and learns how to 
obtain a drone training certificate and an a
erial filming.

기초
(442)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빅데이터와 이의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acquisitions of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big data and 
its applications.

심화
(343)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본 교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개
념을 학습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사물인터
넷 시스템 제작 실습을 수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basic 
concepts of IoT and conduct the practice o
f making internet systems of objects using 
Arduino.

기초
(226)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nectional I
ntelligence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연결지능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해당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f comp
etence to adapt 4th industrial revolution ba
sed on connectional intelligence to drive inn
ovation and breakthrough results by harnes
sing the power of relationships and networ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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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D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 인재

전공능력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 진취적인 도전의식 ·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교육목표

◾4차 산업에서 기본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 및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각 학생의 주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지식과 주 전공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특정 학문 분야나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 및 응용이 가능한 교육
과정 운영

◾인공지능 지식배양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인공지능융합학사(Bachel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인공지능 활용 분야

현재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소프트웨어 교육자, 
모바일콘텐츠개발자

미래

뇌-컴퓨터인터페이스 개발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뉴로모픽칩개발자 등, 감성인식기술전문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 자율주행이동체 개발자,
스마트팩토리 설계자, 스마트도시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분야

현재

조사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산업공학기술자, 
IT컨설턴트

미래
인포그래픽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투자 및 신용 분석가,
데이터 거래 중개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스마트팩토리 설계자, 스마트도시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업 현재 정보처리기사(1급)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정의
주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에 논리적 사고 및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실무능력

준거

◾논리적 문제분석 및 해결책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추출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책 입안능력을 가진다.

◾서비스러닝, 리빙랩, 현장실습을 통해 단계적으로 현장 감각을 확보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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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인공지능 활용 분야 ◐ ◐ ●

빅데이터 분석 분야 ◐ ◐ ●

소프트웨어 개발업 ○ ◐ ◐

진취적인

도전의식

정의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해결 방법을 지향하고 데이터에 담겨있는 데이터들 간의 인과
관계, 상관관계를 통해 기존의 문재해결방법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
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능력

준거

◾다양한 시장과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문제해결 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성과
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내어 기존의 문제해결 방법을 재설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데이터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추출하여 새로운 운영방법 및 전략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기획을 할 수 있으며,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정의
전공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토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Fact에 근거한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현장문제의 해결책을 입안하고 해결하는 능력

준거

◾주전공의 전공지식과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 능력과 해결책 입안 능력으로, 부분 최
적해가 아닌 전체 최적해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진다.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의 특성 정의와 데이터 취급능력 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부터 가치 있는 의미를 도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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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더 나은 해결안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

실무
문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양등에 따른 
예상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현장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방법 등에 대한 특성 이해 및 
데이터의 분석 및 인공지능 
방법론에 대한 활용 능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의
선택 및 해결

심화
데이터와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재정의 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문제해결

기초 논리적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4차 산업혁명 특성의 이해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IoT플랫폼 ◐ ● ◐ 2 6 2

IoT프로그래밍 ○ ○ ● 3 4 3

빅데이터분석 ○ ○ ● 3 4 3

심화

통계적기계학습 ○ ○ ● 5 2 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1) ○ ○ ● 4 3 3

데이터베이스 ○ ○ ● 4 4 2

데이터시각화 ◐ ○ ● 5 2 3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 ○ ● 5 2 3

리눅스프로그래밍 ○ ○ ● 2 6 2

윈도우즈프로그래밍 ○ ○ ● 4 4 2

신경망기반머신러닝 ○ ○ ● 5 2 3

머신러닝 ○ ○ ● 4 4 2

확률및통계 ○ ○ ● 4 4 2

빅데이터기초 ○ ○ ● 4 4 2

기초

선형대수 ○ ○ ● 4 4 2

해석학 ○ ○ ● 5 3 2

미적분학및실습(1) ○ ○ ● 3 4 3

C++프로그래밍 ○ ◐ ● 5 2 3

C프로그래밍 ○ ◐ ● 4 3 3

프로그래밍로직 ○ ◐ ● 4 3 3

센서어플리케이션 ○ ○ ● 2 7 1

게임알고리즘 ○ ○ ● 5 2 3

기하학일반 ○ ○ ● 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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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인공지능 
활용 분야

(A)

전문

실무 IoT프로그래밍

심화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1) 데이터시각화 통계적기계학습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필]
확률및통계
신경망기반머신러닝[필]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기초
프로그래밍로직 선형대수 게임알고리즘

C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 분야

(B)

전문

실무

심화

데이터시각화 통계적기계학습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필]
확률및통계
신경망기반머신러닝[필]
머신러닝

기초

프로그래밍로직 선형대수 게임알고리즘
C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업
(S)

전문

실무 IoT프로그래밍

심화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1) 데이터시각화 리눅스프로그래밍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필]
신경망기반머신러닝[필]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

기초

선형대수 게임알고리즘
C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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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3학점 18학점

※ 융합교과목: 데이터시각화, 통계적기계학습,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신경망기반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능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능력

전문

창의적 이론 
및 실무적용

능력
지능적 의사

결정능력

실무

빅데이터분석(B)
IoT프로그래밍(AS)
IoT플랫폼(B)

문제해결능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능력
효율성 분석

능력

심화

통계적기계학습(AB)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ABS)
리눅스프로그래밍(S)
데이터베이스(AS)

데이터시각화(ABS)
신경망기반머신러닝(ABS)
빅데이터기초(B)
윈도우즈프로그래밍(S)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
밍(1)(AS)

머신러닝(ABS)
확률및통계(AB)

논리적 사고
능력

소프트웨어 
구현능력

기초

프로그래밍로직(ABS)

해석학(A)
미적분학및실습(1)(A)

센서어플리케이션(BS)
게임알고리즘(ABS)
C++프로그래밍(S)
선형대수(ABS)
기하학일반(A)
C프로그래밍(ABS)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구분: (A)인공지능 활용 분야 (B)빅데이터 분석 분야 (S)소프트웨어 개발업

비 
교 
과

▪Intensive Python(특
강, 선형대수, 확률통
계 Programming)

▪Intensive 신호처리(특
강, 디지털신호처리 P
rogramming)

▪Intensive Algorithm
(특강, Algorithm Prog
ramming)

▪현장실습
▪Intensive AI1(특강, 심
층신경망 및  Program
ming)

▪Intensive AI2(특강, C
NN 및 유전알고리즘 
Programming)

▪인턴
▪Intensive AI3(특강, Neu

ral Network 종합 Progr
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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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심화
(523)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Algorithm Based Machine Learning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현재 인공 지능의 
기본 및 핵심 기술인 기계 학습을 위한 다
양한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계 학습,지도 학습 방법 (회귀 및 
분류), 비지도 학습 방법 (클러스터링 및 차
원 축소), 앙상블 모델, 베이지안 접근 및 
모델의 기본 이론을 다룬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va
rious algorithms for machine learning, whic
h are the fundamental and core technolog
y for current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li
gence.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al 
theories of machine learning, supervised le
arning methods (regression and classificatio
n), unsupervised learning methods (clusteri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3266 프로그래밍로직 Programming Logic 3 3 기초 4 3 3 게임콘텐츠학과
2 선택 15915 미적분학및실습(1) Calculus and Practice(1) 3 3 기초 3 4 3 수학교육과

2

1

선택 15571 리눅스프로그래밍 Linux Programming 3 3 심화 2 6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80 센서어플리케이션
Sensor and Instrumentation 
Technology

3 3 기초 2 7 1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3552 게임알고리즘 Game Algorithms 3 3 기초 5 2 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551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 3 기초 4 3 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4600 해석학 Mathematical Analysis 3 3 기초 5 3 2 수학교육과

선택 14863 선형대수 Linear Algebra 3 3 기초 4 4 2 수학교육과
선택 12852 기하학일반 Introduction of Geometry 3 3 기초 4 2 4 수학교육과

2

선택 16252 통계적기계학습
Probabilistic Machine Lear
ning

3 3 심화 5 2 3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필수 16251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Algorithm Based Machine 
Learning

3 3 심화 5 2 3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선택 06855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
ems

3 3 심화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2417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 3 기초 5 2 3 게임콘텐츠학과

3

1

선택 16249 데이터시각화 Data Visualization 3 3 심화 5 2 3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필수 16250 신경망기반머신러닝
Neural Network Based Ma
chine Learning

3 3 심화 5 2 3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선택 15313 빅데이터기초 Basic Big Data 3 3 심화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75 IoT프로그래밍 IoT Programming 3 3 실무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82 IoT플랫폼 IoT Flatform 3 3 실무 2 6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2420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3 3 심화 4 4 2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426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
래밍(1)

Smart Device Programming
(1)

3 3 심화 4 3 3 게임콘텐츠학과

2
선택 15583 클라우드컴퓨팅

Introduction to Cloud Com
puting

3 3 실무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146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3 3 실무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4
1 선택 14869 확률및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심화 4 4 2 수학교육과
2 선택 15592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3 3 심화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1292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ng and dimensionality reduction), ensemble 
models, Bayesian approaches and models.

심화
(523)

신경망기반머신러닝 Neural Network Based Machine Learning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딥러
닝)의 배경지식과 활용 방법을 습득하며, C
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와 Recurrent 
Neural Networks 에 관한 지식과 활용법을 
실습한다. 딥러닝 기본개념, Stochastic Gra
dient Descent, backpropagation 기법, 초기
화기법, regularization 기법, 콘볼류션 신경
망 (CNN), CNN 구조,복신경망 (RNN), RNN
의 응용을 다룬다.

In this course, basic knowledge and progra
mming skills for deep learning which is a k
ey technolog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
ion, is taught. This course will cover basic 
concepts of deep learning, backpropagation 
techniques such as stochastic gradient desc
ent, initialization techniques, regularization t
echniques such as drop out, convolutional n
eural networks (CNN), CNN architectures, v
isualization of CNN, recurrent neural netwo
rks (RNN), RNN applications, and other app
lications including reinforced learning.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심화
(523)

통계적기계학습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

최근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통계적 기계학
습 방법들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응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선형 
회귀, 분류, 샘플링 방법, 모델 선택 및 제
한 기법, 결정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비
지도 학습법 등의 주제에서 통계 기반의 
학습들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both theoretic
al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modern s
tatistical machine learning approaches. Top
ics include: linear regression, classification, 
sampling methods, model selection and reg
ularization, decision tree, support vector m
achine, and unsupervised learning algorith
ms.

심화
(523)

데이터시각화 Data Visualization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
하기 위한 방법론 중의 하나인 데이터시각
화에 대해 학습한다. python언어를 기반으
로 matplotlib을 중심으로 원시데이터의 다
양한 시각화 방법 뿐 아니라 인공지능 결
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화 방법
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da
ta visualization, one of the methodologies f
or analyzing and processing various large 
amounts of data.  Based on the python la
nguage,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v
isualization methods of raw data, as well a
s visualization methods to help underst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sults, centering on 
matplotlib.

스마트
미디어학과

심화
(262)

리눅스프로그래밍 Linux Programming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 리눅스 시스템 프로
그래밍, 스위치와 센서를 이용한 입출력 프
로그래밍, 다중처리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GUI 
프로그래밍 등 리눅스 운영체제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운

This course aims to learn IoT programming 
skills in Linux operating system environme
nts such as basic Linux commands, Linux s
ystem programming, I/O programming using 
switches and sensors, multiprocessing progr
amming, network programming, mult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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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다. programming and GUI programming.

기초
(271)

센서어플리케이션 Sensor and Instrumentation Technology

광센서, 초음파 센서, 화학 감지 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의 작동 및 제작원리를 이해하
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작동시키는 
앱 제작을 통해 센서활용법에 대해 이해한
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various types of 
sensors,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s 
The lectures cover the principles and oper
ation of a variety of sensor architectures 
and modalities, including sensors used for 
mechanical quantities such as pressure, str
ain, displacement, proximity, and thermal, 
electric and magnetic field, optical, acousti
c.

심화
(44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ems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DBMS, Data Model,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하
여 공부하고, 고급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
복, 병행제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n
ity to study of database management syste
ms (DBMS) features, functions, and archite
cture, including logical design, data models, 
normalization, object-oriented data, and dat
abase administration. A DBMS product will 
be used to illustrate principles.

심화
(442)

빅데이터기초 Basic Big Data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
고 자동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
내는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y the data mining which is 
the computational process of discovering p
atterns in large data sets.

실무
(343)

IoT프로그래밍 IoT Programming

지능정보사회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활용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기
본 개념과 내용을 탐구하고 프로그램을 통
하여 경험해 본다.

It will explore basic concepts and contents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a key appl
ication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y r
evolution called the intelligence informatio
n society, and experience it through progr
amming.

실무
(262)

IoT플랫폼 IoT Flatform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한다. IoT디바이스들에게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한 디바이스 플랫폼과 게이트
웨이 플랫폼을 소개하고, 실제 IoT 서비스
를 개발하기 위한 서버 플랫폼을 소개한다.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IoT 
디바이스/게이트웨이/서버의 하드웨어를 아
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등을 활용하여 구
성하는 법을 익히고 각 플랫폼이 수행하는 
기능 동작을 검증하는 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aims to acquire the knowledge 
about the IoT software platform. This cour
se introduces a device platform and a gate
way platform to provide Internet connectiv
ity to IoT devices, and introduces a server 
platform to develop actual IoT services. St
udents learn how to configure the hardwar
e of IoT devices/gateways/servers using Ar
duino and Raspberry Pi based on open sou
rce platforms, and learn how to verify the 
functions of each platform.

실무
(343)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

This course introduces the technology of b
ig data to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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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심화
(442)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은 경험치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를 다루는 분야이다. 이 과정에서는 머신러
닝의 많은 개념 및 기법들과 관련 알고리
즘들을 학습함. 특히 분류, 선형회귀 분야 
뿐 아니라 최신 분야인 부스팅, 서포트 벡
터머신 딥러닝 및 베이시안 네트워크등을 
학습한다.

Machine Learning is the study of how to 
build computer systems that learn from ex
perience. This course gives an overview of 
many concepts, techniques, and algorithms 
in machine learning, beginning with topics 
such as classification and linear regression 
and ending up with more recent topics suc
h as boosting, support vector machines, hi
dden Markov models, deep learning and ba
sian networks. The course will give the st
udent the basic ideas and intuition behind 
modern machine learning methods as well 
as a bit more formal understanding of ho
w, why, and when they work.

게임
콘텐츠학과

기초
(433)

프로그래밍로직 Programming Logic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론과 실기를 배우는 
과목이다. C 언어의 숫자형, 문자형, 연산
자, 제어용 문장, 배열, 포인터, 구조체, 파
일 응용 등 관련된  문법을 익히고 응용방
법을 공부한다.

Students study and practice the computer l
anguage grammar such as the data structu
res of the numerical forms and characters, 
strings, operator, controls, array, the struct
ure, pointer, and the file processing, etc. 
mostly relevant to game development.

기초
(433)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C 프로
그래밍 기법을 다룬다. C언어의 기본 문법, 
C의 데이터 구조, 입출력 함수, 배열, 포인
터를 학습한다. 또 이를 응용하여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The course offers basic knowledges of C l
anguage. Students studies basic grammars, 
data structures, I/O functions and concepts 
of array and pointer. These topics will be 
applied to a simple game program.

기초
(523)

게임알고리즘 Game Algorithms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기술 방법, 개발 방법
론, 그리고 알고리즘의 분석 및 평가 방법 
등을 다룬다. 특히 탐색, 정렬, 수치해석, 
네트워크 등 게임 분야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결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이를 직
접 구현, 응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algorithms for solving problems in compute
r applications and basic principles and tech
niques for analyzing algorithms. The topics 
will include analyzing criteria, searching, so
rting, numerical analysis and network probl
ems.

기초
(523)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객체, 속성, 메소드 등의 객체지향 개념과  
C++의 기본적인 문법과 개념을 습득한다. 
또한 C++ 언어의 템플릿에 대한 지식과 더
불어 자료구조, 알고리즘 등 객체지향 소프
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양을 쌓
는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of OOP suc
h as object, class, property, and method a
nd provides the basic concept and element
ary grammar for C++. The students will ac
quire the basic skills to understand templat
es, data structure and algorithms needed t
o develop the S/W system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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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심화
(442)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데이터베이
스, 게임, 영상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작성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a game d
esign and the students will acquire the co
mprehensive knowledge for techniques of 
game production and learn how to write a 
game design plan. By analyzing and discus
sing the various topics relevant to game d
esign, students will acquire  the basic  skil
ls to advance to the level of creative gam
e developers.

심화
(43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1) Smart Device Programming(1)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
는 방법을 학습한다. 스마트 디바이스 작동
하는 원리를 알아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

Learn how to create applications on smart 
device platform. Understand operating prin
ciples for smart devices and create applica
tions.

수학교육과

기초
(343)

미적분학및실습(1) Calculus and Practice(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
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
야만 전공분야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
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열
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 1 we study about basic notion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te
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uit
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ral
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
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uen
ces and Series, etc.

기초
442

선형대수 Linear Algebra

본 과목은 미분방정식, 일반대수학, 미분기
하학, 응용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기초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앞
으로 배울 수학교육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초 내용을 학습한다. 학습내용
은 1차 연립방정식과 행렬, 행렬식, 벡터공
간 등이다.

In this class, we study linear algebra theor
y. Especially notions of vector space, subs
pace, linearly dependent, linearly independ
ent, dimension, span, linear map are major 
subjects.

기초
(424)

기하학일반 Introduction of Geometry

본 강좌에서는 임의의 공간에 어떤 공리를 
도입하여 새로운 기하학을 얻어온 역사적 발
전과정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중등수학에
서 기하교육의 토대인 평면기하의 원리들을 
유클리드의 원론에 기초하여 자세히 학습하
고, 유클리드의 제5공준(평행선공준)을 부정
하여 얻어진 비유클리트 기하(타원기하, 사
영기하, 쌍곡기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소
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n this course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
ent of new Geometry in which are induced on 
arbitrary spaces will be covered. In particular, t
he principles of the plane geometry built on te
aching geometry in secondary school will be stu
died in detail based on "Euclid's Elements" l. M
oreover, it will focus on introducing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non-Euclidean geo
metry (elliptic geometry, projective geometry, h
yperbolic geometry) received by denying the fif
th postulate(Parallel line postulate) of Euclidean 
geometry.

기초
(532)

해석학 Mathema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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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일변수 실숫값 함수에 관한 해석학 기초이론
을 다룬다. 기본 주제는 실수체계와 실수집
합의 기본적인 성질, 콤팩트 집합, 수열과 
함수의 극한, 급수의 수렴과 발산, 함수의 
연속성, 고른 연속, 미분법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theory of 
analysis in real-valued functions of a single 
real variable. Topics include: real number s
ystems, elementary properties of sets of rea
l numbers, compact sets, limit of sequences 
and functions,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series, continuity of functions, uniform c
ontinuity, differentiability.

심화
(442)

확률및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본 과목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확률론의 모
델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수
리통계학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다. 또한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는 내용
도 다룬다. 학습내용은 확률이론, 확률 분
포,정규분포와 관련된 분포, 표본분포와 극
한분포 등이다.

n Probability and Statistics we study as fol
lows: Probability, random variable, Probabil
ity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 and rel
ated distribution, Sampling distribution and 
Limit distribu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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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IT융합(Dept. of Convergence of Japanese IT)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정통한 IT 인재

전공능력 일본 문화 이해 능력 ·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 IT 프로그래밍 능력

교육목표
최근 해외취업(특히 일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 맞춰 일본어·일본문화 등에 대
한 전문적 이해와 더불어 IT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해외취업을 고려하여 해외 현지에서 적응 가능한 일본 문화 수업과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회화 능력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

◾IT 업계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IT 업무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IT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IT 실습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수여학위 글로벌IT공학사(Bachelor of Global IT Engineering)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국내 일본계 IT 기업 정보처리기사, JLPT, CLA, CLP

일본 IT 기업 정보처리기사, JLPT, CLA, CLP

국내 IT 기업 정보처리기사, 웹디자인기능사, CLA, CLP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일본 문화
이해 능력

정의 일본 사회에 적응하고, 일본의 기업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일본의 문화와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한다.
◾일본 현지의 기업에 취업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정의
업무상의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주요 업무 지침에 대해 대
화할 수 있는 능력

준거
◾회사의 업무 지침, 회의 등의 전문용어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존경어/겸양어 등 비즈니스 상의 회화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IT
프로그래밍 능력

정의 IT 업계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획 및 수행 능력

준거
◾IT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을 갖춘다.
◾C언어, 자바 등을 필요한 IT 프로그래밍에 적절하게 활용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일본문화이해 일본어 의사소통 IT프로그래밍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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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일본 문화 이해 일본어 의사소통 IT 프로그래밍

국내 일본계 IT 기업 ◐ ● ●

일본 IT 기업 ● ● ◐

국내 IT 기업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IT 시스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실무지식

통번역 기술,

인터넷 활용 실무능력

기획 마인드,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IT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능력

비즈니스 직무 분석 능력,

IT 비즈니스 관련 일본어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IT 프로그래밍, 웹 디자인,

일본기업 문화 지식

일본어 회화능력,

프로그래밍 응용지식

적극적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일본 문화 기초 지식,

IT 업계 관련 현황 및 전망

프로그래밍 기초, 

전공 기초 일본어 이해 능력

IT 및 일본 언어‧문화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일본 문화
이해 능력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IT 프로그래밍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일본어프리토킹 ● ● ○ 4 4 2

인터넷일본어 ● ◐ ◐ 2 6 2

일본어번역클리닉(1) ● ● ○ 4 4 2

일본어번역클리닉(2) ● ● ○ 4 4 2

IoT플랫폼 ○ ○ ● 2 6 2

실무

빅데이터분석 ○ ○ ● 3 4 3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 ● ◐ 4 3 3

일본어Word작성법 ◐ ◐ ◐ 4 6 0

일본어회화(3) ● ● ○ 4 4 2

클라우드컴퓨팅 ○ ○ ● 3 4 3

컴퓨터네트워크 ○ ○ ● 5 3 2

일본어회화(4) ● ● ○ 4 4 2

일본어청해(2) ● ● ○ 5 5 0

IT실무외국어회화 ● ● ○ 4 4 2

IT직무일본어회화 ● ● ○ 4 4 2

일본IT프로그래밍(1) ○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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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일본 문화
이해 능력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IT 프로그래밍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일본IT프로그래밍(2) ○ ○ ● 3 5 2

심화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 ◐ ◐ 3 4 3

일본어청해(1) ● ● ○ 5 5 0

일본어문법 ● ◐ ○ 5 3 2

일본어학개론 ● ◐ ○ 5 3 2

웹프로그래밍 ○ ○ ● 4 4 2

스마트폰앱개발 ○ ○ ● 3 4 3

기초

일본어회화 ● ● ○ 4 4 2

일본어회화(2) ● ● ○ 4 4 2

일본어작문 ● ◐ ○ 4 4 2

일본어작문(2) ● ◐ ○ 4 4 2

데이터베이스 ○ ○ ● 4 4 2

자바프로그래밍 ○ ○ ● 4 4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일본 문화 이해 일본어 의사소통 IT 프로그래밍

국내
일본계
IT 기업

(G)

전문
일본어번역클리닉(1)
일본어번역클리닉(2)
인터넷일본어

일본어프리토킹 IoT플랫폼

실무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일본어WORD작성법

일본어회화(3)
일본어회화(4)
일본어청해(2)
IT실무외국어회화[필]
IT직무일본어회화[필]

클라우드컴퓨팅
컴퓨터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일본IT프로그래밍(1)[필]
일본IT프로그래밍(2)[필]

심화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일본어청해(1)

일본어문법
일본어학개론

웹프로그래밍
스마트폰앱개발

기초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일본
IT 기업

(J)

전문
일본어번역클리닉(1)
일본어번역클리닉(2)
인터넷일본어

IoT플랫폼

실무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일본어WORD작성법

일본어회화(3)
일본어회화(4)
일본어청해(2)
IT실무외국어회화[필]
IT직무일본어회화[필]

클라우드컴퓨팅
컴퓨터네트워크
빅데이터분석
일본IT프로그래밍(1)[필]
일본IT프로그래밍(2)[필]

심화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일본어청해(1)
일본어문법
일본어학개론

웹프로그래밍
스마트폰앱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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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일본 문화 이해 일본어 의사소통 IT 프로그래밍

기초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국내
IT 기업

(K)

전문 IoT플랫폼

실무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IT실무외국어회화[필]
IT직무일본어회화[필]

클라우드컴퓨팅
컴퓨터네트워크
빅데이터분석
일본IT프로그래밍(1)[필]
일본IT프로그래밍(2)[필]

심화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일본어학개론 웹프로그래밍

스마트폰앱개발

기초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2)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통번역
기술 함양,

인터넷 활용 
실무능력

전문 IoT플랫폼(GJK)

일본어프리토킹(J)
인터넷일본어(GJ)
일본어번역클리닉(1)(GJ)
일본어번역클리닉(2)(GJ)

비즈니스
직무 분석,

실무 일본어
회화,

실무 IT 능력

실무 스마트폰앱개발(GJK)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J)
일본어WORD작성법(GJ)
일본어회화(3)(GJ)
일본어회화(4)(GJ)
클라우드컴퓨팅(GJK)
컴퓨터네트워크(GJK)
IT실무외국어회화(GJK)
IT직무일본어회화(GJK)
일본IT프로그래밍(1)(GJK)
일본IT프로그래밍(2)(GJK

프로그래밍 
지식,
심화

일본어 회화

심화 웹프로그래밍(GJK)

일본어학개론(GJ)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GJ)
일본어문법(GJ)
빅데이터분석(GJK)

스마트미디어 
이해,

기초일본어
회화

기초

일본어회화(GJ)
일본어회화(2)(GJ)
일본어작문(GJK)
데이터베이스(GJK)
자바프로그래밍(GJK)

구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국내일본계IT기업 (J)일본IT기업 (K)국내IT기업

비 
교 
과

▪기초 IT 비교과 특강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해외 현장실습
▪해외취업 동아리
▪기초 IT 비교과 특강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해외 현장실습
▪해외취업 동아리
▪기초 IT 비교과 특강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1301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 융합전공(일본IT융합)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12학점 24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9학점 12학점

※ 융합교과목: 일본IT프로그래밍(1), 일본IT프로그래밍(2), IT실무외국어회화, IT직무일본어회화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선택 14684 일본어작문 Japanese Composition 3 3 기초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4683 일본어회화 Japanese Conversation 3 3 기초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2

선택 14614 일본어회화(2) Japanese Conversation(2) 3 3 기초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09864 일본어작문(2) Japanese Composition(2) 3 3 기초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3541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3 기초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06855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
tems

3 3 기초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7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심화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74 스마트폰앱개발
Smartphone App. Develop
ment

3 3 심화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66 ICT스마트정보시스템
ICT Smart Information sys
tem

3 3 실무 4 2 4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선택 15628 스마트팜개론
introduction to smart f

arm
3 3 기초 7 2 1

스마트팜
융합교과목

선택 16252 통계적기계학습 Probabilistic Machine Lear
ning 3 3 심화 5 2 3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선택 16251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님 Algorithm Based Machine 
Learning 3 3 심화 5 2 3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3 1

필수 16171 IT실무외국어회화
IT Practical Foreign Lang
uage Conversation

3 3 실무 4 4 2
일본IT융합
융합교과목

필수 16173 일본IT프로그래밍(1) Japanese IT Programming(1) 3 3 실무 3 5 2
일본IT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6113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Basic Strategies for IT Sta
rt-ups in Japan

3 3 심화 3 4 3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08688 일본어WORD작성법
How to Use Wordprocessor 
in Japanese

3 3 실무 4 6 0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4687 일본어회화(3) Japanese Conversation(3) 3 3 실무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5582 IoT플랫폼 IOT Platform 3 3 직무 2 6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6164 드론비행이론및실습
Drone Flight Theory and Pr
actice

3 3 실무 3 5 2
드론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6165 드론코딩의이해
Understanding of Drone Cod
ing

3 3 심화 5 2 3
드론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6249 데이터시각화 Data Visualization 3 3 심화 5 2 3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선택 16250 신경기반머신러닝 Neural Network Based Ma
chine Learning 3 3 심화 5 2 3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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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일본IT
융합

융합교과목

실무
(442)

IT실무외국어회화 IT Practical Foreign Language Conversation

일본 IT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어 특
히 일본어 및 영어 IT 전문 용어, 다국적 
직원들과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일
본어 회화, 일본IT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 등을 일본어 및 
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Students learn foreign languages   required 
by Japanese IT companies, especially Japa
nese and English IT technical terms, Japa
nese conversation to improve communicat
ion skills with multinational employees, an
d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that m
ay arise in Japanese IT companies, focusi
ng on Janapese and English conversation.

실무
(442)

IT직무일본어회화 IT Vocational Japanese Conversation 

일본 IT 기업에 입사를 위한 제반 일본어, 
일본 IT 기업에서 사용되는 경어 표현, 그

Students learn Japanese for entering Japa
nese IT companies, honorific expressions u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하계 선택 15558 빅데이터기초 Big Date Fundamentals 3 3 기초 4 4 2 4IR 공통 교과목

2

필수 16172 IT직무일본어회화
IT Vocational Japanese Co
nversation

3 3 실무 4 4 2
일본IT융합
융합교과목

필수 16174 일본IT프로그래밍(2) Japanese IT Programming(2) 3 3 실무 3 5 2
일본IT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08156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3 3 심화 5 3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08500 일본어문법 Japanese Grammar 3 3 심화 5 3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08501 일본어청해(1) Listening Japanese(1) 3 3 심화 5 5 0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4615 일본어회화(4) Japanese Conversation(4) 3 3 실무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5821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IT Startups and Business in 
Japan

3 3 실무 4 3 3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5583 클라우드컴퓨팅
Introduction to Cloud Com
puting

3 3 실무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08760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3 3 실무 5 3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146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3 3 실무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6163 공간정보수집및처리
Spatial Data Collection an
d Processing

3 3 실무 3 5 2
드론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6166 항공기상및법규 Aviation Weather and Law 3 3 심화 6 2 2
드론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동계 선택 15597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4

1

선택 08689 인터넷일본어 Internet Japanese 3 3 직무 2 6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09863 일본어번역클리닉(1)

Translation Clinic for Japa
nese(1)

3 3 직무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08687 일본어청해(2) Listening Japanese(2) 3 3 직무 5 5 0 일본언어문화학과

2
선택 08691 일본어프리토킹 Japanese Freetalking 3 3 직무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09862 일본어번역클리닉(2)
Translation Clinic for Japa
nese(2)

3 3 직무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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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일본언어
문화학과

기초
(442)

일본어작문 Japanese Composition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하
여, 자기 의사를 올바른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을 한다.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to express the
mselves precisely in Japanese using expres
sions from normal conversation.

기초
(442)

일본어회화 Japanese Conversation

명사, 형용사, 동사의 기본적인 활용법과 
회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형을 익힌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bilities to 
speak and listen in Japanese. Enables stud
ents to hold group discussions by cultivati
ng skills through listening exercises, and p
ractice with structural transformations and 
rephrasing of statements. 

기초
(442)

일본어회화(2) Japanese Conversation(2)

명사, 형용사, 동사의 기본적인 활용법과 
회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형을 익힌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bilities to 
speak and listen in Japanese. Enables stud
ents to hold group discussions by cultivati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리고 일본 IT 기업 문화 등을 회화를 중심
으로 학습한다.

sed in Japanese IT companies, and Japane
se IT corporate culture, focusing on conve
rsation.

실무
(352)

일본IT프로그래밍(1) Japanese IT Programming(1)

일본 IT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프
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
를 기반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능력을 습
득한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컴퓨터
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파이썬의 다양
한 라이브러리 모듈의 사용법을 익히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능력을 길러, 향후 일본 IT 기업에 대한 
취업 능력을 기른다.

Students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of 
computer programming required by Japan
ese IT companies, and acquire Python pr
ogramming skills based on them. Through 
Python programming, students will improv
e their computer thinking skills, learn ho
w to use various library modules of Pyth
on, develop Python programming skills usi
ng databases, and develop future employ
ment skills for Japanese IT companies.

실무
(352)

일본IT프로그래밍(2) Japanese IT Programming(2)

일본 IT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프
로그래밍 언어 중 자바 프로그래밍 능력을 
습득한다. 자바 프로그래밍을 통해 PC 애
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웹 애플리케이션, 안
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향후 일본 IT 기업
에 대한 취업 능력을 기른다.

Students acquire Java programming skills 
among the computer programming langua
ges required by Japanese IT companies. 
Through Java programming, students deve
lop the ability to develop PC application 
programs, web applications, and Android 
apps, and develop the ability to access a
nd handle databases, thereby cultivating 
employment skills for Japanese IT compa
n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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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ng skills through listening exercises, and p
ractice with structural transformations and 
rephrasing of statements. 

심화
(532)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nguistics

일본어의 문자, 음성, 음운, 문법, 어휘, 방
언, 언어생활 등 제반 언어사항 및 언어학
상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강의한다.

A series of lectures regarding the Japanes
e language, focusing on specific characteri
stics such as letters, phoneme, sounds, gra
mmar, vocabulary, dialect, and colloquial u
sage, as well as general linguistic consider
ations.

실무
(442)

일본어회화(3) Japanese Conversation

명사, 형용사, 동사의 기본적인 활용법과 
회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형을 익힌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bilities to 
speak and listen in Japanese. Enables stud
ents to hold group discussions by cultivati
ng skills through listening exercises, and p
ractice with structural transformations and 
rephrasing of statements. 

직무
(550)

일본어청해(2) Listening Japanese(2)

각종 음성에 의한 표현, 즉 회화, 대담, 라
디오드라마, 스피치, 강연, 강의, 뉴스, 프
로의 청취, 이해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음
성테이프 또는 VTR 등을 사용하여 독해 
또는 작문능력과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는 
연습을 한다.

This course develops students' abilities to 
listen and understand Japanese through th
e expressions of various voice such as co
nversation, talks, radio drama, speeches, l
ectures, news, and various programs by us
ing voice tapes or VTR. In addition, let st
udents practice Japanese to enhance their 
ability to read and write through them.

실무
(460)

일본어word작성법 How to Use Wordprocessor in Japanese

국내 워드프로세서 일본워드프로세서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일본어로 논문 보고서, 
이력서, 이메일 작성 등과 같은 문서작성 
능력을 신장시킨다.

This course enhance student's abilities to c
ommit theses, reports, resumes, e-mails to 
writing in Japanese using Korean word pro
cessor and Japanese word processor progra
ms.

직무
(442)

일본어번역클리닉(1) Translation Clinic for Japanese(1)

번역 및 일본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양국의 최신 신문 기사, 잡
지기사 등을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옮기는 
연습을 한다.

This course is to improve students' abilitie
s for translation and conversation. Accordi
ng to this goal, students practice translatin
g the latest newspaper articles and magazi
ne articles into Japanese or Korean.

심화
(343)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Basic Strategies for IT Start-ups in Japan

본 과목은 IT 해외 창업과 관련된 지식습
득 및 해외 창업에 관한 이해도 증가를 목
표로 합니다.
(1) IT산업의 발전방향과 최신 트렌드 기술
(2) 일본 창업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
한 기본적인 일본 비즈니스 지식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gain knowled
ge and understanding of overseas startups 
related to IT overseas startups.
(1) The direction of IT industry developme
nt and latest trend technology
(2) Basic knowledge of Japane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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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o start a business in Japan

기초
(442)

일본어작문(2) Japanese Composition(2)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하
여, 자기 의사를 올바른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을 한다.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to express the
mselves precisely in Japanese using expres
sions from normal conversation.

심화
(532)

일본어문법 Japanese Grammar

현대 일본어문법의 기초적인 사항을 학습
하고, 일본어의 문구성 법칙에 대한 탐구
를 심화시킨다.

Make students learn the basic grammar of 
Modern Japanese, and throughly examine t
he rules of sentence structures of Japanes
e.

심화
(550)

일본어청해(1) Listening Japanese(1)

각종 음성에 의한 표현, 즉 회화, 대담, 라
디오드라마, 스피치, 강연, 강의, 뉴스, 프
로의 청취, 이해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음
성테이프 또는 VTR 등을 사용하여 독해 
또는 작문능력과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는 
연습을 한다.

This course develops students' abilities to 
listen and understand Japanese through th
e expressions of various voice such as co
nversation, talks, radio drama, speeches, l
ectures, news, and various programs by us
ing voice tapes or VTR. In addition, let st
udents practice Japanese to enhance their 
ability to read and write through them.

직무
(262)

인터넷일본어 Internet Japanese

인터넷의 일본어교육 관련 사이트를 통하
여 자료수집 방법을 익히고 일본어 학습을 
한다.

Students learn to collect datum through Ja
panese education sites on internet and stu
dy Japanese by using them.

직무
(442)

일본어프리토킹 Japanese Freetalking

자신의 생각, 느낌, 의사표현 등을 일본어
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으로서 외국인과의 완벽한 의사 전달 능력
을 배양한다.

Students improve their abilities to speak t
heir thoughts, feelings, expressions freely 
so that they cultivate their abilities to co
mmunicate their thoughts to native speake
rs perfectly.

직무
(442)

일본어번역클리닉(2) Translation Clinic for Japanese(2)

번역 및 일본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양국의 최신 신문 기사, 잡
지기사 등을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옮기는 
연습을 한다.

This course is to improve students' abilitie
s for translation and conversation. Accordi
ng to this goal, students practice translatin
g the latest newspaper articles and magazi
ne articles into Japanese or Korean.

실무
(343)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IT Startups and Business in Japan

본 과목은 팀티칭 수업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학습한다. 
(1) IT산업의 발전방향과 최신 트렌드 기술

(IT공학 전문교원 담당)
(2)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와 

비즈니스 매너 등(일본어 전문교원담당)

This subject aims to educate following goa
ls by team teaching methods; 
(1) the trends of IT technology
(2) business Japanese and manner(etiquette
s) 
※ The relevant professors are charged wi
th those subjects.

스마트
미디어학과

기초
(44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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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개념, DBMS, Data Model,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하
여 공부하고, 고급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
복, 병행제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
nity to study of database management sys
tems (DBMS) features, functions, and archi
tecture, including logical design, data mode
ls, normalization, object-oriented data, and 
database administration. A DBMS product 
will be used to illustrate principles.

기초
(442)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자바를 이용하여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개
념을 이해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타입, 변수, 제어구조, 함
수, 데이터구조, 그리고 구조적 프로그램설
계를 학습하며, 객체지향 설계 및 프로그
래밍에 대해서도 다룬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fundamentals o
f object oriented programming concepts a
nd software development using the Java L
anguage. Topics covered include data type
s, variables, control structures, functions, 
data structures, and structured program de
sign. Elements of object-oriented design a
nd programming are also introduced.

심화
(44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본 교육과정에서 웹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기본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을 통해 기본
적인 웹 문서의 작성 기법들에 대해 공부
한다. 특히  HTML5, CSS3, Javascript와 같
은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웹 프로그래밍 기
술과 JQUERY, MOBILE WEB PAGES와 같
은 고급 웹 프로그래밍 기술들에 대해 학
습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process 
of web programming service and study m
ethods  for writing basic web documents. 
Also we study client-side web programmin
g techniques such as HTML, CSS3 and Jav
aScript and advanced web programming te
chniques such as JQUERY and Mobile WE
B.

심화
(343)

스마트폰앱개발 Smartphone App. Development

스마트 폰 앱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개념, 사
용 언어를 배우고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
션, 센서 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앱 콘
텐츠 제작 뿐 아니라 IoT(사물인터넷)와 연
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실습한
다.

It will learn basic concepts and language r
equired to develop various smartphone ap
ps  using images, sound, animations and s
ensor data and also interlink of IoT (Inter
net of Things).

직무
(262)

IoT플랫폼 IoT flatform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지식을 습
득한다. IoT디바이스들에게 인터넷 연결성
을 제공하기 위한 디바이스 플랫폼과 게이
트웨이 플랫폼을 소개하고, 실제 IoT 서비
스를 개발하기 위한 서버 플랫폼을 소개한
다.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IoT 디바이스/게이트웨이/서버의 하드웨어
를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등을 활용하
여 구성하는 법을 익히고 플랫폼이 수행하
는 기능 동작을 검증하는 방법을 배운다.

This course aims to acquire the knowledg
e about the IoT software platform. This c
ourse introduces device platform and a ga
teway platform to provide Internet connec
tivity to IoT devices, and introduces a ser
ver platform to develop actual IoT service
s. Students learn how to configure the har
dware of IoT devices/gateways/servers usi
ng Arduino and Raspberry Pi based on op
en source platforms, and learn how to ver
ify the functions of each platform.

실무
(343)

클라우드컴퓨팅 Virtual Reality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에 대한 기본  The course let student understand the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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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해하여 실용적인 인터랙티브 미
디어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적용한다.

ucture of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
ual Reality (VR) and apply the knowledge t
o practical interactive multimedia applicatio
n.

실무
(343)

빅데이터분석 Big Data Analysis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
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technology of 
big data to the students.

실무
(53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네트워크 카드와 스위치 그리고 케이블링 
실습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본개념과 동작
과정을 익힌다. 그리고 OSI 7 레이어와 TC
P/IP의 계층별 동작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서브네팅과 수퍼네팅을 통한 네트워크ID 
구분방법, ARP, 라우팅프로토콜과 멀티케
스트, IPv6 등을 통해 네트워크 실무기술능
력을 기른다.

In this subject, students learn the basics a
nd the operating process of network throu
gh network card, switch and cable practic
e. Also, students can compare and analyze 
operating process by class of OSI 7 layers 
and TCP/IP. Also, they study the network 
business technology through subnetting an
d supernetting, ARP, routing protocol, mult
icast and IPv6.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실무
(424)

ICT스마트정보시스템 ICT Smart Information system

ICT를 활용한 지능화된 정보시스템의 종류
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다.

This course provides the review of intellig
ent information system especially for type
s and implementation of real world case.

드론융합
융합교과목

실무
(352)

드론비행이론및실습 Drone Flight Theory and Practice

드론의 구성부품 및 비행 원리를 이해하
고, 다양한 형태의 드론에 구조 및 비행 
안정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비행 실습을 
통하여 드론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Understanding the components and flight 
principles of drones, learning about structu
re and flight stability in various types of 
drones, and cultivating drone utilization ca
pabilities through flight practice.

심화
(523)

드론코딩의이해 Understanding of Drone Coding

드론은 주로 통신, 제어, 센서 기술 등 다
양한 기술들이 융합하여 구동된다. 위치를 
인지하고 날 수 있는 자동항법장치, 모터
제어기술, 카메라 영상 장치 및 SW분야까
지 드론은 다양한 기술의 융합체라고 할 
수 있다. SW 코딩을 통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드론을 제어 가능하게 함으로써 드
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하드웨어 
제어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Drones are driven mainly by the fusion of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communicatio
n, control and sensor technology. Drones 
are a fusion of various technologies, rangi
ng from automatic navigation systems, mot
or control technologies, camera imaging de
vices, and SW fields that can recognize a
nd fly positions. By enabling drones to be 
controlled through theory and practice thr
ough SW coding, we want to cultivate var
ious ideas and hardware control capabilitie
s using drones.

실무
(352)

공간정보수집및처리 Spatial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공간정보와 관련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융･
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

Spatial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ie
s are essential elements in the era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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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3차원 공간정보 기술 습득을 통
하여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무인자율이동체 기술 개발과 활용의 토대
를 배양하고자 한다.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basis f
or generating high value-added by conver
ging and integrating various industries. Thi
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
manned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s
uch as unmanned aircraft (drone) and self
-driving cars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
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technol
ogy.

심화
(622)

항공기상및법규 Aviation Weather and Law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정규성 그리고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공기 운영에 필요
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과정을 이해
하고 관련된 법규를 이해를 증진한다.

Understand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providing weather information necessary f
or aircraft operations to enhance the safe
ty, normality and efficiency of aircraft op
erations and promote understanding of rel
evant laws and regulations

스마트팜
융합교과목

기초
(721)

스마트팜개론 Introduction to smart farm

스마트팜 환경관리와 스마트팜 운영관리, 
스마트팜 연양관리 등 전반적인 스마트팜
에 대해 이해한다. ICT센서, 제어기술, 시
설농업기계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유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Understand smart farms such as smart far
m environment management, smart farm o
peration management, and smart farm nut
rition management. It also develops the ab
ility to carry out knowledg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ICT sensors, control t
echnology, and facility agricultural machin
ery systems.

인공지능
융합교과목

심화
(523)

데이터시각화 Data Visualization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
하기 위한 방법론 중의 하나인 데이터시각
화에 대해 학습한다. python언어를 기반으
로 matplotlib을 중심으로 원시데이터의 다
양한 시각화 방법 뿐 아니라 인공지능 결
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화 방법
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da
ta visualization, one of the methodologies 
for analyzing and processing various large 
amounts of data.  Based on the python la
nguage,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visualization methods of raw data, as well 
as visualization methods to help understan
d artificial intelligence results, centering o
n matplotlib.

심화
(523)

신경망기반머신러닝 Neural Network Based Machine Learning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딥
러닝)의 배경지식과 활용 방법을 습득하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와 Recurre
nt Neural Networks 에 관한 지식과 활용
법을 실습한다. 딥러닝 기본개념, Stochasti
c Gradient Descent, backpropagation 기법, 
초기화기법, regularization 기법, 콘볼류션 
신경망 (CNN), CNN 구조,복신경망 (RNN), 
RNN의 응용을 다룬다.

In this course, basic knowledge and progra
mming skills for deep learning which is a 
key technolog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
ution, is taught. This course will cover bas
ic concepts of deep learning, backpropagat
ion techniques such as stochastic gradient 
descent, initialization techniques, regularizat
ion techniques such as drop out, convoluti
onal neural networks (CNN), CNN archi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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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ures, visualization of CNN, recurrent neura
l networks (RNN), RNN applications, and o
ther applications including reinforced learni
ng.

심화
(523)

통계적기계학습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

최근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통계적 기계학
습 방법들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응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선
형 회귀, 분류, 샘플링 방법, 모델 선택 및 
제한 기법, 결정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비지도 학습법 등의 주제에서 통계 기반의 
학습들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aims to provide both theoretic
al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modern s
tatistical machine learning approaches. Top
ics include: linear regression, classification, 
sampling methods, model selection and reg
ularization, decision tree, support vector m
achine, and unsupervised learning algorith
ms.

심화
(523)

알고리즘기반머신러닝 Algorithm Based Machine Learning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현재 인공 지능의 
기본 및 핵심 기술인 기계 학습을 위한 다
양한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계 학습,지도 학습 방법 (회귀 
및 분류), 비지도 학습 방법 (클러스터링 
및 차원 축소), 앙상블 모델, 베이지안 접
근 및 모델의 기본 이론을 다룬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v
arious algorithms for machine learning, wh
ich are the fundamental and core technolo
gy for current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
ligence.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
al theories of machine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methods (regression and classifica
tion), unsupervised learning methods (clust
ering and dimensionality reduction), ensem
ble models, Bayesian approaches and mod
els.

Superstar 
College
4IR

공통 교과

기초
(226)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nectional 
Intelligence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연결지능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해당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f com
petence to adapt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connectional intelligence to drive 
innovation and breakthrough results by ha
rnessing the power of relationships and ne
tworks.

기초
(343)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빅데이터와 이의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acquisitions o
f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big data 
and its applications.

심화
(343)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본 교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제작 실습을 수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basi
c concepts of IoT and conduct the practic
e of making internet systems of objects u
sing Ard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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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융합(Dept. of Carbon Convergence)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국내외 탄소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전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현장실무 응용 능력 ·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교육목표
탄소관련 기초 개념부터 최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소재기술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
하여, 우리나라 탄소관련 기업체와 연구소의 발전을 견인할 창의적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탄소소재 및 복합소재의 이해를 위한 기초 과목

▪탄소복합소재 제조, 가공, 특성 평가, 응용화 및 제품화 공정

수여학위 탄소융합학사(Bachelor of Carbon converg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탄소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의 연구직
위험물 안전기사, 품질관리기사, 분석기사, 화학분석기사

탄소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탄소제품제조기사, 화공산업기사

소재생산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공정관리기사, 품질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비파괴검사기사

부품설계 및

부품성형 엔지니어
성형가공기사, 전산응용설계기사, CAD 실무능력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정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 사고와 공학적 지식을 통해 문
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준거
◾융·복합적인 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해한다.
◾문제 이해, 아이디어 도출, 계획수립 및 실행 능력을 갖춘다.

현장실무
응용 능력

정의
탄소관련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소양 및 현
장 대응능력 

준거
◾탄소소재 및 복합소재 관련 전공지식과 전문지식을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탄소소재 전문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공학적 지식 능력을 갖춘다.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정의
다양한 산업 환경 속에서 공학적 의사표현 능력 및 서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전문적인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하여 인지한다. 
◾현장에서의 책임감 및 회사 구성원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다.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정의
4차산업혁명시대에 개별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최근 발전하
는 신기술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능력

준거
◾ 나노기술(NT), 전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이해한다.
◾ NT, IT, BT 기술위에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지능형로봇 등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1311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 융합전공(탄소융합)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탄소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의 연구직

○ ● ◐ ◐

탄소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 ● ○ ◐

소재생산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 ◐ ● ◐

부품설계 및
부품성형 엔지니어

●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 능력, 새로운 

기술 융합 및 응용능력

산업 환경 분석,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 마인드,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소재생산, 부품 설계 능력,

 부품성형 공정관리 

프로젝트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팀워크 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

협업적인 태도

심화 소재 합성․분석․가공 전공지식
전공 실험 능력 및

실험․ 분석 장비 운영

적극적인 정보 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능력

지속적 자기개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문제해결

현장실무
응용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융합
신기술 활용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탄소물리 ● ○ ◐ 3 5 2

탄소화학 ◐ ○ ●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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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문제해결

현장실무
응용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융합
신기술 활용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산구조설계 ◐ ● ◐ ◐ 3 6 1

PS콘크리트구조설계 ◐ ● ◐ 4 3 3

실무

강구조공학 ◐ ● ○ ◐ 3 6 1

콘크리트재료실험 ◐ ● ○ 3 4 3

탄소섬유개론 ● ◐ ◐ ◐ 3 4 3

심화

탄소가공 ◐ ○ ● 3 5 2

응용유기화학 ◐ ● ◐ 5 3 2

고분자공학 ● ○ ◐ 5 3 2

나노탄소학(2) ● ○ ◐ 5 3 2

정정구조역학 ● ○ ◐ 4 3 3

탄소학개론 ● ○ 6 2 2

나노탄소학(1) ● ◐ ○ 5 3 2

탄소소재화학및실험 ◐ ◐ ● ○ 5 3 2

기초 공업수학(2) ● ◐ ○ 5 3 2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탄소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의

연구직

(S)

전문
탄소물리
전산구조설계
PS콘크리트구조설계

탄소화학

실무 탄소섬유개론 강구조공학 콘크리트재료실험

심화

나노탄소학(1) 고분자공학
나노탄소학(2)
정정구조역학
탄소학개론
응용유기화학

탄소소재화학및실험 탄소가공

기초 공업수학(2)

탄소소재

제조 및 가공

엔지니어

(C)

전문
탄소물리 전산구조설계

PS콘크리트구조설계
탄소화학

실무 탄소섬유개론 강구조공학 콘크리트재료실험

심화

나노탄소학(1) 고분자공학
나노탄소학(2)
정정구조역학
탄소학개론
응용유기화학

탄소소재화학및실험 탄소가공

기초 공업수학(2)

소재생산

공정관리
전문

탄소물리
전산구조설계

탄소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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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현장실무
응용 능력

협업 및 공학적 
의사소통 능력

융합신기술
활용 능력

및 품질관리

엔지니어

(P)

PS콘크리트구조설계

실무 탄소섬유개론 강구조공학 콘크리트재료실험

심화

탄소가공
나노탄소학(1)

나노탄소학(2)
정정구조역학
탄소학개론
응용유기화학

고분자공학
탄소소재화학및실험

기초 공업수학(2)

부품설계 및

부품성형

엔지니어

(D)

전문
탄소물리
전산구조설계
PS콘크리트구조설계

탄소화학

실무 탄소섬유개론 강구조공학 콘크리트재료실험

심화

나노탄소학(1)
탄소학개론

고분자공학
나노탄소학(2)
정정구조역학
탄소소재화학및실험

탄소가공

기초 공업수학(2)

프로젝트 구성
신기술융합

산업환경분석
전문

탄소물리(SPD)

탄소화학(SCPD)

PS콘크리트구조설계(SCPD)

전산구조설계(SCPD)

소재생산
부품설계
부품성형

실무

콘크리트재료실험(SCPD)

강구조공학(SCPD)

탄소섬유개론(SCPD)

소재합성
소재분석/가공
장비운용능력

심화 정정구조역학(SCPD)

고분자공학(SCPD)

탄소학개론(SCPD)

탄소소재화학및실험(SCPD)

응용유기화학(SCP)

나노탄소학(1)(SCPD)

나노탄소학(2)(SCPD)

탄소가공(SCD)

기초과학지식
기초공학지식

데이터분석
기초 공업수학(2)(SCPD)

구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S)탄소관련 연구 (C)탄소소재 제조/가공 (P)공정관리/품질관리 (D)부품설계/성형

비 
교 
과

▪3D 프린팅 교육 ▪Carbon School
▪소재관련 업체대표 초청 

취업 특강
▪해외연구소 견학
▪영국 AMRC 연구소 복합재 

교육

▪Carbon School
▪소재관련 업체대표 초청 취업 

특강
▪해외연구소 견학
▪영국 AMRC 연구소 복합재 

교육
졸업생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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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4IR
공통 교과
인정 조건

4IR 공통 교과의 이수학점은 ‘융합교과목 이수학점’과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단, ‘융합교과목 이수학점’의 경우 복수전공은 최대 6학점, 부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융합교과목: 탄소물리, 탄소화학, 탄소가공, 응용유기화학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2
선택 07448 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Det
erminate Structures

3 3 심화 4 3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5409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3 3 기초 5 3 2 토목환경공학과

3

1

선택 15498 탄소화학
Chemistry for carbon tec
hnology

3 3 전문 3 5 2
탄소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6090 탄소학개론
Introduction to Carbon Sc
ience

2 2 심화 6 2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2446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Stru
cture Design and Lab

3 4 실무 3 4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하계

선택 15557
3D모델링Ⅰ(Auto-Cad 
2D/3D) 

3D modeling Ⅰ(AutoCAD 
2D/3D)

3 3 실무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98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3 3 기초 3 4 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558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3 3 기초 4 4 2 4IR 공통 교과목

2

선택 15227 탄소물리
Physics for carbon techn
ology

3 3 전문 3 5 2
탄소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6142 응용유기화학 Applied Organic Chemistry 3 3 심화 5 3 2
탄소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6059 고분자공학
Carbon polymer engineer
ing

3 3 심화 5 3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3708 탄소소재화학및실험
Experiments in nanocarb
on materials

3 3 심화 5 3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6091 탄소섬유개론 Carbon fibers 3 3 실무 3 4 3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05873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3 3 실무 3 6 1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d Connectional Intelligence

3 3 기초 2 2 6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223
3D모델링Ⅱ(Autodesk
3D-MAX)

3D Modeling Ⅱ(Autodesk 
3D-MAX)

3 3 실무 3 5 2 4IR 공통 교과목

동계 선택 15632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3 3 심화 3 4 3 4IR 공통 교과목

4 1

선택 14019 나노탄소학(1) Nanocarbon(1) 3 3 심화 5 3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3029 PS콘크리트구조설계
Prestressed Concrete Str
ucture

3 3 전문 4 3 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08866 전산구조설계
Computational Structural 
Design

3 3 전문 3 6 1 토목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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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선택 15570 탄소가공

Manufacturing process of 
carbon materials

3 3 심화 3 5 2
탄소융합

융합교과목
선택 14097 나노탄소학(2) Nanocarbon(2) 3 3 심화 5 3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탄소융합
융합

교과목

전문
(352)

탄소물리 Physics for carbon technology

탄소 복합체 특성 분석에 사용되고, 분석기
술 및 특성평가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할 
때 필요한 기초 물리지식을 교육한다.

Educating basic physics for carbon compos
ite analysis.

심화
(532)

응용유기화학 Applied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유기화합
물의 구조와 유기 반응을 공부함으로써 알
케인 알켄 알카인 및 벤젠 화합물과 그 유
도체의 성질 및 반응을 알게 하며, 이를 새
로운 유기 소재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To understand the basic kowledge of Orga
nic chemistry, students study the structure 
and chemical reaction. They learn the pro
perties and rections of alkanes, alkenes, al
kynes, benzenes and their derivatives. And 
they can apply the concepts of organic ch
emistry to the new organic maerials.

전문
(352)

탄소화학 Chemistry for carbon technology

탄소 복합체 제조를 위한 기초 화학 지식
을 습득한다.

Educating basic chemistry for carbon comp
osite synthesis.

심화
(352)

탄소가공 Manufacturing process of carbon materials

탄소소재를 이용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탄소재료 및 탄소소재 강화 복합재의 가공
특성과 성형·가공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습득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study for
ming, processing and machining carbon ma
terials and carbon materials reinforced co
mposites.

탄소나노
신소재
공학과

심화
(622)

탄소학개론 Introduction to Carbon Science

본 강의는 탄소소재의 원리 및 응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탄소소재의 전구
체, 탄소소재의 합성방법, 탄소소재의 산업
적 응용에 대한 폭넓은 개론적 접근을 시
도한다.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study car
bon synthesis and industrial applications fo
r understanding fundamental principles and 
features of carbon materials.

심화
(532)

나노탄소학(1) Nanocarbon(1)

탄소 섬유, 나노튜브, 그래핀 등의 종류 및 
제조공정, 그리고 응용에 까지 탄소 섬유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will learn basics of 
carbon fibers, and graphene, ranging from 
the kind,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 a
pplication.

실무
(343)

탄소섬유개론 Carbon fibers

탄소 섬유는 대부분이 구조재료용 복합재
료 강화재로 사용되며, 특히 고성능 탄소섬
유는 에폭시 수지 모재 복합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교과목에서는 각종 탄소

This class aims at the understanding of hi
gh-performance carbon fibers, especially o
f reinforced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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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응용분야에 대한 이
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심화
(532)

고분자공학 Carbon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 화합물의 합성, 물성 및 응용분야를 
학습하고 신소재로서의 탄소 고분자 소재
의 성질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Students will study syntheses, characteristic
s and applications of polymeric compounds. 
And recent research trends and application
s of carbon polymeric materials will be tre
ated and studied.

심화
(532)

탄소소재화학및실험 Experiments in nanocarbon materials

나노탄소소재를 제조하고 다루는 공정 및 
측정에 대해 학습한다.

Learn about the process and measurement 
of how to manufacture and manipulate na
nocarbon materials.

심화
(532)

나노탄소학(2) Nanocarbon(2)

탄소 섬유, 나노튜브, 그래핀 등의 종류 및 
제조공정, 그리고 응용에 까지 탄소 섬유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will learn basics of 
carbon fibers, and graphene, ranging from 
the kind,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 a
pplication.

토목환경
공학과

실무
(343)

콘크리트재료실험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Design and Lab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성질, 역학적 특성, 
구조거동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성질들에 
기초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을 배움으로써 구조기술자로서의 
기초자 지식을 배양한다.

Concrete aggregates, properties of fresh a
nd hardened concrete, mix design, test of 
workability, compressive strength test. Rein
forcement stress strain curve, tensile stren
gth test, bond strength.

전문
(433)

PS콘크리트구조설계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

PC구조물의 이론을 이해하고 아울러 구조
물 설계 및 시공에 적응토록 하기 위한 것
으로 PC의 피로경향, 재료, 스트레스의 도
입, 감소량 계산, 부재단면의 응력계산 등
을 강의한다.

Concepts of prestressing; deflection of bea
m, strand, tendon, sheath. Calculation of pr
estressing loss shrinkage, creep, relaxation. 
Applications to the design of prestressed c
oncrete structures; design of flexural memb
ers.

전문
(361)

전산구조설계 Computational Structural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기
법을 강의한다. 전반부는 수치해석기법, 메
트릭스구조 해석법을 강의하고 후반부는 
구조해석 및 설계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
접 구조물을 해석, 설계한다.

Theory and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
nt method; stiffness matrices for triangula
r, quadrilateral, and isoparametric element
s; two and three-dimensional elements.

실무
(361)

강구조공학 Steel Structures

강구조물의 거동 및 특징 등 전반적인 사
항을 알아보고 시방서에 의거한 각종 강구
조부재의 설계기법을 강의한다.

Application of basic principles to design of 
steel structures; design of tension member
s, columns, beams, beam columns, and con
nections, beams and frames.

심화
(433)

정정구조역학 Analysis of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s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알아보
고 정역학적 평형식을 이용하여 보, 트러

Concepts of equilibrium equations, loading, 
reaction, member forces. Provides an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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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스, 뼈대구조물, 아치, 케이블의 반력, 부재
력을 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이동하
중에 의한 최대부재력을 산정하기위한 영
향선 작성방법을 학습한다.

duction to structural analysis of statically d
eterminate systems, including beam, girder, 
truss, frame, arch and cable.

기초
(532)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2)

미분방정식의 해법, 라플라스 변환, 복소변
수 함수론, 그리고 푸리에 급수에 대해 배
우는데 이 과목은 실제 전기기기에서 나타
나는 수학적인 문제를 다룬다.

For students studying graduate level physic
s, a number of topics including the Laplac
e transforms, Functions of a complex varia
ble, and Fourier series.

Superstar
College
4IR

공통 교과

실무
(343)

3D모델링Ⅰ(AutoCAD 2D/3D) 3D modelingⅠ(AutoCAD 2D/3D)

AutoCAD를 활용한 2차원 및 3차원 모델링
에 관한 강좌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습득하여 다양한 예제를 수행한다.

It is a course on 2-D and 3-D modeling u
sing AutoCAD, and students will learn com
mands and perform various examples.

실무
(352)

3D모델링Ⅱ (Autodesk 3D-MAX) 3D ModelingⅡ(Autodesk 3D-MAX)

3D MAX를 사용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디자
인의 제품을 3D 모델링을 통하여 만들어냅
니다. 

Create a wide range of design products usi
ng 3D modeling in a classroom using 3D M
AX.

기초
(343)

드론조정교육및촬영 Drone Control and Filming

국내 항공법규 및 드론운영에 대하여 학습
하고, 드론촬영 2,3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
육을 통한 방송, 사진 항공촬영기술 습득하
며, 드론교육지도사 및 항공촬영 2,3급 자
격증 취득과정 교육한다.

It learns about the aerial codes and drone 
operation and learns about Broadcasting Cl
ass 2, 3rd degree certificate of qualificatio
n through training courses, and learns how 
to obtain a drone training certificate and 
an aerial filming.

기초
(442)

빅데이터기초 Big Data Fundamentals

빅데이터와 이의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lass is focused on the acquisitions of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big data an
d its applications.

심화
(343)

사물인터넷(IoT)응용 Internet of Things

본 교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시스템 제작 실습을 수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basi
c concepts of IoT and conduct the practic
e of making internet systems of objects us
ing Arduino.

기초
(226)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nectional 
Intelligence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연결지능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해당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This course provides understanding of com
petence to adapt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connectional intelligence to drive 
innovation and breakthrough results by har
nessing the power of relationships and ne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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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R&BD(Dept. of Foo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식품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전공능력 품질관리 능력 · 연구기획 능력 · 제품개발 능력

교육목표
식품 가공 및 제조, 생산, 공정 등에 대한 기본 교육과 함께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 
커리큘럼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현장 파악 능력 양성

교육과정

◾식품회사/연구소 및 식품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교육과정

◾특히 품질관리, 연구기획, 제품개발을 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중심 운영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위탁교육을 통한 현장 실무 능력 함양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강화

수여학위 Food R&BD학사(Bachelor of Food R&BD)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식품관련 회사,

연구소, 공공기관

위생사, 식품위생관리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품질관리 능력

정의
식품회사의 생산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품 품질에 관한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제품의 품질, 성분 분석, 미생물 분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수행 능력을 함양한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기적 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연구기획 능력

정의 식품회사의 사업분석, 사업기획, 기술분석, 연구기획 등에 필요한 능력

준거
◾현 사업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제품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분석, 연구기획 능력을 함양한다.

제품개발 능력
정의

식품회사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 기존제품의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상품의 정의, 상품의 개발과정, 포장, 마케팅에 관련된 전반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품질관리 연구기획 제품개발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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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품질관리 연구기획 제품개발

식품회사 및 
식품연구소

● ● ●

식품관련 공공기관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기획 및 전략
기기분석, 상품개발, 

트렌드분석

기획마인드, 도전적 태도,

협업적인태도

실무 응용이론, 현장관리 이론응용능력, 현장적용 업무 책임감, 객관적 태도

심화
기술이론, 법규의 이해,

실험이론
기기조작, 생산과정이해

자신감, 응용력,

협동적인 태도

기초 식품관련기초이론 식품의 이해
호기심, 관찰력,

집중력 있는 태도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품질관리
능력

연구기획
능력

제품개발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식품기기분석과품질관리 ● ○ ◐ 5 3 2

실험계획및연구방법 ○ ● ◐ 4 4 3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인) ◐ ◐ ● 4 4 3

실무

식품가공(한식)* ● ◐ ● 5 3 2

식품가공(바이오)* ● ◐ ● 4 4 2

건강기능식품학 ◐ ◐ ● 4 4 2

축산물가공 ● ◐ ● 4 4 2

농산식품가공및실험 ● ◐ ● 4 4 2

식품포장재료학 ● ◐ ● 5 3 2

한식당창업및경영 ○ ● ◐ 5 3 2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토링
(캡스톤디자인)

○ ● ◐ 2 2 6

한식당메뉴개발실습 ○ ● ● 5 3 2

실험조리 ● ◐ ● 4 4 2

심화

영양학(한식)* ● ◐ ● 7 1 2

영양학(바이오)* ● ◐ ● 5 2 3

식품미생물학 ● ◐ ● 5 3 2

메뉴개발과디자인 ○ ● ● 4 4 2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 ● ◐ 5 3 2



1320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수준 품질관리 연구기획 제품개발

식품관련 
회사, 
연구소 

공공기관

전문 식품기기분석과품질관리 실험계획 및 연구방법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인)

실무

식품가공(한식)*
식품가공(바이오)*
농산식품가공및실험(캡스톤
디자인)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식품포장재료학
실험조리

한식당메뉴개발실습
한식당창업및경영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토링
(캡스톤디자인)
실험조리
식품가공(한식)*
식품가공(바이오)*

한식당메뉴개발실습
건강기능식품학
실험조리
식품가공(한식)*
식품가공(바이오)*
농산식품가공및실험(캡스톤
디자인)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식품포장재료학

심화

영양학(한식)*
영양학(바이오)*
HACCP실무
식품위생법규
식품산업기사실습
식품미생물학
조리과학

조리과학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식품위생법규
메뉴개발과디자인

조리과학
전통발효식품실습
식품위생법규
메뉴개발과디자인
영양학(한식)*
영양학(바이오)*

기초

식품학
식품위생
식품화학
청업과기술트렌드
식품마케팅

식품학
식품화학
청업과기술트렌드

식품학
식품화학
청업과기술트렌드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품질관리
능력

연구기획
능력

제품개발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식품산업기사실습 ● ◐ ○ 4 4 2

HACCP실무 ● ◐ ○ 4 4 2

전통발효식품실습 ◐ ◐ ● 4 4 2

식품위생법규 ● ● ● 5 3 2

조리과학 ● ● ● 6 2 2

기초

식품학 ● ● ● 7 1 2

식품화학 ● ● ● 7 1 2

식품위생 ● ○ ○ 6 2 2

식품마케팅 ○ ●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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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36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0학점 21학점

특이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국내현장실습 이수 시 ‘융합교과목 이수학점’으로 학점 인정 가능
(최대 3학점, 주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 불가)

개설교과목 표에 작성된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이수 시 참여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융합교과목: 실험계획및연구방법, 식품기기분석과품질관리, 메뉴개발과디자인, HACCP실무, 식품산업기사

실습, 식품마케팅

직무분야 전
문능력

전문

실험계획및연구방법

식품기기분석과품질
관리

식품상품개발

(캡스톤디자인)

현장실무 실무 메뉴개발과디자인
건강기능식품학

식품가공(바이오)*

농산식품가공및실험

(캡스톤디자인)

식품가공(한식)*

농산식품가공및실습

한식당창업및경영

농생명식품실전창
업멘토링(캡스톤디
자인)

한식당메뉴개발실
습

축산물가공(캡스톤
디자인)

식품포장재료학

이론 및 실
습 심화

심화
HACCP실무
식품산업기사실습

영양학(한식)*

영양학(바이오)*

식품위생법규

식품미생물학

조리과학

실험조리

전토발효식품실습

식품산업기사실습

농생명식품기술융합
의이해

기초이론 기초 식품마케팅
식품학

창업기술과트렌드

식픔위생

식품화학

구분 전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식품관련 회사, 연구소, 공공기관

비 
교 
과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MOS 자격증 

▪진로캠프 ▪자소서 클리닉 ▪취업캠프

▪면접
현장견학, 인턴쉽(4주, 8주),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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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전
학
년

1

선택 15737 식품기기분석과품질관리
Food Instrumental Analysis 
and Quality Control

3 3 전문 5 3 2
Food R&BD
융합교과목

선택 15736 메뉴개발과디자인
Menu Development and D
esign

3 3 심화 4 4 2
Food R&BD
융합교과목

선택 16044 식품마케팅 Food Marketing 3 3 기초 5 2 3
Food R&BD
융합교과목

하계 선택 15121 식품산업기사실습
Practice for Food Industry 
Engineer 

1 1 심화 4 4 2
Food R&BD
융합교과목

2
선택 15629 실험계획및연구방법

Experimental Planning & 
Research Method 

3 3 전문 4 4 3
Food R&BD
융합교과목

선택 15627 HACCP실무 HACCP Practice 2 2 심화 4 4 2
Food R&BD
융합교과목

1

1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rends 1 1 - - - - 교양학부

2
선택 08434 식품학 Food Science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rends 1 1 - - - - 교양학부

2

1

선택 09005 영양학 Nutrition 3 3 심화 7 1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0967 영양학 Nutrition 3 3 심화 5 2 3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rends 1 1 - - - - 교양학부

2

선택 09897 식품위생 Food Sanitation 3 3 기초 6 2 2 한식조리학과
선택 08999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3 3 심화 6 2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086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3 3 기초 5 3 2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0965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2828 건강기능식품학 Functional Foods 3 3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472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rends 1 1 - - - - 교양학부

3

1

선택 09898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실무 5 3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5502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Understanding of Agrobio 
and Food with technologic
al convergence

3 3 심화 5 3 2
농생명-ICT
융합교과목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rends 1 1 - - - - 교양학부

2

선택 08978 실험조리
Experimental Cooking Pra
ctice

3 3 실무 4 4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1487 전통발효식품실습
Traditional Fermented Foo
d Practice

3 4 심화 4 4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4641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4394
농산식품가공및실험(캡
스톤디자인)

Agricultural Foods Process
ing Experiments(Capstone 
design)

3 4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rends 1 1 - - - - 교양학부

4 1

선택 14316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
자인)

Traditional Food Develop
ment : Capstone design

3 4 전문 4 4 3 한식조리학과

선택 13117 한식당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
shment and Management

3 3 실무 5 3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4728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토
링(캡스톤디자인)

Entrepreneurship practice 
mentoring for agrobiofood

3 3 실무 2 2 6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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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Food
R&BD
융합

교과목

전문
(443)

실험계획및연구방법 Experimental Planning & Research Method 

제품개발을 위한 실험 설계와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Basic experimental design, research method a
nd their application to products development.

전문
(532)

식품기기분석과품질관리 Food Instrumental Analysis and Quality Control

다양한 형태의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식품의 
여러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분
석기계는 크게 분광학적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표면분석법 및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
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석 장비의 분석원리, 
구성 및 검출기 종류 및 검출원리 등을 배
우고 실습을 통하여 기기 운용 법을 익힌다.

This subject covers the methodologies for t
he determination of food component by usi
ng the various type of analytical instrument
s. The analytical instruments classify into fo
ur large catagories of spectroscopy,  electr
ochemistry, surface analysis and chromatogr
aphy, and also leads to study analytical prin
ciples, equipments, and detector types and 
detection mechanism through the practice.

심화
(442)

메뉴개발과디자인 Menu Development and Design

식품회사 및 외식업체의 상품화를 위한 메
뉴개발 과정을 배운다.

Provides the studies of the process about th
e planning and developing a workable, qualit
y menu for the profitable operation and stra
tegic menu development by menu marketing.

심화
(442)

HACCP실무 HACCP Practice

현장의 식품 생산과 관련한 위생업무의 실
제적 관리 체계에 대해 학습한다.

Provides basic principles of Haz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 related with food s
anitation, for example, food safety, wholeso
meness, and soundness of food at all stages 
from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심화
(442)

식품산업기사실습 Practice for Food Industry Engineer 

식품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실습 수업
으로 식품 관련 일반실험과 미생물 실험, 분
석 등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practice for food industr
y engineer qualification, provide a applicati
on knowledge of the food experiment and 
analysis.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s(Capstone design)

선택 14279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
인)

Processing of Livestock P
roducts and Experiments(C
apstone design)

3 4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rends 1 1 - - - - 교양학부

2

선택 13110 한식당메뉴개발실습
Menu Development for Ko
rean Restaurant

3 4 실무 5 3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1391 식품포장재료학 Food Packaging 3 3 실무 5 3 2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Start-Up and Trends 1 1 - - - -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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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523)

식품마케팅 Food Marketing

국내 식품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각종 식
품별 특성과 유통, 저장, 판매 및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활동
을 이해하며, 마케팅 기본 원리와 성공사례
에 대하여 학습한다.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domestic fo
od industry, understand the activities for sel
ling product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foods, distribution, storage, sales, 
consumers and learn basic marketing princi
ples and success stories.

한식조리
학과

기초
(712)

식품학 Food Science

식품의 일반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조리 중
에 일어나는 물리, 화학적 변화 및 조리와 
식품가공에 관련된 식품학적 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Provid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ods, ph
ysicochemical changes and functional proper
ties of food during food preparation and pr
ocessing.

심화
(712)

영양학 Nutrition

각종 식품 속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기
능을 이해하고 이를 음식의 조리 및 식생활, 
건강 유지에 적용하도록 한다.

Studies in digestion, absorption, metabolism a
nd functions of nutrients, which are essential 
to human life, in connection with one's diet.

기초
(622)

식품위생 Food Sanitation

식품의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정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 지식과 수단을 공부하고 이와 관
련한 위생 법규의 내용과 적용에 관해 학습
한다.
※특징: 조리사 자격증 이론 교과목, 교직 
전공과목 

Provides basic principles of food sanitation 
for ensuring the safety, wholesomeness, and 
soundness of food at all stages from its gro
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fin
al consumption. Also covers food sanitation 
codes and their adaptations in restaurant b
usiness.

심화
(622)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음식의 조리과정 중에 발생하는 변화를 과
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재료 식품의 성
분, 구조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mp
osition of foods, changing structures and ph
ysical 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oking pr
ocess.

실무
(53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전통발효식품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 및 저
장식품의 종류, 가공 및 저장의 식품학적 원
리, 가공저장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배우
며 이를 실습한다.

Covers principles and methods of food proc
essing and preservation in order to utilize a
gricultural products effectively including tra
ditional fermented food, and to develop ne
w food products with increased storage, saf
ety, commerciality, preference and quality.

실무
(442)

실험조리 Experimental Cooking Practice

표준 조리법 개발을 위한 실험 조리 설계, 
조리법에 따른 조리 단계별 변화 및 결과 
차이의 관찰, 최적 조리법 도출을 통해 메뉴 
및 신규 상품 개발에 필요한 조리 과학적인 
지식과 실험 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Provides basic knowledge for research on c
ookery science and experimental cooking pr
actice. Also covers experimental cooking des
ign for developing standardized recipe,  step
wise changes according to the diverse cooki
ng method and optimal processing method f
or the newly developed menus and food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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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ducts.

심화
(442)

전통발효식품실습 Traditional Fermented Food Practice

전통발효식품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 및 저
장식품의 종류, 가공 및 저장의 식품학적 원
리, 가공저장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배우
며 이를 실습한다.

Covers principles and methods of food proc
essing and preservation in order to utilize a
gricultural products effectively including tra
ditional fermented food, and to develop ne
w food products with increased storage, saf
ety, commerciality, preference and quality.

전문
(442)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인) Traditional Food Development(Capstone design)

전통식품의 상품화 개발에 필요한 기초 이
론을 비롯하여 상품화 및 최종 제품개발 과
정에 대해 다룬다.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tradit
ional food development related to the proce
ss and merchandising of the food products.

실무
(532)

한식당창업및경영
Korean Restaurant Establishment and Manag
ement

한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창업 트
렌드를 학습하여 한식당 창업을 위한 창업 
경영 요소와 함께 창업 계획서의 작성과 평
가 요소에 대해 교재를 통해 학습하며 레스
토랑의 컨셉 결정과 함께 창업에 필요한 설
계계획 및 배치, 메뉴계획 등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함.

Understandings the overall Korean food ind
ustry and establishment trends of Korean r
estaurants, and study how to make manage
ment proposals and key aspects of restaura
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such as det
ermination of restaurant concepts, design a
nd layout, menu planning related with resta
urant business starting.

실무
(532)

한식당메뉴개발실습 Menu Development for Korean Restaurant

한식당 메뉴를 분석하고 한국 음식의 조리 
지식을 응용한 한식 메뉴 개발 및 실습을 
메뉴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연
구, 메뉴 마케팅을 통한 메뉴 상품 개발 전
략, 메뉴 디자인 및 설계, 메뉴 평가 방법 
등을 학습하여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Provides the studies of the process about t
he planning and developing a workable, qua
lity menu for the profitable operation and s
trategic menu development by menu market
ing. 

바이오
기능성

식품학과

심화
(523)

영양학 Nutrition

인체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관련된 
영양소의 기능 및 체내대사를 배우고 이들 
영양소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며 호르몬, 효
소, 신경 등에 의한 조절 작용 등을 공부하
여 건강과 영양대사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Nutrition as a science includes historical de
velopment of nutrition concepts, properties 
of nutrients and foods, metabolism of protei
n, fat and carbohydrate, the biological role 
of vitamins and minerals, nutrient requirem
ents during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di
etary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기초
(532)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구성 성분의 구조 및 성질과 이들 성분 
간의 반응 등 가공 조작 중 발생하는 화학
변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개발식품의 
조성을 최적화 할 수 있게 한다.

Can be optimum to the composition of dev
elopmental foods learned from the knowled
ge toward chemical change occurring the p
rocessing manufacturing, the structure and 
the nature of food constituents, the reactio
n between this constitu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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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실무
(44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수․축산물의 원료 특성과 가공에 따른 변
화, 물성 등의 기본원리를 이해토록 하여 건
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킨다.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hanges,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material features, processing of produces, 
marine products, stock farm products.

심화
(532)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식품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특성과 식품 
성질과의 관계 등을 습득시키고 이들을 제
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강의한다.

An introduction to the microbiology of raw 
materials and finished food products. Charac
teristic microbial composition of certain food
s are understood on the basis of microbial s
ource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parameter
s of foods. The chemical basis of food spoil
age, methods of food preservation, food pois
oning and infection, sampling plans, and HA
CCP systems are examined. Methods used to 
detect, quantitate, and identify microbes (an
d/or their products) in foods are discussed.

실무
(442)

건강기능식품학 Functional Foods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의와 시판 기능성 식
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식품의 성
분이나 전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 과학적 자료 등을 공부하여 새로운 기능
성식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다룬다. 

Definition and varieties of functional foods 
covered and understood. recent developmen
ts and applications for functional active co
mpounds in the foods also are studied.

심화
(532)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식중독 미생물,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한 지식과 이들의 검사방법을 강의하여 
식품개발에 필요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개
념을 주입시키며 식품의 원료, 가공, 공중보
건, 환경 등 식품에 관련된 국내외법과 건강
기능식품법 등을 이해토록 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따른 법적 규제를 알도록 한다.
특징: 주조사, 영양사, 식품제조기사 자격증
관련교과목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above the f
ood hygiene, the food poisoning microbes, t
he heavy metal, the environmental pollutant
s and the food additives etc., and of the le
gal controls among the development and th
e production of manufactured goods includi
ng the related law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a health functional food 
being connected with food safety.

실무
(442)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디자인) Agricultural Foods Processing and Experime
nts (Capstone design)

농산식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가공방법 및 기술, 가공식품의 품질측정에 
관한 원리를 배우며 가공 및 저장 시 농산 
및 식량자원의 영양학적 가치 및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을 습득하고 관련된 실험 실습
을 행한다.

Understanding of scientific principles to dev
elop new or better ways of preserving, pro
cessing, packaging, storing, and delivering o
f agricultural food products and techniques 
to improve nutritional quality of agricultural 
food products in processing and storage, It 
also includes its experiments.

실무
(442)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nd Experi
ments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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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우유 및 유제품, 신선육과 가공육제품, 계란 
및 난제품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This course covers with processing of milk 
and milk products, meats and meat product
s, and eggs and egg products.

실무
(532)

식품포장재료학 Food Packaging

식품의 품질변화와 관계된 식품포장의 중요
성과 이에 따른 식품 포장 재료의 종류와 각 
재료의 특성을 강의하며, 식품의 특성과 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재질의 선택을 이
해하도록 한다. 또한 포장의 인쇄 및 포장기
계를 소개하며 포장 재료의 시험법을 강의한
다.

Properties and kinds of packaging materials 
for foods are introduced. The course also a
re discussed on their effects on changes of 
food quality, preservation and packaging pr
ocess.

실무
(244)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캡스톤디자인)
Entrepreneurship practice mentoring for agr
obiofoods(Capstone design)

고부가 식품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창업
전략 강좌.

Action plan and practice for new generatio
n of food industry.

농생명
-ICT
융합

교과목

심화
(532)

농생명식품기술융합의이해
Understanding of Agrobio and Food with te
chnological convergence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식
품의 2차 산업은 생명유지의 근간이라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는데, 최근 여러 가지 기술
융합의 사례와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The primar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imal husbandry and fisheries and the sec
ondary industries of food are common in th
at they are the basis for life maintenance. 
To understand the examples and contents o
f convergence with various technological co
operations.

Superstar
College
교양학부

-

창업과기술트렌트 Start-Up and Trends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시장 전빈을 아우르는 메가트렌드와 
창업 트렌트를 학습하여, 국내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의 창업과 관련 주요아슈를 알아보
고 미래 소비자의 소비 행태와 산업별 미래 
리스크 등을 배운다.

Learn how to adapt and prepare for the ch
anging environment by studying mega trend
s and start trends that cover the entire ma
rket, learn key issues related to start-up of 
domestic start-up and related organization, 
future consumer behavior and future risks 
p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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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산학(Dept. of Harim Industry-University)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기업(하림그룹)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윤리적 인재

전공능력 직무트랙별 상이

교육목표
기업(하림그룹)은 직무분야 적성에 적합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조기 
확보를 달성하고, 대학은 학생 개인의 인․적성 중심 교육과정 구축과 산학협력 친화형 인재 양
성 시스템을 완성하여 기업(하림그룹)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하림그룹 및 계열사 직무별 인력수요에 따라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채용연계형 융합전공으로 운영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아 직무와 연관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하림그룹 및 계열
사 채용직무별 15개 트랙으로 구성하여 운영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교과목을 공통교과(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
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산업체현장체험 및 산업체현장실습)로 운영하고, 각 직무
트랙별로 학과 교과목을 지정하여 운영

수여학위 산학융합학사(Bachelor of Industry-University Converg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경영혁신 경영지도사, 인간공학기사, 안전관리사, 식스시스마벨트 등

공무설비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생산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기획 경영지도사, 경영진단사, 기술지도사 등

내외자 구매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ERP 정보관리사 등

노사인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사 등

물류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ERP 정보관리사 등

법무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

사육부화
경영관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
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등

생산운영관리 안전관리기사, 품질경영기사, 인간공학기사, 식스시스마벨트 등

설비구매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생산기계기사 등

정보전략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등

제품개발
(RnD/RnBD)

위생사, 식품위생관리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등

품질
식품기사, 위생사, 농산물 품질관리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인 등

홍보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자, 온라인 영상 마케팅, 브랜드관리사, 홍보관리사, 인터넷
광고기획사, 유통관리사, 판매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환경안전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자연환경복원기사, 산
업위생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처리기사, 가스산업기사, 소음진
동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인간공학기사, 
방재기사, 가스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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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경영기획

정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능력

준거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간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선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정보를 관련 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현장실무

정의 전문가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실무능력

준거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한 현장 경험 및 지식을 이해한다.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객관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진취적인
도전의식

정의 기업의 비전과 목적 및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능력

준거
◾시장과 산업을 분석하고 경영조직을 설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전략적 사고와 기획을 할 수 있으며,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경영기획 현장실무 진취적인도전의식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경영기획 현장실무 진취적인도전의식

경영혁신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기획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실무 팀워크기술 및 의사소통
창의적 융합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심화 공학문제 정의 및 문제해결 생산성 및 효율성분석능력 올바른 심성과 설계능력 

기초 수학, 통계, 공학지식
데이터마이닝, 최적화분석 

관리기술 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개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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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경영기획 현장실무 진취적인 도전의식

경영혁신

전문
경영분석
경영전략

신뢰성공학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생산운영관리[필]
인간공학[필]
실험계획법
신제품개발[필]

심화

경영과학[필]
글로벌경영
기술경영
기업위험관리

품질경영[필]

기초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IT설계응용
확률통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경영기획 현장실무
진취적인 
도전의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신뢰성공학 ● ◐ ◐ 3 4 3

경영분석 ● ◐ ● 3 3 4

경영전략 ● ◐ ● 4 4 2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생산운영관리 ◐ ● ◐ 3 4 3

인간공학 ● ◐ ◐ 3 4 3

실험계획법 ● ◐ ◐ 3 4 3

신제품개발 ● ◐ ◐ 3 4 3

심화

경영과학 ◐ ◐ ● 5 3 2

품질경영 ● ◐ ◐ 5 3 2

글로벌경영 ● ◐ ◐ 4 4 2

기업위험관리 ● ◐ ● 5 3 2

기술경영 ● ◐ ◐ 4 4 2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IT설계응용 ● ◐ ◐ 6 2 2

확률통계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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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기업의 
비전실현을 

위한 
경영혁신 
전문교육

전문
신뢰성공학
경영전략
경영분석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실무능력 
강화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생산운영관리
실험계획표
신제품개발

산업체현장실습(3)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
심화

경영과학
품질경영

인간공학
글로벌경영
기업위험관리

기술경영

경영혁신 
기초능력 

배양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확률통계
IT설계응용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선택 15204 IT설계응용

Applied IT Design & Pro
gramming

3 3 기초 6 2 2 산업공학과

선택 11737 확률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기초 6 2  2  산업공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필수 14698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3 3 심화 5 3 2 산업공학과

필수 07027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3 3 심화　 5 3 2 산업공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5학점 5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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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lem Solving 융합교과목

필수 15216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
s Management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필수 12091 인간공학 Ergonomics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15101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
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
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3537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필수 12089 신제품개발
New Product Developme
nt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15101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
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
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3854 신뢰성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3 3 전문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경영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2668 기술경영 Technology &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3791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3 3 전문 3 3 4 경영학과

선택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경영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산업
공학과

심화
(532)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본 과목은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사결정문제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
고, 이를 수리적인 방법으로 풀어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론을 배운다. 주요 논제로는 모
델링, 경영과학방법론, 선형계획법, 수송모형, 
할당모형, 네트워크 모형, 정수계획법, 게임
이론, 동적계획법 등이 있다.

This course handle the various decision maki
ng as a mathematical tool in the industry a
nd public institution to find the optimal solut
ion. The main topics are modeling, managem
ent science, linear programming, transportati
on model, allocation model, network model, i
nteger linear programming, game theory, dy
namic programming.

실무
(343)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산업체의 생산과 관련된 시스템을 효율적으
로 설계, 운영,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전략적
으로 배우며, 생산목적인 고객만족을 경제적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활동이나, 생산

Efficient design, manufacturing, and improve
d production to efficiently design, operate, a
nd  improve production of industrial product
s and manage the resources needed  to 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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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품질 좋은 제품/서비스
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을 고객이 만
족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생산 공급 할 수 있
도록 이에 필요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이와 관련된 생산과정을 운영하고 관리
하는 것을 배운다.

ure that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neede
d at the time of production, and that the n
ecessary quantities of quality products are n
eeded at the time of the customer's satisfac
tion.

심화
(532)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제품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
고, 지속적 품질 개선하기 위해 통계적 이론
을 이용하여 관리도 작성 및 해석, 공정능력
분석과 품질개선기법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학
습하고, ISO인증시스템, TS 16949(자동차분야
의 품질인증시스템), 6시그마경영, 고객 지향
적 품질경영 추세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application
s of quality control techniques. Topics includ
e: total quality management; Shewhart contr
ol charts and process capability ; ISO system 
(TS 16949); process improvement techniques
(6 sigma).

실무
(343)

인간공학 Ergonomics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
보를 발견하여 이를 도구, 시스템, 과업, 직
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써 인간이 생
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인간적 이용을 
위한 설계와 작업 및 생활 조건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장치, 설비, 수순, 환경 등을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응용해본다.

It is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human's 
action, ability, limitation, special quality etc. 
and apply this in a tool, system, task, work, 
design of environment for being productive, 
safe, comfortable and usable effectively. In 
order to realize design and work for person
al utilization and optimization of conditions o
f life, it applies product, device, equipment, 
procedure, environment etc. according to int
eraction with human.

실무
(343)

신제품개발 New Product Development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
품을 개발하기 위한 제품 및 환경에 대한 소
비자의 요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
하고, 인간의 감성에 적합한 제품 및 환경설
계에 이의 결과를 응용하고 구현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요소기술의 연구를 다루고자 한
다.

It measures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con
sumer's request for product and environmen
t to develop new product that can appeal in 
consumer's sensitivity. And then it is to man
age the access way and research of elemen
t technology to apply and execute these res
ults in product and environment design with 
human's sensibility.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산업
공학과

기초
(622)

IT설계응용 Applied IT Design & Programming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IT응용 프로그램밍과 
시스템설계 기초교육을 수행한다.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급수준의 컴퓨터언어를 이
용하여 문제의 이해, 알고리즘 개발과 컴퓨
터프로그래밍 을 소개하며, 분류와 검색알고

Advanced IT programming and basic system 
design theory for smart manufacturing innov
ation technology. Use the high-level comput
er language currently in place to learn how 
to understand problems, develop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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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리즘의 자료 표현, 자료 구조를 다룬다. 데이
터베이스의 이론과 실습을 겸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과과정을 
진행한다.

and learn computer skills. Free courses and 
practices of the database are carried out in 
a high-quality curriculum that can be used i
mmediately on site. Based on thorough unde
rstanding of conceptual, logical, and physical 
data modeling, we learn the latest advanced 
data modeling theory, such as Object Relatio
nship Modeling, semantic Object Model, and 
Object Oriented Data Modeling.

기초
(622)

확률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확률실험에서 발생되는 표본공간과 사상들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확률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학의 
데이터처리, 확률의 성질, 랜덤변수의 이론과 
모델링, 카운팅 프로세스, 통계적 추정과 신
뢰수준결정, 신뢰도, 랜덤신호 및 시스템프로
세스에 관한 공학적 접근 등을 다룬다.

We study the basic concept of the probabili
ty based on the sample space and the mapp
ing in probability experiments. Based on that 
concept, we learn the data processing, prob
ability characteristics, random variables theo
ry and modeling, counting process, statistical 
inference and confidence, reliability, random 
signal and the engineering approach for syst
em process.

실무
(343)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

제품 및 시스템 설계를 위한 실험설계방법(L
atin Square Design, Factorial Design, Fractio
nal Factorial Design, Response Surface Desig
n, Taguchi Design, Conjoint Analysis)과 계획
된 실험의 분산분석방법을 다루며 Minitab을 
활용한다.

Basic experimental design(Latin Square Desig
n, Factorial Design, Fractional Factorial Desi
gn, Response Surface Design, Taguchi Desig
n)and their applications to industrial problem
s. Major topics include: principles of least sq
uares,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and e
xperimental designs for product and process 
optimization using Minitab.

전문
(343)

신뢰성 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제품수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신뢰성 이론에 
대해 학습한다. 주요 논제로 신뢰도관리, 신
뢰도함수와 고장률, FTA/FMEA, 보전정책, T
PM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ents to the is
sues related to the reliability Engineering su
ch as reliability management, reliability func
tion, failure rate model, reliability data analy
sis (FTA/FMEA), TPM(Total Productive Maint
enance).

경영
학과

심화
(442)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기업이 국제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환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
의 글로벌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제경영의 
기초이론과 전략, 그리고 국제기업의 관리문
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한다.

 Issues and problems aris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with emphasis on decisions fac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opics inc
lude MNC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s, strategies, and functional management.

심화
(532)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기업위험관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하여 
기업위험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및 위험
의 확인, 측정수단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Necessity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ca
n be ascertained through the survey of hist
orical development of enterprise risk ma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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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서 기
업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한다.

ement. Process can be divided into risk iden
tification, risk analysis and risk control. To 
prevent or avoid diverse risks in enterprise 
can the various methods, for example, insur
ance, futures and option, can be considered.

심화
(442)

기술경영 Technology &Management

기술 및 혁신을 경영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생산요소로서의 기술정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공부한다. 경제이론에서 기술요인과 관
련되는 개념 및 내용을 정리하고, 발명의 동
기, R&D의 과정, 특허 및 표준의 역할, 기술 
확산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기초를 토
대로 기술관리 및 전략, 기술마케팅, 특허 및 
표준경영 등 기술경영의 제 문제를 다룬다.

The course analyses technology and innovati
on in terms of management. We deal with t
he basic economic concepts such as inventio
n, innovation, R&D process, patents, standar
ds, diffusion, and the effect of new technol
ogy on the economy. Based on these, we st
udy technology management and strategy, te
chnology marketing, patent management, sta
ndards competition among rivals, etc.   

전문
(334)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본 강의에서는 재무제표 위주의 근시안적 분
석 대신, 기업의 가치창출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업외부에서의 기업평가
와 기업내부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
효율성 제고, 경영통제시스템 설계, 경영평가
를 위해 정보분석 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를 다룬다.

In this course, comprehensive analyses of va
rious factors affecting corporate value-creati
ng abilities are emphasized, rather than the 
myopic approach. It deals with how to analy
ze accounting and other informations in sec
urity valuation, as well as covering how to 
use accounting information in strategic decisi
on making, management efficiency improve
ment, and management.

전문
(442)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이 과목은 경영전략의 기본 개념과 주요 이
론들을 학습하며 이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시
켜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은 산업분석, 경쟁전략분석, 내부자원과 역량 
분석, 전략적 단위의 활동과 전략변화 관리 
등이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show how mar
keting, finance, production and human resou
rces blend into a cohesive strategic plan tha
t provides a directional focus for the organi
zation. Specific topics include industry analys
is, competitive strategic analysis, analyzing i
nternal strategic resources and capabilities, 
business level strategies and tactics and man
aging strategic change.

하림
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
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
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c
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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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
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
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
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olu
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esig
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po
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
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
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e
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en
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shi
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pl
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
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
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s
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braha
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험․
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
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elopm
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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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공 실용화

정의
전공 기초 및 심화교육을 통한 공학문제 정의, 공식화 능력, 데이터분석 능력, 도구 
활용 능력 등을 갖추어 전공지식을 실용화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환경에서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전공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도구활용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다.

문제해결

정의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융합교육과 팀 프로젝트를 통한 의사소통과 팀워크를 중시
하는 설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배양되는 문제해결 능력

준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계획한다.
◾의사소통과 팀워크, 보고서 작성, 발표 능력을 갖추고, 팀 구성원으로서 협동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봉사적 리더십

정의
전공기초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 자기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
여 직업윤리와 리더십을 배양하여 과제 수행을 리드하거나 조정하는 능력

준거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를 스스로 찾고 역할을 분담한다.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팀을 리드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십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십

공무설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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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마인드

실무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프로젝트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책임감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능력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한 설계능력

적극적인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설계제한,

요소분석, 도구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십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기계공학실험 ● ◐ ○ 3 4 3

기계공작법 ● ◐ ○ 3 4 3

수질관리(1) ● ◐ ○ 5 3 2

대기오염관리(1) ● ◐ ○ 5 3 2

폐기물관리(학) ● ◐ ○ 5 3 2

심화

열역학(2) ◐ ● ○ 5 3 2

고체역학(2) ◐ ● ○ 5 3 2

동역학 ◐ ● ○ 5 3 2

유체역학(2) ◐ ● ○ 5 3 2

공기조화시스템 ○ ● ◐ 5 3 2

열전달 ○ ● ◐ 5 3 2

기계재료 ◐ ● ○ 5 3 2

전기공학개론 ● ◐ ○ 5 2 3

위험물질론 ● ◐ ○ 4 3 3

소방전기설비공학(1) ● ◐ ○ 5 4 1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열역학(1)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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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십

공무설비

실무

기계공학실험
기계공작법
수질관리(1)
대기오염관리(1)
폐기물관리(학)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심화

전기공학개론
위험물질론
소방전기설비공학(1)

열역학(2)
고체역학(2)
동역학[필]
유체역학(2)
공기조화시스템
열전달
기계재료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열역학(1)[필]
고체역학(1)[필]
유체역학(1)[필]
정역학[필]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십
지식
(K)

기술
(S)

태도
(A)

고체역학(1) ◐ ● ○ 5 3 2

유체역학(1) ◐ ● ○ 5 3 2

정역학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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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5학점 64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필수 15462 열역학(1) Thermodynamics(1) 3 3 기초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필수 15458 고체역학(1) Solid Mechanics(1) 3 3 기초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필수 15465 정역학 Statics 3 3 기초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460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for Mechanica
l Engineering

2 2 실무　3 4 3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785 기계재료
Materials of Mechanical E
ngineering

2 2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공무설비 전문 
능력

전문

기계설비 
생산/가공

소방/전기 설비 
기술

수질/대기 관리 
개요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기계공학실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기계공작법
수질관리(1)
대기오염관리(1)

산업체현장실습(3)
폐기물관리(학)

기계공학 응용
기계설비 
관리/운영

기계시스템 
설계/해석

심화

열역학(2)
고체역학(2)
동역학
기계재료
전기공학개론
위험물질론

유체역학(2)
공기조화시스템
열전달
소방전기설비공학(1)

기계공학 기초
기계역학의 이해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열역학(1)
고체역학(1)
유체역학(1)
정역학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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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계
시스템
공학과

기초
(532)

열역학(1) Thermodynamics(1)

열역학의 기본 개념 및 정의를 공부하고 이
를 바탕으로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집
중적으로 다루며 또한 엔트로피 및 엑서지의 
개념을 확립하여 열적시스템에 대한 해석능
력과 문제해결 응용력을 확립한다.

The first and second laws of thermodynamic
s are applied to closed and open systems an
d to cyclic heat engines. This includes the d
evelopment of procedures for calculating the 
properties of multiphase and single phase pu
re substances.

기초
(532)

고체역학(1) Solid Mechanics(1)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선택 12064 위험물질론
Theories of Hazardous Ch
emicals

3 3 심화 4 3 3 소방안전공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463 열역학(2) Thermodynamics(2)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459 고체역학(2) Solid Mechanics(2)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필수 15464 유체역학(1) Fluid Mechanics(1) 3 3 기초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필수 15461 동역학 Dynamics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2062 전기공학개론
Introduction of Electric E
ngineering

3 3 심화 5 2 3 소방안전공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
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750 유체역학(2) Fluid Mechanics(2)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783 열전달 Heat Transfer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2452 소방전기설비공학(1)
Fire Alarm Systems Engin
eering(1)

3 3 심화 5 4 1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5383 수질관리(1)
Water Quality Managemen
t(1)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027 대기오염관리(1) Air Pollution Management(1)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
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787 공기조화시스템 Air Conditioning System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786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 3 3 실무　3 4 3 기계시스템공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3233 폐기물관리(학) Solid Waste Management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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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여러 가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공학 
구조물 및 각종 기계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숙지시키며, 공학구조물의 설계에 대
한 기본적인 응력해석법을 함양시킨다.

Solid mechanics is a branch of applied mech
anics that deals with the analysis and the te
chnique of design for engineering structure 
and machine of various kinds of solid bodies 
subjected to various types of loading. It can 
be developed a basic technique of applied a
nalysis for a design of engineering structure.

기초
(532)

유체역학(1) Fluid Mechanics(1)

유체에 적용되는 힘과 변형률의 관계, 유체
의 운동학으로부터 유체운동의 기술 및 해석
방법 등의 유체역학 부분에 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the fund
amental disciplines common to several branc
hes of fluid mechanics such as stress-strain 
relationship acts on the fluid surface, the an
alysis methods and description of fluid dyna
mics. The conservation law of mass and mo
mentum transfer, the basic concept of fluid 
dynamics, the fluid friction of pipe and duct 
flow are included to the application of the t
heory to realistic problems.

기초
(532)

정역학 Statics

힘의 합성, 힘의 등가, 힘과 모멘트, 분포력, 
질점 및 강체의 힘의 평형, 트러스 구조물 
해석, 마찰, 관성모멘트 등 역학의 기초적인 
성질을 다룬다.

This subject provides the analysis ability for 
fundamental static mechanics problems by m
aking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 of ve
ctor and force equilibrium.

심화
(532)

동역학 Dynamics

질점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뉴턴의 제2
법칙 및 운동방정식, 에너지와 운동량방법을 
다루며, 강체에 대한 병진 및 회전 운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운동에 대한 운동법칙을 
다룬다. 회전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질량극관
성모멘트를 소개하고, 강체의 평면운동에 대
한 에너지방법과 운동량방법을 다룬다.

Newton’s second law, momentum and ener
gy equations are studied to understand the r
elations for force and motion of rigid body.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계
시스템
공학과

심화
(532)

열역학(2) Thermodynamics(2)

기체 및 증기 동력사이클, 냉동사이클의 이
론과 해석, 기체혼합물의 열역학적 특성 및 
해석, 기체증기혼합물의 공기조화 적용방법, 
화학반응을 통한 열에너지 발생이론 및 해
석방법 등을 다룬다.

A continuation of the thermodynamics with 
an emphasis on applications that involve the 
theory and analysis of various thermodynami
c cycles, gas-vapor mixtures (psychrometric
s), or chemically reacting gases (combustio
n).

심화
(532)

고체역학(2) Solid Mechanics(2)

조합하중이나 부정정문제의 응력/변형율과 A continuation of the solid mechanic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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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여러 응력/변형율의 변환 방법에 대하여 다
룬다. 보와 축의 변형을 계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하여 보와 축을 공부하며, 부정
정보의 반력을 구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an emphasis on applications that involve co
mbination loads, stress and strain rate probl
ems for the various beam and shaft.

실무
(343)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for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실험을 실시한다.

Fundamental experiments for mechanical en
gineering are learned by practice through e
ngineering experimental basics in this subjec
t.

심화
(532)

유체역학(2) Fluid Mechanics(2)

유체 운동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차원해석
과 상사성, 내외부 비압축성 점성유동에 대
한 기본개념과 유체기계, 개수로 유동 관류 
및 압축성 유동에 대한 응용 개념을 학습한
다.

Fundamentals of the fluid mechanics, dimen
sional analysis and similitude, internal and e
xternal incompressible viscous flow are stud
ied. Fluid machinery, flow in open channels 
and compressible flow are treated.

심화
(532)

공기조화시스템 Air Conditioning System

열역학과 열전달을 기초로 하여 냉동사이클
의 이론과 해석 및 응용을 분야와 함께 부
하해석을 기반으로 한 공기조화시스템 설계
기술에 대하여 다룬다.

Fundamentals of refrigeration theory, vapor 
compression and absorption, refrigeration co
mponents and systems, psychrometric theor
y, analysis of cooling and dehumidifying coil
s are studied.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equipment selection, system arrang
ement, load calculations, advanced psychrom
etrics, duct and piping system design, air di
stribution system design, indoor air quality 
are treated.

심화
(532)

열전달 Heat Transfer

열역학 및 유체역학을 기본으로 하여 열전
달의 세 가지 모드인 전도, 대류 및 복사현
상을 이해하고 각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의 유도 및 해법을 익혀서 온도분포, 
열유속 분포 등을 구하고자 하며, 이는 실제 
열유체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설계분석에 
직접 반영된다.

Three kinds of heat transfer mode are to s
tudied. Physical principles of heat conductio
n, convection and radiation are to be under
stand. Governing equations for these heat t
ransfer phenomena are derived and their s
olution techniques are learned to have tem
perature and heat flux distributions in ther
mal engineering system.

심화
(532)

기계재료 Materials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및 구조물의 유효한 재료선택과 합리
적 설계를 위한 재료의 본성을 이론적 면과 
함께 응용의 측면에서 금속재료를 중심으로 
결정구조, 소성변형, 결함과 강도, 파괴, 열
처리 및 상변태, 상태도, 강화기구, 각종 철
강재료, 주철, 비철재료 등의 기계적 성질과 
특성을 다룬다. 

This subject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
r the student to study the fundamental prin
ciples and physical behaviors of varous mat
erials of mechanical engineering. Further, t
he topics concerning to the iron, steel and 
non-ferous metal as well as the plastics, ce
ramics, and composite materials are to be l
earned, which is the basic knowledges for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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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43)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

재료를 각종의 방법으로 변형, 성형하여 실
생활에 필요한 기계, 기구들을 제작, 제조하
는 이론과 방법 및 기술을 다루는 기계공학
의 중요한 과목이다. 본 강의에서는 기계제
작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주조에
서부터 용접, 소성가공, 절삭가공, 특수가공, 
또한 ICT 융복합 지능형 생산시스템 방법에 
대하여 폭넓게 공부를 하게 된다. 

This course teaches the fundamental princip
le of manufacturing processes to produce v
arious manufactured articles, that is cast, pl
astic working, machining, and special workin
g.

심화
(523)

전기공학개론 Introduction of Electric Engineering

전기 전자의 기초적인 이론을 배운다. 모든 
소방시설은 전기회로를 이용하여 제어하거
나 작동신호를 보내고 있고 다른 설비와 연
동되도록 하고 있다. 경보설비의 이해는 물
론 건축방재설비와 연동을 이해하는데도 필
수적이다. 이에 덧붙여서 회로이론, 전자회
로, 반도체전자공학, 광전자공학, 자동제어개
론, 신호 및 시스템, 정보통신, 전자장, 레이
저전자공학, 로봇공학, 초고주파공학, 인공지
능 등의 기본적인 이론등도 습득한다.

Electronic discipline that deals with the beh
avior and effects of electrons (as in electro
n tubes and transistors) and with electronic 
devices, systems, or equipment. In many ar
eas, electronic engineering is considered to 
be at the same level as electrical engineeri
ng, requiring that more general programmes 
be called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
ng

소방
안전

공학과

심화
(433)

위험물질론 Theories of Hazardous Chemicals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인화성, 발화성을 가진 위험물질의 일
반적 성질, 화재예방, 소화방법 및 취급방법 
등을 학습한다. 화재, 폭발을 유발하는 가연, 
인화, 산화, 자기반응성 물질 및 독성 유해
화학물질 등 위험물에 대하여 이들 종류별 
용도, 성상, 위험성, 저장 및 취급방법, 관련
법규등을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다.

Introduces the most up-to-date techniques f
or soil remediation, including chemical fixati
on/stabilization, soil vapor extraction, therm
ally enhanced vapor stripping, biodegradatio
n, and air spargingwritten in a style accessi
ble to nonspecialists. Desc4ibes the ex shu 
technique of thermal desorption of soil cont
aminants-a low-cost aftemative to incinerati
on for the removal of organics.

심화
(541)

소방전기설비공학(1) Fire Alarm Systems Engineering(1)

소방전기설비시스템의 해석을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소방전기설비는 어떤 회로 내에서 
장치의 연관성을 밝히는 과정이다. 본 과정
에서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방송 설비의 
구조 및 작동 원리, 소화 설비의 전기 회로, 
시스템의 제어 방법, 방재 설비의 연동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knowledge for analysis o
f fire alarm systems engineering. Fire fighti
ng electrical device is process that clear rel
ation of device in what circuit. In this proc
ess, we will handle about automatic fire ala
rm system, structure of broadcasting equip
ment and operation principle, electric circuit 
of extinguishment, control method of syste
m, gear of fire fighting system, etc.

환경
생명

과학과
실무
(532)

수질관리(1) Water Quality Management(1)

수환경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각 수역의 수
질보전 방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물
의 성상, 중요성 및 수질오염문제를 이해하
고 대처할 수 있는 개론적인 내용을 담고 

This subject is to study on physical-chemica
l properties of water, importance of water 
as resources, physicochemical waste water t
reatment, an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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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있어 수질환경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on of water's quality for various beneficial 
uses as basic part of water quality.

실무
(532)

대기오염관리(1) Air Pollution Management(1)

대기오염의 종류와 그 영향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This subject studies the classification and ef
fects of air pollution, and the way to mana
ge it.

실무
(532)

폐기물관리(학) Solid Waste Management 

폐기물의 종류와 이동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하여 실험을 함으로 인해 그것의 결과로 
서로 토의하고 학습한다.

Discusses each other by its sequence from 
box and studies an experiment about kind a
nd transfer of waste and processing metho
d.

하림
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
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
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
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
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
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
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
e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
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
esig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
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
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
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e
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en
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shi
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pl
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
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
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
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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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고자 한다. 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
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
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
험․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
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
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
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
el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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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략적 사고

정의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수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적 사고와 실제 전략을 수립
하는 방법(논리적 사고 및 MECE 로직 트리)을 익힌다.

창의적
문제해결

정의 전문역량과 현장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이론 및 현장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환경에서 문제 발생 시 창의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경영 의사소통

정의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내 및 사외의 원만한 업무추진를 위하여 경영 의사소통  
능력

준거
∎다양한 기업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전략 추진을 위한 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증진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략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경영 의사소통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략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경영 의사소통

기획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전략 및 기획, 사례연구 SWOT 분석
전략적 사고, 기획력, 

아이디어

실무 이론 및 실무적 분석능력
기업 주변 실무적 환경 파악, 

사업계획 작성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적 태도

심화
전략경영 학습,

다양한 사례분석
컴퓨터 활용능력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 및 논리적 분석

기초
경영, 경제 관련

전반적인 지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분석을 위한

다양한 수단 학습

시장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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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략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경영 의사소통

기획

전문

경영전략
경영분석
경제정책론
투자론
현대경제특강
재정학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략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경영 의사소통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경영전략 ● ◐ ○ 4 4 2

경영분석 ● ◐ ○ 5 4 2

현대경제특강 ● ◐ 5 3 2

재정학 ● ◐ 4 4 2

실무

경영의사결정 ● ◐ 3 4 3

산업체현장체험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2 5 3

심화

경제정책론 ● ◐ ○ 5 3 2

투자론 ◐ ● 4 4 2

기술경영 ● ○ 4 4 2

미시경제학 ● ◐ 5 3 2

기업위험관리 ● ◐ 5 3 2

법인세회계 3 5 2

중급재무회계 II ● 6 2 2

중급재무회계 I ● 6 2 2

벤처창업경영론 ● ◐ 4 4 2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2 2 6

공동체와기업윤리 ◐ ● ○ 2 2 6

재무관리 ● ◐ 6 2 2

원가회계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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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략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경영 의사소통

산업체현장실습(3)
기술경영
신사업기획

심화

경영전략
경영의사결정
경영분석
기업위험관리
재무관리[필]
원가회계
미시경제학

중급재무화계 I
중급재무회계 II
벤처창업경영론
원가회계
법인세회계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기업윤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 및 

경영분석

전문 투자론

경영전략
경영분석
경영의사결정
경제정책론
재정학
현대경제특강

기획 
실무능력 

배양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기술경영
경영환경분석

산업체현장실습(3)

최적의 
자원배분 및 

쳬계적인 
의사결정 

지원

심화  재무관리

기업위험관리
미시경제학
중급재무회계(1)
중급재무회계(2)
법인세회계
벤처창업경영론

회계 및 
재무관리 
기초능력 

배양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원가회계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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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3학점 69학점

※ 융합전공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선택 14716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
ounting(1)

3 3 심화　6 2 2 회계세무학과

필수 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
vest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1536 경영의사결정 OR/MS 3 3 실무　3 4 3 경영학과
선택 05256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4720 중급재무회계(2)
Intermediate Financial Acc
ounting(2)

3 3 심화　6 2 2 회계세무학과

필수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4705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
vest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1536 경영의사결정 OR/MS 3 3 실무　3 4 3 경영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
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06564 경제정책론 Economic Policy 3 3 심화　5 3 2 경제학과

선택 15132 법인세회계
Corporation Income Tax A
ccounting

3 3 심화　3 5 2 회계세무학과

선택 05251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 3 기초　6 2 2 회계세무학과

선택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5107 벤처창업경영론
New Venture Creation an
d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
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103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5107 벤처창업경영론
New Venture Creation an
d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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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경영
학과

기초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율
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
업의 재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힌
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o 
t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l 
q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Capital Budgeting) 
S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q
uired investments?(financial decision) Third, 
what short-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ced?(s
hort-term finance) 

■ 전공선택

Ethics 융합교과목
선택 11680 재정학 Public Finance 3 3 전문　4 4 2 경제학과

선택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경영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1963 현대경제특강
Modern Economic Theories 
Seminar

3 3 전문　5 3 2 경제학과

선택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경영학과

선택 13791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3 3 전문　3 3 4 경영학과

선택 12668 기술경영 Technology & Manag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경영

학과

심화

(442)

투자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Investment

투자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
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론들, 즉 CAP
M, APT, OPT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통하여 실제로 투자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In this course, students examines the theory 
and analytical methods used in security eval
uation and financial investment. Specifically, 
students will study theories such as portfolio 
theory and capital asset pricing model, and i
nvestment techniques.

실무

(343)

경영의사결정 OR/MS

본 강좌는 다양한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경
영의사결정 데이터들을 경영과학적인 사고로 
분석하고 경영현상들을 데이터에 의해 분석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많은 경영과학
의 도구들을 습득함으로써 앞으로의 많은 경
영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In all aspects of our lives, an amazing diver
sity of data is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f
or giving insights. Business managers and de
cision makers are increasingly encouraged to 
justify decisions on the basis of data. This c
ourse will start the students off with a quan
titative toolkit that can be developed and en
hanced at all stages of their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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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532)

기업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기업위험관리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하여 
기업위험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및 위험
의 확인, 측정수단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서 기
업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한다.

Necessity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can 
be ascertained through the survey of histori
cal development of enterprise risk managem
ent. Process can be divided into risk identifi
cation, risk analysis and risk control. To pre
vent or avoid diverse risks in enterprise can 
the various methods, for example, insurance, 
futures and option, can be considered.

심화

(532)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운용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소비자행동이론, 
기업이론, 시장이론, 요소시장이론, 일반 및 
후생경제이론, 시장실패 등을 다룬다. 수강생
들이 경영학 전공학생임을 감안하여 최근 경
영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제개념들(예: 수요
곡선 추정, 경매, 게임이론, 정보의 비대칭성, 
네트워크효과)을 강조한다.

Microeconomics is about the function and ev
aluation of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s i
n the market system. This course analyses c
onsumer behavior, firm behavior, competition 
in the markets, factor markets, welfare, and 
market failure. We focus on some important 
economic concepts frequently utilized in man
agement field such as demand curve estimat
ion, auction, game theory, asymmetric infor
mation, network effect, etc.

심화

(442)

벤처창업경영론 New Venture Creation and Management

벤처기업의 기업가적인 과정, 즉 사업기회인
식, 착수, 자원조달, 창업, 성장, 성과회수 등
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영 문제를 다룬다. 수강생들은 창업과 관련
된 실제 경영기법(예: 사업계획서 작성)을 습
득할 수 있다.

The course deals with various kinds of mana
gement problems occurring in the entrepren
eurial process, which proceeds from recogniz
ing business opportunity to undertaking, asse
mbling resources, creating new venture, gro
wing, and harvesting. The students can learn 
the management tools relating to venture cr
eation and business(for example, writing busi
ness plan).

전문

(334)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본 강의에서는 재무제표 위주의 근시안적 분
석 대신, 기업의 가치창출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강
조한다. 그리고 기업외부에서의 기업평가와 
기업내부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효율
성 제고, 경영통제시스템 설계, 경영평가를 
위해 정보분석 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를 다룬다.

In this course, comprehensive analyses of va
rious factors affecting corporate value-creati
ng abilities are emphasized, rather than the 
myopic approach. It deals with how to analy
ze accounting and other informations in secu
rity valuation, as well as covering how to us
e accounting information in strategic decision 
making, management efficiency improvemen
t, and management.

심화

(442)

기술경영 Technology & Management

기술 및 혁신을 경영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생산요소로서의 기술정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공부한다. 경제이론에서 기술요인과 관
련되는 개념 및 내용을 정리하고, 발명의 동

The course analyses technology and innovati
on in terms of management. We deal with t
he basic economic concepts such as inventio
n, innovation, R&D process, patents, sta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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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 R&D의 과정, 특허 및 표준의 역할, 기술 
확산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기초를 토대
로 기술관리 및 전략, 기술마케팅, 특허 및 
표준경영 등 기술경영의 제 문제를 다룬다.

ds, diffusion, and the effect of new technolo
gy on the economy. Based on these, we stu
dy technology management and strategy, tec
hnology marketing, patent management, stan
dards competition among rivals, etc.

전문

(442)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이 과목은 경영전략의 기본 개념과 주요 이
론들을 학습하며 이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시
켜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산업분석, 경쟁전략분석, 내부자원과 역량 분
석, 전략적 단위의 활동과 전략변화 관리 등
이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show how mark
eting, finance, production and human resour
ces blend into a cohesive strategic plan that 
provides a directional focus for the organizat
ion. Specific topics include industry analysis, 
competitive strategic analysis, analyzing inter
nal strategic resources and capabilities, busin
ess level strategies and tactics and managing 
strategic change.

경제

학과

전문

(442)

재정학 Public Finance 

이 강좌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경제주체로서 
수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분석하고 소개한
다.

Studies various aspects of the debate over t
he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activitie
s.

전문

(532)

현대경제특강 Modern Economic Theories Seminar

최근 새롭게 발전되는 경제학 이론을 소개한
다. 특히 경제성장이론과 자산시장이론 및 경
기변동이론을 공부한다.

Covers topics of newly developed economic 
theories recently, with particular emphasis o
n economic growth, asset market and busine
ss cycle.

심화

(532)

경제정책론 Economic Policy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경
제에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의 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의 효과 
및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한다.

Focuses on the nation's economic problems 
and the potential role of the government in 
helping solve the problems by changing fisca
l and monetary policies. For example, How s
hould economic policy be conducted in order 
to keep the economy as prosperous and stab
le as possible?

회계

세무

학과

심화

(352)

법인세회계 Corporation Income Tax Accounting

 본 과목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납
부세액 계산과정을 심층 학습한다. 특히 세법
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중심으로 공부함으로
써 세법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 도움을 주도록 한다.

Study of general principles and practical appl
ications of income tax and its associate issue
s.

심화

(622)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1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
으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정
에서 발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
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하되, 학습
자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2개 학기에 걸쳐 
강의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e
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
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tie
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
nce sheet for 2 seme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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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심화

(622)

중급재무회계(2)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2

재무회계의 중요 개념과 그 구조를 중점적으
로 설명하며,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과정에
서 발생하는 회계문제들의 처리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도록 강의하되,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2개 학기에 걸쳐 강의
한다.

Review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and the
ories and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follo
wed by in-depth coverage of assets, liabilitie
s and stockholder equity sections of the bala
nce sheet for 2 semesters. 

기초

(622)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원의 흐름을 추적
하고 집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생
산방식이나 조직구조의 개편이 원가구조 및 
원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지 않는 자
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원가
회계시스템의 적합성 회복방안 등을 연구한
다.

Survey and review of contemporary cost acc
ounting systems; emphasis on preparation of 
cost information for management decision-m
aking. Standard cost accounting concepts and 
procedures are also introduced. 

Superstar 

College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
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교
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
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
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wa
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
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교
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
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
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의적
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활 및 기
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u
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
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e m
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esign Thi
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lving thou
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
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교
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
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을 양
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
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en
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enci
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shi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pl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
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교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s
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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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라
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
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고
자 한다.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rse i
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ves o
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braha
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rims w
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
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험․실
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elopm
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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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자 구매 직무트랙 (주관학과: 물류무역학과)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자원관리

정의
설계 및 생산부서의 요구에 대응해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공급하여 비즈니스프로세
스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고 자재단위의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통해 비용절감에 기
여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생산일정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고관리

를 통해 예외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키운다.
◾생산에 필요한 품목 별 소요자재에 대한 이해와 품질관리능력을 갖춘다.

원가관리
및 분석

정의
전체적인 원가구조와 비용을 분석하여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준거
◾품목별 자재수급 현황 및 시장상황, 가격변동 사이클에 따른 분석 능력을 갖춘다.
◾구매원가분석을 통한 구매비용 및 총소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비즈니스 협상

정의
다양한 유관부서,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최적의 가격과 공급조건 협상을 위한 논리적인 협상전략과 요령을 숙지한다.
◾가격/품질/납기/유연성 등 공급자 및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자원관리 원가관리 및 분석 비즈니스 협상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자원관리 원가관리 및 분석 비즈니스 협상

구매 ․ 조달 ○ ◐ ●

자재 ․ 재고관리 ● ◐ ○

공급사슬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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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구매혁신전략, 공급자관계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문제해결방법, 변화관리능력
분석적 사고, 합리적 판단,  

적극적인 개선의지

실무
구매․ 조달 프로세스, 협상방법, 

생산․ 품질․ 재무관리
시장조사, 공급사 교섭 및 

설득, 구매계약 및 납기관리
판단력․ 결단력, 자신감, 
품질중시, 협업적 태도, 

심화
시장경제원리, 국제마케팅, 

비용 및 원가구성항목

경영관리자료의 분석 및 
활용능력, 전략적 계획, 

대안제시

논리적 사고, 손익마인드,  
성과지향, 팀워크

기초
구매․ 조달 원리 및 기본체계, 

회계원리, 직업윤리

국내외 시장동향분석능력, 
회계정보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능력

국제비즈니스감각, 규제준수, 
업무에 대한 책임감,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자원관리
원가관리 
및 분석

비즈니스 협상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기업윤리론 ○ ● 2 2 6

무역실무연습 ○ ● 3 4 2

글로벌경영사례 ○ ◐ 3 4 3

국제경영정책 ○ ● 4 3 3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2 5 3

무역실무 ○ ● 3 5 2

인터넷무역실무 ○ ● 3 5 2

무역영어 ○ ● 3 5 2

재무관리 ◐ ● 6 2 2

경영의사결정 ◐ ● 3 4 3

수출입통관실무 ◐ ○ 3 5 2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 ◐ 2 6 2

국제비즈니스매너 ○ ● 3 5 2

심화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 ● 4 3 3

국제마케팅 ○ ● 4 3 3

관리회계 ◐ ● 6 2 2

보관하역론 ● ◐ 4 3 3

공급사슬관리 ● ◐ ○ 4 3 3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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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자원관리 원가관리 및 분석 비즈니스 협상

내외자
구매

전문

기업윤리론
무역실무연습
글로벌경영사례
국제경영정책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산업체현장실습
재무관리
수출입통관실무

무역실무[필]
인터넷무역실무
무역영어[필]
경영의사결정
국제비즈니스매너

심화
보관하역론
공급사슬관리

관리회계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필]
국제마케팅

기초

회계원리
기업컴퓨터실무

원가회계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무역학개론[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자원관리
원가관리 
및 분석

비즈니스 협상
지식
(K)

기술
(S)

태도
(A)

기업가정신의이해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2 2 6

무역학개론 ○ ● 5 3 2

회계원리 ● ◐ 6 2 2

원가회계 ◐ ● 6 2 2



1359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 융합전공(하림산학)

내외자 구매 직무트랙(주관학과: 물류무역학과)

[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2학점 72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구혁신전략
공급자관계관리

분석적사고
합리적문제해결

전문

기업윤리론(경영)

무역실무연습(물류)

글로벌경영사례(물류)

국제경영정책(물류)

시장조사
프로세스개선

생산 ․
품질관리

협업적 태도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무역실무(물류)

인터넷무역실무(물류)

무역영어(물류)

재무관리(회계)

경영의사결정(경영)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수출입통관실무(물류)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물류)

산업체현장실습(3)

국제비즈니스매너(물류)

시장경제원리
자료분석및활용
자원및원가관리

성과지향

심화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
해(물류)

국제마케팅(물류)

관리회계(회계)

보관하역론(물류)

공급사슬관리(물류)

시장동향분석
구매조달체계
회계정보처리
비즈니스감각

기초
무역학개론(물류)

회계원리(경영)

기업컴퓨터실무

원가회계(회계)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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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2
선택 05244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필수 14642 무역학개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
nal Trade

3 3 기초 5 3 2 물류무역학과

2

1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실무 6 2 2 경영학과

선택 11536 경영의사결정 e-Business 3 3 실무 3 4 3 경영학과
선택 05251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 3 기초　6 2 2 회계세무학과

필수 05244 무역실무 Trade Practices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2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실무 6 2 2 경영학과

선택 11536 경영의사결정 e-Business 3 3 실무 3 4 3 경영학과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필수 14918 무역영어
International Business E
nglish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선택 15791 인터넷무역실무 Internet Trade Practice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필수 16290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Introductions to Economi
cs of Business Enterpris
e and Field Training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07587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06766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3 3 심화 6 2 2 회계세무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
bl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6289 보관하역론
Storage and Handling Sy
stem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
r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6291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00000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Logistics Management Pr
actice by Excel

3 3 실무 2 6 2 물류무역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community & Professio
n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1538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선택 11544 국제비즈니스매너
International Business
Manner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선택 15451 수출입통관실무
Export Import Customs 
Practice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5763 무역실무연습
Exercise for Trade Pract
ice

3 3 전문 3 4 3 물류무역학과

선택 05161 국제경영정책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3 3 전문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2280 글로벌경영사례 Global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3 4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1538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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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물류무역
학과

실무 
(352)

무역실무 Trade Practices

실제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간 거래 규
칙은 물론 신용장의 이해 및 작성 실무, 그
리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
하여 강의한다.

Commercial and legal study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including goods, service, intell
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and contra
ct of carriage,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and contract of payment for the performan
ce of sales contract, and discussion of reme
dies in case of the breach of contracts by 
way of arbitration.

실무
(352)

무역영어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무역영어는 거래관계의 개설에서 계약의 체
결 및 이행이 이르는 무역거래의 전 과정에
서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 도구로 무역거래에 수반
되는 영문서한, 계약서 및 각종서식의 해석 
및 작성방법과 거래당사자 상호 간 의사소통
을 위한 주요 표현들을 학습한다.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Ⅰ is tools for 
supporting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
ion process. This course studies interpretatio
n and writing skills for business letter, cont
ract, and other business letter forms. Key e
xpressions for business communications will 
also be dealt with.

심화
(433)

기업경제의및현장실습이해
Introduction to Economics of Business Enter
prise and Field Training

기업경영에 핵심적인 미시경제 이슈들과 기
업환경을 결정짓는 주요 거시경제 이슈들을 
학습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에 대하여 경제학
적 관점에서 핵심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을 위한 기업조사를 병행
한다.

This subject aims at studying micro and ma
cro economic issues fundamental to business 
management and environment as well as un
derstanding essential characteristics on small 
business and starting business from the eco
nomic point of view. Based on this, corpora
te surveys for field practice will be conduct
ed as well.

기초
(532)

무역학개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처하고, 무역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적 흐름에 적응하도록 학생들
에게 무역에 필요한 포괄적인 제 이론의 습
득, 실제 무역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
결 능력, 미래 무역방향에 대한 지표 등을 
강의한다.

The student taking this course should aim t
o attain a familiarity with the major field fe
atures of the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rategy, of internati
onal trade friction, of world trade organizati
ons,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of c
urrent international trade issues and of the 
ways in which international business deals 
with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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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물류
무역학과

전문
(343)

무역실무연습 Exercise for Trade Practice

무역실무 강의를 통해 습득한 무역실무지식
을 바탕으로 무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
제 무역 업무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실습한다.

This course exercise and practical process 
and methods for actual works which take p
lac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base
d on trade practice knowledge learned fro
m trade practice lecture.

전문
(343)

글로벌경영사례 Global Business Strategy

글로벌 경영에서 학습한 국제경영환경, 국
제사업전략, 그리고 국제기업관리의 주요내
용을 한국기업들의 국제화 사례를 통하여 
복습하고,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사례분석을 통해 배양한다.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programs based on the evaluation 
and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market op
portunities. This course emphasizes the app
lication of basic business principles in multi
national environments.

전문
(433)

국제경영정책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본 과목은 국제경영자가 직면하는 전략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는 과목으로서 
국제경영에 관련된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본 과목은 최근의 국제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살
펴보고, 범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의 새
로운 진화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국적기
업에 대해 공부한다.

This subject focuses on strategic choice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r to bring a s
olution to strategic issues. Specifically, this 
subject studies the recent changes of inter
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the strategi
c choice of the firm in accordance with th
e changing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
nts, and the transnational company which e
merged as a new direction of the firm in t
he international business field. 

심화
(433)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기회를 포
착하고 해외의 최종수요자에게 제품을 전달
하는 전과정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Discusses foreign trade laws, international c
ontracts for sale of goods, and the procedu
res and technical aspects of foreign trade.

심화
(433)

보관하역론 Storage and Handling System

물류관리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의 완충작용
을 통해 물자의 효율적인 흐름을 지원하는 
보관 및 하역업무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
여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보관 및 하역장비
와 설비의 운용방법, 재고관리 기법 및 창
고관리시스템(WMS)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storage 
and loading operations that support the effi
cient flow of goods through buffering of pr
oduction and consumption in logistics mana
gement. In this regard, students will learn 
how to build, store and unload logistics net
work equipment and facilities, inventory ma
nagement techniques and warehouse manag
ement system (WMS).

심화
(433)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기업 경영환경의 글로벌화로 한 기업의 경
쟁력이 더이상 단일기업의 우수성만으로 확
보되지 않고, 공급망 전체에 걸쳐 단일 기
업과 같은 역할과 성능으로 수행될 때 진정

It is not possible for single company optimi
zation only to get global competency, but p
ossible for related supply chain optimization 
to do. Excellent supply cha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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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한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게 되었
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이슈들과 공급망을 최적화
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들 이해하기 위해 공
급망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공급망을 
최적화 하는 데 필요한 여러 활동과 방법론
들을 학습한다.

makes enterprise to achieve global competi
tive advantage. So Supply chain manageme
nt which makes all of the supply chain opt
imized is very important issues.

실무
(352)

인터넷무역실무 Internet Trade Practice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정
보통신기술인 특정한 국제경제사건의 배경
과 내용,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하여 사례 위
주로 학습한다.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to unders
tand theories of Internet Trade and to culti
vate practical applications skills. This cours
e also offers lectures on recent Internet Tr
ade theories as well as opportunities to get 
hands-on lab experience.

실무
(262)

엑셀을활용한물류관리실무 Logistics Management Practice by Excel

주문관리, 수발주관리, 재고관리, 자재관리 
등 물류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엑셀을 활용하여 실습해 봄으로써 
물류관리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practical s
kills required for logistics management by u
nderstanding the basic tasks required to per
form logistics management, such as order m
anagement, inventory management, and mat
erials management, practicing the basic task
s by using Excel that can be easily obtain. 

실무
(352)

수출입통관실무 Export Import Customs Practice

수출입 및 국제물류프로세스의 이행과정에
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수출입 신고 및 
통관절차를 중심으로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방법, 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에 관한 실무절차와 서류작성방법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export-import declar
ation and customs formalities which essenti
ally pass through in the process of internat
ional business. Practical process about levy 
and collection of customs, confirm of count
ry of origin, classification of items, customs 
refund and how to fill out documentation f
orms will mainly be learned.

실무
(352)

국제비즈니스매너 International Business Manner

성공적인 국제비즈니스의 수행을 위해 국제 
비즈니스 매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와 관습 및 예절을 익힘으
로써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국제비즈니스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자질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at developing international 
mind-set and building up basic qualification 
required to fulfil international business task
s by learning culture, practice and business 
etiquette over the worlds based on underst
anding that international business manner is 
essential for performing successful internati
onal business.

경영학과 전문
(226)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본 강좌는 선한 윤리적 기준과 좋은 기업 
간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와,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강의내용은 윤리개념을 포

This course helps identify the practical issu
es of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ethical 
dilemmas and discovering the link between 
good ethics and good business. The content
s of this lecture is are (1) the concep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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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함하여 기업윤리, 우리나라의 윤리강령, 기
업의 다양한 윤리에 관한 아이디어들로 구
성된다.

Ethics, (2) Business Enterprise and Ethics, 
(3) Code of Ethics in Korea, (4) Various ide
as about the ethics of business enterprise.

실무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
율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
힌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o 
t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l 
q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nt
s should the firm take on?(Capital Budgetin
g) S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quired investments?(financial decision) Thi
rd, what short-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m tak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
ced?(short-term finance) 

실무
(343)

경영의사결정 e-Business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ICT를 기반으로 
한 e-Business의 개념과 모델, 그리고 기반
구조가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와 기업활동
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e-Business 개념과 모델
을 금융, 관광, 교통, 운송, 물류, 교육, 음
식,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학생들은 최근 이슈 중에서 한 주제를 선택
하고 팀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In the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
erstand the ICT-based e-Business concepts, 
models, and infrastructure how they are dif
ferent from the traditional commerce and b
usiness activities. Moreover, the students wi
ll learn how e-Business concepts and model
s are applicable to different fields, such as: 
banking, tourism, traffic, transportation, logi
stics, education, food, healthcare, and so o
n. During the course, each student is expec
ted to select a topic related to current issu
es, and participate in a term project.

기초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
계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
래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
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
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
he a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
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nci
al statements.

회계세무
학과

심화
(622)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본 과목에서는 원가정보의 추적, 집계 및 
분석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최근에 기업환
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편된 생산방
식 및 경영방식에 적절한 경영관리 자료의 
분석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Selection and preparation of information wh
ich will serve to support and assist manage
ment in planning and controlling company 
operations. The course includes cost estimat
ion and reporting, cost-volume-profit analys
is, budgeting, variance analysis, cost allocati
on, and divisional performance evaluation.

기초
(622)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원의 흐름을 추적
하고 집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생산방식이나 조직구조의 개편이 원가구조 
및 원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지 않

Survey and review of contemporary cost ac
counting systems; emphasis on preparation 
of cost information for management decisio
n-making. Standard cost accounting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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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는 자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
는 원가회계시스템의 적합성 회복방안 등을 
연구한다.

s and procedures are also introduced.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
용하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
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
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
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
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
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
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
l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
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
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
esig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
o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
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
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
림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
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
re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
ten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
rshi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
eopl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
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
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
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
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
p'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
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
d li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
d, A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
e Ha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
험․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
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
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
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
el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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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인사기획

정의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사전략을 수립하고 
인력, 인건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준거
◾조직의 비전과 전략, 환경에 따라 중장기 인사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된 인사전략을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 전술을 수립할 수 있다.

노무관리

정의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경영활동으로 노사관계 
계획, 단체교섭, 노동쟁의 대응,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능력

준거
◾노사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외부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교육

정의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에 적합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 기획, 교육과
정 개발 및 운영, 교육성과 측정과 평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능력

준거
◾인재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분서갛고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
◾중장기 인재개발전략 및 연도별 인재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인사기획 노무관리 기업교육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인사기획 노무관리 기업교육

노사인사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지속적인 경쟁우위 창출, 
사람을 통한 성과 창출

중장기 전략 수립, 산업분석, 
경쟁우위요소 분석

기획마인드, 책임감,

경영자로서의 태도

실무
제품 및 서비스 생산운영 

과정에 대한 이해 
직무관리 및 직무분석, 

노무관리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조직몰입,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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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심화 인사정책 관련 전문지식
인사기획, 인력채용, 인사평가, 

임금관리
객관적 논증, 주관적 설득, 

논리적 분석

기초

경영학 관련 기초이론, 
사람과 일에 대한 이해, 
인사 및 노사 관련 기초

및 필수 지식

경쟁우위 분석, 환경분석, 
동기부여 및 조직관리

윤리의식,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인사기획 노무관리 기업교육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경영전략 ● ◐ ◐ 4 4 2

서비스경영 ● ◐ ◐ 4 4 2

기업경영특강 ◐ ● ○ 3 3 4

회사법 ◐ ◐ ● 5 3 2

경영영어 ◐ ○ ● 4 4 2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2 5 3

인간공학 ○ ● ◐ 3 4 3

공공인력관리론 ◐ ◐ ● 3 4 3

심화

인적자원관리 ● ◐ ◐ 4 4 2

조직구조론 ● ◐ ○ 4 4 2

경영의사결정 ● ○ ◐ 3 4 3

생산운영관리 ◐ ● ◐ 4 4 2

경영정보시스템 ◐ ○ ● 4 3 3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2 2 6

공동체와기업윤리 ◐ ● ○ 2 2 6

조직행동론 ● ◐ ○ 6 2 2

노사관계론 ◐ ● ○ 2 2 6

기업윤리론 ◐ ● ◐ 2 2 6

회계원리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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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인사기획 노무관리 기업교육

노사인사

전문
경영전략
서비스경영

기업경영특강 회사법
경영영어

실무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인간공학

공공인력관리론

심화
인적자원관리[필]
조직구조론[필]
경영의사결정

생산운영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회계원리
조직행동론[필]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노사관계론[필]
기업윤리론[필]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인사노사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역량 함양

전문 회사법

경영전략
경영영어
기업경영특강
서비스경영

인접학문을 
통한 개인과 
조직, 일에 

대한 이해 제고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인간공학
공공인력관리론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조직의 
경영프로세스 및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 제고

심화
생산운영관리
경영의사결정
경영정보시스템

인적자원관리
조직구조론

인사노사 관련 
기초 및 전공 
필수지식 습득

기초 회계원리
조직행동론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노사관계론
기업윤리론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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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5학점 57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2 선택 144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2

1

필수 05233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선택 11536 경영의사결정 OR/MS 3 3 실무　3 4 3 경영학과

선택 05099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기초　4 3 3 경영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07982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3 3 전문　5 3 2 법학과

필수 05233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선택 11536 경영의사결정 OR/MS 3 3 실무　3 4 3 경영학과

선택 05099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 3 기초　4 3 3 경영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
l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2091 인간공학 Ergonomics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필수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
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필수 15143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e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
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3931 공공인력관리론
Public personnel administ
ration

3 3 실무　3 4 3 행정학과

필수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
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필수 15143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e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
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필수 05222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필수 11538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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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선택 08423 기업경영특강 Management Seminars 3 3 전문　3 3 4 경영학과
선택 12669 서비스경영 Service management 3 3 심화　4 3 3 경영학과

선택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경영학과
선택 14581 경영영어 Business English 3 3 심화　2 5 3 경영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필수 05222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필수 11538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선택 08423 기업경영특강 Management Seminars 3 3 전문　3 3 4 경영학과
선택 12669 서비스경영 Service management 3 3 심화　4 3 3 경영학과

선택 12254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3 3 전문　4 4 2 경영학과
선택 14581 경영영어 Business English 3 3 심화　2 5 3 경영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경영
학과

기초
(622)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내의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그리고 전체 
조직행동 등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실증적 배경에 대한 이론 지식을 정립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대인적 관계
요인을 설명한다.

Introduction to individual and group behavior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Major topics inc
lude personality, motivation, leadership, grou
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theories.

심화
(442)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과 개인 및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그 내용은 인적자원관
리의 개념, 행동과학과 인적자원관리, 고용관
리, 인사고과, 교육 훈련관리, 임금관리 등이
다.

Covers selection, placement, training, and pr
omotion of human resourc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lso discusses the management of manpowe
r planning, and labor relations.

심화
(442)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e

 조직 전체의 수준에 관계된 조직구조와 설
계에 관한 기본 이론, 조직의 동태적 과정과 
이에 따른 조직설계문제, 환경적응적인 조직
의 혁신 등에 관계된 이론을 학습한다.

Based upon classical and contemporary organ
ization structures and field research, this cha
ir studies a 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of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impacts that o
rganizations have upon individuals and societ
y. 

전문
(226)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경영자와 노조 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의 이념, 노동협약의 체결과 실시, 경영
참가의 이념과 운영 등 제반 문제를 한국기
업의 과거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
여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을 학습한다.

 Industrial relations treats the future-oriente
d direc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rough the review of the past experiences 
and cases in Korean enterprises, with the id
eas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labor a
nd management, contracting and practicing 
of labor agreement, and ideas and operation
s of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other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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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eing dealt with.

전문
(226)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본 강좌는 선한 윤리적 기준과 좋은 기업 간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윤리적 딜레
마와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확하게 인식하
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
을 준다. 강의내용은 윤리개념을 포함하여 
기업윤리, 우리나라의 윤리강령, 기업의 다양
한 윤리에 관한 아이디어들로 구성된다.

This course helps identify the practical issue
s of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ethical di
lemmas and discovering the link between go
od ethics and good business. The contents o
f this lecture is are (1) the concepts of Ethi
cs, (2) Business Enterprise and Ethics, (3) C
ode of Ethics in Korea, (4) Various ideas ab
out the ethics of business enterprise.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경영
학과

기초
(442)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은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
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하나의 시
스템인데 이러한 변환과정의 합리적 운영방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산성, 공정, 부서 
배치, 생산계획, 서비스 창구설계 등을 강의
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operations 
management. Operations, like accounting, fin
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is on
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very organiz
ation. Operations managers transform huma
n,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into goo
ds and services. Hence, it is vital that every 
organization manage this resource conversio
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 effectively 
this is accomplished depends upon the linka
ges between operating decisions and strategi
c decisions. 

전문
(334)

기업경영특강 Management Seminars

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와 사회적 위치
에 대하여 공부한다. 아울러 기업의 변천사 
및 우리 나라 대기업의 변천사 등을 공부하
며 함께 토론한다.

The enterprise hold against the economic lo
cation which it does and a social location it 
studies. Together it studies the change comp
any back of change company of the enterpr
ise and our country big business it discusses 
together.

실무
(343)

경영의사결정 OR/MS

본 강좌는 다양한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경
영의사결정 데이터들을 경영과학적인 사고로 
분석하고 경영현상들을 데이터에 의해 분석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많은 경영과학
의 도구들을 습득함으로써 앞으로의 많은 경
영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In all aspects of our lives, an amazing diver
sity of data is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f
or giving insights. Business managers and de
cision makers are increasingly encouraged to 
justify decisions on the basis of data. This c
ourse will start the students off with a quan
titative toolkit that can be developed and en
hanced at all stages of their careers.

기초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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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433)

이 과목은 현대적인 기업들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
를 원하는 경영학 분야의 학생들을 위한 것
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최신 개요와 전자통신, 무선기술, 정보보안시
스템,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론과 기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business school s
tudents who want an in-depth look at how 
modern business firms use information techn
ologies and systems to achieve corporate obj
ectives. Student will find here the most up-t
o-date comprehensive overview of informati
on systems, telecommunications, Internet, wir
eless technology, securing information syste
m, e-Commerce, and other methodologies an
d technologies used by business firms today.

심화
(433)

서비스경영 Service management

 서비스 경영은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
공하는 산업을 그 대상 학문영역으로 한다. 
서비스 산업의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과도 광범위하게 결
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강의내용
도 서비스경영의 이해와 활용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다. 

Service management, also called IT service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used in indust
ries that provide services or a combination 
of goods and services. While widely used in 
the IT industry, specifically the ICT(informati
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ctor, s
ervice management can be integrated into 
many other industries. 

기초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
계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래
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
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n
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he 
a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he p
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
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ncial sta
tements.

전문
(442)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이 과목은 경영전략의 기본 개념과 주요 이
론들을 학습하며 이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시
켜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은 산업분석, 경쟁전략분석, 내부자원과 역량 
분석, 전략적 단위의 활동과 전략변화 관리 
등이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show how mar
keting, finance, production and human resou
rces blend into a cohesive strategic plan tha
t provides a directional focus for the organi
zation. Specific topics include industry analys
is, competitive strategic analysis, analyzing i
nternal strategic resources and capabilities, 
business level strategies and tactics and man
aging strategic change.

심화
(253)

경영영어 Business English

글로벌 경영에 적응할 수 있으며, 경영실무
에서 접하게 될 영어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은 중급수준의 영
어 독해를 다룬다. 

This course aims to raise the capability for 
the global management trend and manageme
nt practices. The level for English Reading i
s medium, which is enough for reading man
agement trade journals and newspapers.

법학과
심화
(532)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공동기업의 대표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The law regarding the stock company which 
is a representative enterprise form of the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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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존속,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nt enterprise from founding the company it 
continues in the center, Before reaching to 
a disappearance, process systematically unde
r investigating the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산업
공학과

실무
(343)

인간공학 Ergonomics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
보를 발견하여 이를 도구, 시스템, 과업, 직
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써 인간이 생
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인간적 이용을 
위한 설계와 작업 및 생활 조건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장치, 설비, 수순, 환경 등을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응용해본다.

It is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human's 
action, ability, limitation, special quality etc. 
and apply this in a tool, system, task, work, 
design of environment for being productive, 
safe, comfortable and usable effectively. In 
order to realize design and work for person
al utilization and optimization of conditions o
f life, it applies product, device, equipment, 
procedure, environment etc. according to int
eraction with human.

행정
학과

실무
(343)

공공인력관리론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이 강의는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의 관리자로써 합리적인 인력관리는 어
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부 
인사관리의 원칙을 공부함으로써, 정부에서 
수시로 제안되고 시행되는 인력관리의 개혁
방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새로운 대
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의 능력을 배양한다.

Focuses on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
y issues involving human resources manage
ment within public sectors. Examines theory 
and practice in such areas as human resour
ces planning, recruitment and selection, perf
ormance evaluation, compensation, benefits 
and promotion, career planning and staff de
velopment, and labour relations, discipline an
d control structures.

하림
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
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
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c
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
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
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
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
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olu
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esig
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po
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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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
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
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e
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en
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shi
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pl
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
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
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s
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braha
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험․
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
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elopm
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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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국제비즈니스

정의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비즈니스 감각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 및 네트워크, 국제비즈
니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준거
◾물류환경변화를 이해하고 국내외 시장분석, 전략수립 및 기획 역량을 갖춘다.
◾물류시스템의 설계, 물류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한다.

현장실무

정의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 및 
업무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수요예측, 생산관리, 운송 및 재고관리 등 분야별 직무내용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
한 명확한 이해

◾업무성과관리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및 해결능력을 갖춘다.

글로벌 소통

정의
효과적인 의사표현과 다양한 부서 및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업무의 흐
름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준거
◾국제비즈니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능력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 
◾관계형성, 협상 및 교섭능력,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배양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국제비즈니스 현장실무 글로벌 소통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국제비즈니스 현장실무 글로벌 소통

물류 ․ 유통관리 ○ ● ◐

국제물류전문가 ● ◐ ○

해외영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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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물류혁신, 정보관리

창업 및 경영

전략수립 및 실행, 사례분석

정보수집, 분석 및 활용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실무
물류프로젝트 관리, 
비즈니스서류작성, 
수출입통관관리

의사소통, 문서작성, 
상품분류 및 관리능력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능력

고객지향적인 태도, 합리적인 
업무처리, 존중과 배려

심화
물류‧유통관리, 

국제물류프로세스, 
국제마케팅

시장분석, 프로세스 기획 및  
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협업적인 태도, 합리적인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경영‧경제관련 지식

물류‧국제비즈니스

기본체계 및 구조

경영환경 및 동향분석능력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시장기회 포착 능력

글로벌 마인드, 리더십

국제비즈니스 감각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국제비즈니스 현장실무 글로벌 소통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ERP물류정보실습 ● ◐ 4 4 2

물류혁신사례연구 ● ◐ ○ 3 4 3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2 5 3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 ◐ 3 5 2

수출입통관실무 ● ◐ 3 5 2

심화

물류관리론 ● ○ ◐ 4 3 3

글로벌경영 ● ◐ 4 3 3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 ● 4 3 3

국제마케팅 ● ◐ 4 3 3

국제물류관리 ● ◐ ○ 4 3 3

유통경로관리 ● ◐ ○ 4 3 3

보관하역론 ● ◐ 4 3 3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2 2 6

경영학원론 ● ○ ◐ 5 3 2

회계원리 ◐ ● 6 2 2

생산운영관리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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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수준 국제비즈니스 현장실무 글로벌 소통

물류

전문 물류혁신사례연구 ERP물류정보실습

실무
수출입통관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심화

물류관리론[필]
글로벌경영[필]
국제마케팅
국제물류관리[필]
유통경로관리[필]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필]
보관하역론

기초
경영학원론
기업가정신의이해

회계원리
생산운영관리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공동체와직업윤리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전략수립

정보분석및활용
물류혁신

합리적의사결정

전문
ERP물류정보실습(물류)

물류혁신사례연구(물류)

프로젝트관리
문서작성및관리
고객지향적태도

업무개선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
해(물류)

수출입통관실무(물류)

산업체현장실습(3)

시장분석
프로세스관리

위험관리
협업적태도

심화

물류관리론(물류)

글로벌경영(물류)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
해(물류)

국제마케팅(물류)

국제물류관리(물류)

유통경로관리(물류)

보관하역론(물류)

물류기본체계
시장동향분석

변화에대한적응
글로벌마인드

기초
경영학원론(경영)

회계원리(경영)

생산운영관리(경영)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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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5학점 51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2
선택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
ent

3 3 기초 5 3  2  경영학과

선택 144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2

1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필수 1464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필수 05237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2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필수 16290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이해
Introduction to Economics 
of Business Enterprise an
d Field Training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07587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
l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709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Introduction to Logistics 
Project Management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필수 06761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
n Channel Ma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6289 보관하역론
Storage and Handling Sys
tem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필수 06779 국제물류관리
International Logistics Ma
nagement

3 3 심화 4 3 3 물류무역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
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community & Professio
n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708 물류혁신사례연구
Case Study on Logistics I
nnovation

3 3 전문 3 4 3 물류무역학과

선택 15451 수출입통관실무
Export Import Customs P
ractice

3 3 실무 3 5 2 물류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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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직무트랙(주관학과: 물류무역학과)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5762 ERP물류정보실습
ERP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Practice

3 3 전문 4 4 2 물류무역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물류무역
학과

심화
(433)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물류관리란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재화
와 서비스를 요구되는 장소에 정확한 시간
에 완벽한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물류활동의 3대 영역인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룰류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공부한다.

Deals with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related to effective decision-making in busi
ness logistics management. Topics include t
he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and distri
bution, inventory control, production planni
ng and scheduling, international logistics an
d logistics organization. 

심화
(433)

글로벌경영 Global Management

기업이 국제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환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
의글로벌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제경영의 
기초이론과 전략, 그리고 국제기업의 관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다.

Issues and problems aris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with emphasis on decisions fac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opics in
clude MNC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
ents, strategies, and functional managemen
t.

심화
(433)

국제물류관리 International Logistics Management

기업의 국제화과정의 이행에 따라 그 중요
성이 더해가는 국제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이론과 사례를 공부한다.

Deals with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logistics which is inevitable in int
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Topics includ
e logistics management, international transp
ort,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internatio
nal logistics strategy and case studies.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s, 
commercial, legal and economic aspects of 
various mode of transport are reviewed.

심화
(433)

유통경로관리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Channel Manage
ment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는 유통을 담당하
는 도매활동과 소매활동의 특성과 관리과정
에 대해서 강의하고 효율적 유통경로 시스
템의 설계와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그 
사례분석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Designed to help students broaden their un
derstanding of marketing problem related t
o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and to 
develop analytical skills required to deal wi
th those channel problems.

심화
(433)

기업경제의및현장실습이해
Introduction to Economics of Business Ente
rprise and Field Training

기업경영에 핵심적인 미시경제 이슈들과 기
업환경을 결정짓는 주요 거시경제 이슈들을 

This subject aims at studying micro and m
acro economic issues fundamental to b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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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학습하고 중소기업 및 창업에 대하여 경제
학적 관점에서 핵심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
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을 위한 기업조사를 
병행한다.

ess management and environment as well 
as understanding essential characteristics o
n small business and starting business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Based on this, 
corporate surveys for field practice will be 
conducted as well.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물류무역
학과

전문
(422)

ERP 물류정보실습 ERP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Practice

물류정보시스템의 핵심인 전사적자원관리시
스템을 중심으로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체계, 운영
절차 및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structure, solution, oper
ational procedure and methods of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
ent of Logistics. ERP System will be dealt 
with as a key element.

전문
(343)

물류혁신사례연구 Case Study on Logistics Innovation

물류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
를 분석을 통해 물류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을 위한 전략적 요소를 이해하고 최신 물류
트렌드를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
d strategic points for design and operation 
of logistics system by case studies which gi
ve lessons of getting competitive advantage 
and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 logistic
s innovation. Latest Logistics Trend will als
o be studied.

심화
(433)

보관하역론 Storage and Handling System

물류관리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의 완충작용
을 통해 물자의 효율적인 흐름을 지원하는 
보관 및 하역업무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
여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보관 및 하역장비
와 설비의 운용방법, 재고관리 기법 및 창
고관리시스템(WMS) 등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the storage 
and loading operations that support the effi
cient flow of goods through buffering of p
roduction and consumption in logistics man
agement. In this regard, students will learn 
how to build, store and unload logistics net
work equipment and facilities, inventory m
anagement techniques and warehouse mana
gement system (WMS).

실무
(352)

물류프로젝트관리의이해 Introduction to Logistics Project Management

기업경영과정에서의 제반 프로젝트를 설계
하고 추진하는 기법을 이해한 후, 이를 물
류 및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실습
을 한다.

This course practice how to design and per
form project in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
n enterprise based on understanding logisti
cs planning step and procedure.

실무
(352)

수출입통관실무 Export Import Customs Practice

수출입 및 국제물류프로세스의 이행과정에
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수출입 신고 및 
통관절차를 중심으로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방법, 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 관세환급 

This course deals with export-import declar
ation and customs formalities which essenti
ally pass through in the process of internat
ional business. Practical process about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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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직무트랙(주관학과: 물류무역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등에 관한 실무절차와 서류작성방법 등을 
학습한다.

and collection of customs, confirm of count
ry of origin, classification of items, customs 
refund and how to fill out documentation f
orms will mainly be learned.

심화
(433)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시장기회를 포
착하고 해외의 최종수요자에게 제품을 전달
하는 전과정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Discusses foreign trade laws, international c
ontracts for sale of goods, and the procedu
res and technical aspects of foreign trade.

경영학과

기초
(53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경영마인드를 형성하
기 위한 기초적 이론 및 관련 기법들을 강
의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산
업분야의 경영마인드 형성에 기본토대를 제
공한다.

In this course will be introduced the basic 
concepts and basic skills to form business 
mind.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some 
case studies to enrich their learning.

기초
(442)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은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변환과정의 합리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산성, 공정, 부
서 배치, 생산계획, 서비스 창구설계 등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operations 
management. Operations, like accounting, fi
n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very orga
nization. Operations managers transform  h
uman,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int
o goods and services. Hence, it is vital tha
t every organization.

기초
(62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
계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
래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
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
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
he a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
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nci
al statements.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
용하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
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
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
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
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
l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
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
s th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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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
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다.

s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esig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
n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
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
림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
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
re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
ten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
rshi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
eopl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
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
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
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
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
p'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
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
nd li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
d, A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
e Ha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
험․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
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
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
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
el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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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직무트랙(주관학과: 법학과)

법무 직무트랙 (주관학과: 법학과)

[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법률해석 경영법무 소송수행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법률해석 경영법무 소송수행

법무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소송관련 법률지식 상대당사자 관점 사고능력 소송관점 분석마인드

실무 경영법무 법률지식 경영법무 사고능력 준법경영마인드

심화 공법과 사법의 법률이론 판례분석 및 해석 능력 법적인 분석마인드

기초 법률제도의 구조이해 법조문해석능력 사회에 대한 분석마인드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법률해석

정의 법률을 법 이론에 맞게 해석하고 법률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법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법률이론과 판례의 학습을 통해 법률분쟁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경영법무

정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합리적인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업경영에 적용되는 상사법의 법률지식을 갖춘다.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적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경영의사결정 능력을 
갖춘다.

소송수행

정의 기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업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법적분쟁을 소송 이외의 조정·화해 등의 분쟁해결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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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법률해석 경영법무 소송수행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채권각론 ◐ ◐ ● 5 3 2

어음수표법 ◐ ◐ ● 5 3 2

보험해상법 ● ◐ ◐ 5 3 2

민사소송법 ◐ ◐ ● 5 3 2

경제법 ◐ ● ◐ 5 3 2

자본시장법 ◐ ● ◐ 5 3 2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심화

물권법 ● ◐ ◐ 5 3 2

상법총칙․상행위법 ◐ ● ◐ 5 3 2

채권총론 ● ◐ ◐ 5 3 2

회사법 ◐ ● ◐ 5 3 2

친족상속법 ● ◐ ◐ 5 3 2

인간과행정 ◐ ● ◐ 5 3 2

서버관리 ● ○ ◐ 4 4 2

경제와사회 ◐ ◐ ● 5 3 2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행정학개론(1) ◐ ● ◐ 5 2 3

행정학개론(2) ◐ ● ◐ 5 2 3

진로분야 직무
수준 법률해석 경영법무 소송수행

법무

전문
보험해상법 경제법

자본시장법
채권각론[필]
어음수표법[필]
민사소송법[필]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심화
물권법
채권총론[필]
친족상속법

상법총칙․상행위법
회사법[필]
인간과행정

서버관리
경제와사회

기초
행정학개론(1)
행정학개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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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직무트랙(주관학과: 법학과)

[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5학점 57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1936 행정학개론(1)

Introduction to Public Adm
inistration(1)

3 3 기초 5 2 3 행정학과

2 선택 13013 행정학개론(2)
Introduction to Public Adm
inistration(2)

3 3 기초 5 2 3 행정학과

2

1

선택 05197 물권법 Law of Property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8197 상법총칙․상행위법
General Principles of Com
mercial Law and Commerc
ial Transaction

3 3 심화 5 3 2 법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필수 06443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n
tracts & Torts

3 3 심화 5 3 2 법학과

소송수행능력 전문
채권각론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민사소송법
경제법
자본시장법

경영법무
실무능력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법률해석능력 심화

물권법
상법총칙․상행위법
채권총론
회사법

친족상속법
인간과행정
서버관리

경제와사회

경영법무
기초능력

기초
행정학개론(1)
행정학개론(2)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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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법학과

심화
(532)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 Torts
채권법의 사회적 의의와 대상을 밝힌 다음 
채권관계의 성립, 효력변경 및 소멸에 관하
여 체계적으로 강술한다.

After clarifying the social significance and 
object of the bond law, a systematic lectu
re is given on the establishment, change i
n effect, and extinguishment of the bond 
relationship.

심화
(532)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공동기업의 대표적 기업형태인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에서부
터 존속,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Focusing o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
ed to joint stock companies, a representati
ve corporate form of joint ventures, we in
tend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entir
e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a co
mpany to its existence and extinction.

전문
(532)

채권각론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계약과 사무관리, 부 In relation to contracts, office managemen

필수 07982 회사법 Law of Corporation 3 3 심화 5 3 2 법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
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필수 06443 채권각론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3 3 전문 5 3 2 법학과

필수 05378 어음수표법
Law of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 Checks

3 3 전문 5 3 2 법학과

선택 14187 서버관리 Server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컴퓨터공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
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06497 친족상속법 Family - Succession Law 3 3 심화 5 3 2 법학과

선택 07215 보험해상법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3 3 전문　5 3 2 법학과

선택 14609 인간과행정 Humanity and Administration 3 3 심화　5 3 2 법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필수 06311 민사소송법
Particulars of Contracts & 
Torts

3 3 전문 5 3 2 법학과

선택 06175 경제법 Economic Law 3 3 전문 5 3 2 법학과

선택 11717 경제와사회 Economy and society 3 3 심화 5 3 2 법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3533 자본시장법 Law of the Capital Market 3 3 전문 5 3 2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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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직무트랙(주관학과: 법학과)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당이익,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시대적 제
도적 의의와 성질을 고찰하고 그 원칙의 
응용 능력을 향상케 한다.

t, unfair profits, and illegal acts, which ar
e the causes of bond relations, the institut
ional significance and nature of the times 
are considered and the ability to apply the 
principles is improved.

전문
(532)

어음수표법
Law of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
s & Checks

어음 수표는 돈의 지급 결제를 위한 수단
으로서 이용되는 완전 유가증권으로서 그 
유통성을 확보하고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
하는 것이 어음법, 수표법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A draft check is a complete securities that 
is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settle
ment of money, and it is the basic idea of  
 the bill and check laws to secure its circul
ation and ensure payment.

전문
(532)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의 개요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내용은 소송주체론, 소송객
체론, 소송행위론, 소송과 정론으로 분류하
여 진행한다.

This class intends to understand the princi
pl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a syst
ematic way. It will explore the theories of 
parties, proceedings, evidence, and effects 
of court decisions of civil procedure.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법학과

심화
(532)

물권법 Law of Property

대체로 법전의 순서에 따라 강의하되 대륙법
의 일반이론 이해를 위하여 힘쓰며 아울러 
그 이론과 한국적 법의 현실과 비교 및 검토
한다.

In general, lectures are given in the order o
f the law, but they strive to understand the 
general theory of continental law, and comp
are and review the theory and the reality o
f Korean law.

심화
(532)

상법총칙․상행위법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mmercial Transaction

상법의 개념과 역사, 그 기반을 이루는 경제
생활과 이념연구 및 기업주체인 상인과 인적 
물적 보조자에 관한 연구와 기업의 동태를 
규율하는 상행위에 관한 고찰을 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concept and history 
of commercial law, the economic life and id
eology that underlies it, and studies on the 
business owners of merchants and human a
nd material assistants, and the commercial b
ehavior that governs the dynamics of compa
nies.

심화
(532)

친족상속법 Family - Succession Law

가족법의 과거와 현재를 근대적 가족법 이론
에 입각하여 강술하되 이와 아울러 한국의 
고유법을 찾아냄으로써 진정한 한국적 가족
법 규범을 밝히고자 한다.

The past and present of family law will be 
explained based on the modern theory of fa
mily law,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reve
al true Korean family law norms by discove
ring the unique laws of Korea.

전문
(532)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해상법과 보험법을 실정법 체계에 따라 연구 Maritime law and insurance law ar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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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한다. 즉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책임
보험, 재보험 등을 고찰하고 해상운송인, 해
상운송계약, 선하증권 공동해난 구조 선박우
선 특권 등을 검토한다.

according to the actual law system. In other 
words, it considers non-life insurance, life in
surance, accident insurance, liability insuranc
e, reinsurance, etc., and reviews the mariti
me carrier, maritime transport contract, bill 
of lading, joint maritime relief, ship priority, 
etc.

심화
(532)

인간과행정 Humanity and Administration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론의 역사를 살피고, 
국가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인 행정에 대
해 강의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history of theories 
on human nature and learns about the activ
e and active state action, administration, wh
ich is carried out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state or the public interest.

전문
(532)

경제법 Economic Law

이 법은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규정하고 기업가의 지나친 경제활동을 통제
한다.

This law regulates state control over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controls excessive ec
onomic activity of entrepreneurs.

심화
(532)

경제와사회 Economy and society

이 과목은 문화와 경제의 고리를 설명하고 
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을 엿볼 수 있
는 과목입니다.

It is the subject about pedagogics. We will s
tudy economy and research the effect that 
economy have in our society

전문
(532)

자본시장법 Law of the Capital Market

이 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This law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
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nhancing t
he fairness,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행정학과

기초
(532)

행정학개론(1)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1)

행정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접
근방법들, 즉 행정의 개념, 공공관리의 본질, 
정치와 행정의 관계, 행정과 환경의 관계, 행
정의 가치 등을 중심으로 현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Learn basic concepts and approaches for un
derstanding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th
e concept of administ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he relat
ionship between administration and environm
ent, and the value of administration.

기초
(532)

행정학개론(2)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2)

행정학의 기초개념과 접근방법을 토대로 행
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심화학습 함으로써 
행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토
대를 마련한다.

Lay the fund mental foundation for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by learning the general 
cont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t
he basic concepts and the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컴퓨터
공학과

심화
(442)

서버관리 Server Management

MS-Windows 서버와 유닉스/리눅스 서버 관
리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파일시스템의 보안
을 소개하고 서버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
양한다. 

The courses offers both MS-Windows server 
and Unix/Linux server. Especially security as
pect of NTFS and Ext3 will be covered. Ma
nagement capability for the server will be e
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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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직무트랙(주관학과: 법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
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
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c
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
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
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
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
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olu
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esig
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lvin
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
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
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
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e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encies, an
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ship and c
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pl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
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
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
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r
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v
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br
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rim
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험․
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
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elop
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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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부화경영관리 직무트랙 (주관학과: 환경생명과학과)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운영관리

정의
사육부화장의 목표설정, 사육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경영관리와 직원관리, 위
험평가, 안전 등의 행정업무기능을 조정하는 능력

준거
◾사육부화장의 목표설정, 사육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현

장에 적용한다. 
◾사육부화장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생명공학

정의
사육부화장의 사육동물에 대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산성 및 품질을 개선하고 관
리하는 능력

준거
◾종별 특성 및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먹이를 공급하고 기록한다. 
◾주기적인 품질관리 방법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능력을 갖춘다. 

환경관리

정의 사육부화장의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사육부화장의 사육동물의 요구에 맞는 온도, 습도 등 알맞은 사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사육부화장에 적절한 배수시설, 환기시설 등 환경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운영관리 생명공학 환경관리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운영관리 생명공학 환경관리

사육부화경영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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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부화경영관리 직무트랙(주관학과: 환경생명과학과)

[5] 교육과정 구성요소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운영관리 생명공학 환경관리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 4 4 2

실무

경영학원론 ● ◐ 5 3 2

회계원리 ● ○ 5 3 2

경영의사결정 ● ○ 5 3 2

폐기물관리 ◐ ● 5 3 2

위생학 ◐ ● 5 3 2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심화

토양학 ◐ ● 5 3 2

양계학 ◐ ● 5 3 2

수질관리(1) ◐ ● 5 3 2

대기오염관리(1) ◐ ● 5 3 2

식품생명공학 ● ◐ 5 3 2

생물통계학 ● ◐ 5 3 2

기초

미생물학 ● ◐ 5 3 2

유기화학 ◐ ● 5 3 2

영양학 ● ◐ 5 3 2

생화학 ◐ ● 5 3 2

유전학 ● ◐ 5 3 2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사육부화에 대한 전문 능력
사육부화의 전문성 및 현장 

적용 능력 강화 
전문가적인 태도, 창의성

실무
생명현상 및 환경공학 기술의 

현장 적용 및 현장 관리
생명현상 및 환경 위해성 측정 

방법의 개발 및 적용
긍정적 마인드, 책임감

심화
생명현상 및 환경공학
기술의 적용 능력

생명현상 및 환경 위해성  
평가 능력

논리적 분석 태도, 적극성

기초
생명현상 및

환경공학의 기초이론
생명현상 및 환경공학의 

기초원리 및 개요 
생명현상 및 환경에 대한 

이해력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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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운영관리 생명공학 환경관리

사육부화
경영관리

실무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경영의사결정

축산물가공 폐기물관리
위생학[필]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심화
영양학
식품생명공학
생물통계학

토양학
수질관리(1)
대기오염관리(2)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미생물학[필]
생화학
유전학[필]

유기화학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사육부화 
전문 능력

전문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위생/폐기물 
관리

경영/회계 
관리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경영의사결정
양계학

산업체현장실습(3)
폐기물관리
위생학

사육부화 
심화

환경(대기/수
질) 관리

심화

토양학
수질관리(1)
대기오염관리(1)
식품생명공학
생물통계학

사육부화 
기초

생명현상의 
이해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미생물학
유기화학
생화학
영양학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유전학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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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9학점 63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4179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기초 5 3 2 경영학과

2 선택 14400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2

1

선택 11536 경영의사결정
Decision Making of Manage
ment

3 3 실무 3 4 3 경영학과

선택 10967 영양학 Nutrition 3 3 기초 5 2 3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필수 12164 미생물학 Microbiology 3 3 기초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2169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 3 기초 5 3 2 환경생명과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009 생화학 Biochemistry 3 3 기초 5 3 2 환경생명과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
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
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4640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필수 15387 유전학 Genetics 3 3 기초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383 수질관리(1)
Water Quality Management
(1)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027 대기오염관리(1) Air Pollution Management(1)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731 생물통계학 Biostatistics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
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388 토양학 Soil Science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
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00000 양계학 Poultry Science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4729
축산물가공(캡스톤디
자인)

Processing of Livestock Pro
ducts and Experiments(capst
one design)

3 3 전문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3233 폐기물관리 Solid Waste Management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필수 12842 위생학 Hygienics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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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환경
생명

과학과

심화
(532)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고, 미생물
이 환경과 생명현상에 미치는 생화학 반응
을 이해한다. 유기 화학과 생화학, 생화학
적 이화, 동화 작용, 세포 구조, 미생물과 
효소 역학, 분자생물학, 원핵생물의 다양성
에 대한 요약도 공부한다.

Understanding comprehensive  characteristi
cs of microorganisms on the chemical reac
tion in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Top
ics discussed will include: summary of orga
nic chemistry and biochemistry, biochemica
ls, catabolic and anabolic reactions, cell str
ucture, microbial and enzyme kinetics, mol
ecular biology, prokaryotic diversity.

실무
(532)

유전학 Genetics
본 과목은 유전학의 역사, 유전법칙의 기본 
이론, 염색체의 구조, 돌연변이와 그 이용,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ing with the history of gen
etics, basic concepts in genetics, structure 
of chromosome, mutations and their use, a
nd genetic recombinations.

전문
(532)

위생학 Hygienics
질병 예방, 건강 유지·증진, 수명 연장 등
을 위한 자연과학적·사회과학적 원리를 이
해하며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 for preventin
g diseases, maintaining and promoting healt
h, and prolonging life.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환경
생명

과학과

심화
(532)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기화합물의 종류는 대
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환경 내
에 존재하면서 다른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
고 있다. 이들 유기물질들의 특성을 이해하
고 무해한 물질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유
기물질에 대한 반응 기구를 이해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유기물질의 명명법과 반응 기
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및 독성학과 관련된 환경문제
를 연구한다.

Environmental pollution is due to so many 
materials and many new chemical materials 
produced through the reaction among the 
pollutants. This subject covers environment
al organic pollution properties, reaction me
chanism and toxicity in the human living, s
o this subject is added to understand vario
us environmental problems for waste wate
r, air pollution, soil pollution and other env
ironmental properties.

심화
(532)

생화학 Biochemistry
생체 내 각종 화학 분자들의 이화 및 합성
의 반응과 경로, 또한 그 조절의 특징들을 
이해하여, 환경에  대한 생명화학적 기초와 
생명 및 환경 개발에 필요한 분자화학적 기
초를 다지게 한다.

Various in vivo chemical reactions and synt
hesis of molecules and physico path, but al
so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justment, the chemical basis of life on t
he environment and can broaden the base 
chemical molecules required for life, develo
pment a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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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부화경영관리 직무트랙(주관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532)

수질관리(1) Water Quality ManagementⅠ
수환경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각 수역의 수
질보전 방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물
의 성상, 중요성 및 수질오염문제를 이해하
고 대처할 수 있는 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수질환경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ubject is to study on physical-chemic
al properties of water, importance of water 
as resources, physicochemical waste water 
treatment, and the protection and preserva
tion of water's quality for various beneficia
l uses as basic part of water quality.

실무
(532)

대기오염관리(1) Air Pollution ManagementⅠ
대기오염의 종류와 그 영향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This subject studies the classification and e
ffects of air pollution, and the way to man
age it.

전문
(532)

토양학 Soil Science
우리의 환경에서 토양이 차지하는 위치, 토
양 안에서 일어나는 이화학적, 생물학적 과
정을 학습하고, 이러한 기초지식들을 바탕
으로 토양뿐만 아니라 생물권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자원과 대
기 관리에서 응용할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본
다.

The goal of remedial investigation/feasibilit
y studies (RI/FS) and hazardous waste clea
nup projects will be studied. Information on 
a site to consider and selection of practica
ble remedial alternatives will be discussed.

전문
(532)

양계학 Poultry Science 
양계의 품종, 번식, 생리, 영양, 위생, 질병 
등 양계 사육 기술과 관리능력을 익힌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the scie
ntific and technical education to prepare st
udents in specialized areas of poultry genet
ics, breeding, physiology, nutrition, manage
ments, and diseases. 

전문
(532)

생물통계학 Biostatistics
본 과목은  연구, 환경과 생명과학 분야에
서의 조사 및 정책 결정, 실험 등에서 중요
한 확률 이론과 통계 응용 분야를 공부한
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probability theory 
and statistical applications in research, envi
ronmental and life sciences.

전문
(532)

폐기물관리 Solid Waste Management
폐기물의 종류와 이동 처리방법의 종류 및 
공정 설계 능력을 익힌다.

Learn the types of wastes, types of mobilit
y treatment methods and process design ab
ilities.

경영
학과

실무
(53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경영마인드를 형성하
기 위한 기초적 이론 및 관련 기법들을 강
의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산
업분야의 경영마인드 형성에 기본토대를 제
공한다.

In this course will be introduced the basic 
concepts and basic skills to form business 
mind.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some 
case studies to enrich their learning.

실무
(532)

회계원리 Introduction to Accounting
회계의 조직 및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회
계정보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거
래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분류, 요약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 일련
의 과정을 강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objectives a
nd concepts of accounting, and introduces 
the accounting cycle, from transactions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
d lectures on the fundamental uses of fina
ncial statements.



1396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람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532)

경영의사결정 Decision Making of Management
본 강좌는 다양한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경
영의사결정 데이터들을 경영과학적인 사고
로 분석하고 경영현상들을 데이터에 의해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많은 경
영과학의 도구들을 습득함으로써 앞으로의 
많은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In all aspects of our lives, an amazing dive
rsity of data is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for giving insights. Business managers and 
decision makers are increasingly encourage
d to justify decisions on the basis of data. 
This course will start the students off with 
a quantitative toolkit that can be develope
d and enhanced at all stages of their care
ers.

바이오
기능성
식품
학과

기초
(523)

영양학 Nutrition

인체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관련된 
영양소의 기능 및 체내대사를 배우고 이들 
영양소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며 호르몬, 효
소, 신경 등에 의한 조절 작용 등을 공부하
여 건강과 영양대사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Nutrition as a science includes historical de
velopment of nutrition concepts, properties 
of nutrients and foods, metabolism of prote
in, fat and carbohydrate, the biological role 
of vitamins and minerals, nutrient requirem
ents during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di
etary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심화
(532)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생명현상의 유전학적 분자생물학적 기본원
리를 습득하고 생명체를 응용한 생물기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의약, 농업, 식품, 에너
지, 자원, 환경 등에 활용하는 기법을 익힌
다.

Understanding of principles of life phenom
ena and biological technology using organis
ms for the applications to medicine, agricul
ture, food, energy, resources and environm
ents.

전문
(442)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nd Exper
iments(Capstone design)

우유 및 유제품, 신선육과 가공육제품, 계란 
및 난제품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This course covers with processing of milk 
and milk products, meats and meat product
s, and eggs and egg products.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
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
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c
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
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
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
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
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olu
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esig
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lvin
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
porate practice.



1397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 융합전공(하림산학)

사육부화경영관리 직무트랙(주관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
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
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e
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en
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shi
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pl
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
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
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
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r
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v
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br
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ri
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험․
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
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e
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
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elo
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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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운영관리 직무트랙 (주관학과: 산업공학과)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경영관리

정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요청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접수 후 업무 범
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무행정 처리에 수반되는 정보 수집·분석,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베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무 문서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장실무

정의 전문가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실무능력

준거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한 현장 경험 및 지식을 이해한다.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객관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진취적인
도전의식

정의 기업의 비전과 목적 및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능력

준거
◾시장과 산업을 분석하고 경영조직을 설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전략적 사고와 기획을 할 수 있으며,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경영관리 현장실무 진취적인 도전의식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경영관리 현장실무 진취적인 도전의식

생산관리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기획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실무 팀워크기술 및 의사소통
창의적 융합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심화 공학문제 정의 및 문제해결 생산성 및 효율성분석능력 올바른 심성과 설계능력 

기초 수학, 통계, 공학지식
데이터마이닝, 최적화분석 

관리기술 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개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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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경영관리 현장실무
진취적인 
도전의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신뢰성공학 ● ◐ ◐ 3 4 3

노사관계론 ○ ● ◐ 2 2 6

기업윤리론 ◐ ● ○ 2 2 6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생산운영관리 ◐ ● ◐ 3 4 3

인간공학 ● ◐ ◐ 3 4 3

실험계획법 ● ◐ ◐ 3 4 3

디지털설계응용 ● ◐ ◐ 3 4 3

생산계획및통계 ● ◐ ◐ 3 4 3

심화

경영과학 ◐ ◐ ● 5 3 2

품질경영 ● ◐ ◐ 5 3 2

인간-기계시스템 ● ◐ ◐ 5 3 2

인적자원관리 ◐ ● ○ 4 4 2

조직구조론 ◐ ● ○ 4 4 2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IT설계응용 ● ◐ ◐ 6 2 2

작업관리 ◐ ● ◐ 6 2 2

조직행동론 ● ● ○ 6 2 2

생산운영관리 ● ◐ ○ 4 4 2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경영관리 현장실무 진취적인 도전의식

생산관리

전문
신뢰성공학
기업윤리론

노사관계론

실무

생산운영관리
인간공학[필]
디지털설계응용
생산계획및통계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실험계획법

심화
품질경영[필] 경영과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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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생산관리 
전문능력 

강화
전문

신뢰성공학
노사관계론

사료, 도계, 
육가공 등 
생산관리 

현장실무능력 
강화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생산운영관리
실험계획표
디지털설계응용

산업체현장실습(3)

생산관리 
활용기술 
심화교육 

심화

품질경영
인간기계시스템
조직행동론
생산운영관리

인간공학
생산계획 및 통제
인적자원관리
조직구조론

기업윤리론

생산관리 
기초능력 

배양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IT설계응용
경영과학
작업관리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2학점 63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진로분야 직무
수준 경영관리 현장실무 진취적인 도전의식

인적자원관리
조직구조론

인간기계시스템

기초

조직행동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IT설계응용
작업관리
생산운영관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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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선택 05233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선택 15204 IT설계응용
Appllied IT Design & Pro
gramming

3 3 기초 6 2 2 산업공학과

선택 15203 작업관리 Work Study 3 3 기초 6 2 2 산업공학과

2

선택 05233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필수 14698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3 3 심화 5 3 2 산업공학과
필수 07027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3 3 심화 5 3 2 산업공학과

선택 15016 인간기계시스템 Human-Machine System 3 3 심화 5 3 2 산업공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
l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
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143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e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필수 15216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
s Management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필수 12091 인간공학 Ergonomics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
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0970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
ement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143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e 3 3 심화 4 4 2 경영학과

선택 15207 디지털설계응용
Applied Digital Design an
d Programming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13537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15217 생산계획및통제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
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05222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선택 11538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선택 13854 신뢰성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3 3 전문 3 4 3 산업공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05222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선택 11538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3 3 전문 2 2 6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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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산업
공학과

심화
(532)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본 과목은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사결정문제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
고, 이를 수리적인 방법으로 풀어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론을 배운다. 주요 논제로는 모
델링, 경영과학방법론, 선형계획법, 수송모형, 
할당모형, 네트워크 모형, 정수계획법, 게임
이론, 동적계획법 등이 있다.

This course handle the various decision maki
ng as a mathematical tool in the industry a
nd public institution to find the optimal solut
ion. The main topics are modeling, managem
ent science, linear programming, transportati
on model, allocation model, network model, i
nteger linear programming, game theory, dy
namic programming.

실무
(343)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산업체의 생산과 관련된 시스템을 효율적으
로 설계, 운영,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전략적
으로 배우며, 생산목적인 고객만족을 경제적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활동이나, 생산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품질 좋은 제품/서비스
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을 고객이 만
족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생산 공급 할 수 있
도록 이에 필요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이와 관련된 생산과정을 운영하고 관리
하는 것을 배운다.

Efficient design, manufacturing, and improve
d production to efficiently design,  operate, 
and  improve production of  industrial produ
cts and manage the resources needed to en
sure that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need
ed at the time of production, and that the 
necessary quantities of quality products are 
needed at the time of the customer's satisfa
ction.

심화
(532)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제품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
고, 지속적 품질 개선하기 위해 통계적 이론
을 이용하여 관리도 작성 및 해석, 공정능력
분석과 품질개선기법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학
습하고, ISO인증시스템, TS 16949(자동차분야
의 품질인증시스템), 6시그마경영, 고객 지향
적 품질경영 추세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application
s of quality control techniques. Topics includ
e: total quality management; Shewhart contr
ol charts and process capability ; ISO  syste
m (TS 16949); process improvement techniqu
es(6 sigma).

실무
(343)

인간공학 Ergonomics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
보를 발견하여 이를 도구, 시스템, 과업, 직
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써 인간이 생
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인간적 이용을 
위한 설계와 작업 및 생활 조건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장치, 설비, 수순, 환경 등을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응용해본다.

It is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human's 
action, ability, limitation, special quality etc. 
and apply this in a tool, system, task, work, 
design of environment for being productive, 
safe, comfortable and usable effectively. In 
order to realize design and work for person
al utilization and optimization of conditions o
f life, it applies product, device, equipment, 
procedure, environment etc. according to int
eraction with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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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산업
공학과

기초
(622)

IT설계응용 Applied IT Design & Programming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IT응용 프로그래밍
과 시스템설계 기초교육을 수행한다.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급수준의 컴퓨터언어
를 이용하여 문제의 이해, 알고리즘 개발과 
컴퓨터프로그래밍 을 소개하며, 분류와 검색
알고리즘의 자료 표현, 자료 구조를 다룬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실습을 겸하여 현장
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과
과정을 진행한다.

Advanced IT programming and basic system 
design theory for smart manufacturing inno
vation technology. Use the high-level comp
uter language currently in place to learn h
ow to understand problems, develop algorith
ms, and learn computer skills. Free courses 
and practices of the database are carried o
ut in a high-quality curriculum that can be 
used immediately on site. Based on thoroug
h understanding of conceptual, logical, and 
physical data modeling, we learn the latest 
advanced data modeling theory, such as Ob
ject Relationship Modeling, semantic Object 
Model, and Object Oriented Data Modeling.

기초
(622)

작업관리 Work Study

작업관리의 영역은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로 
구분된다. 동작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작업방
법을 검토하여 최적의 표준화된 작업방법을 
개발하고, 시간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작업방
법에 의하여 작업수행성능의 표준시간 설정
을 학습한다. 최근에 동작연구는 방법연구로 
시간연구는 작업측정으로 불리고 있는데, 방
법연구에서는 작업 및 공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인 작업방법을 연구하며, 작
업측정은 표준시간을 포함하여 작업시간의 
측정 및 응용에 관하여 다룬다.

The area of work study is divided into moti
on study and time study. It considers the e
conomical work methods through the motio
n study, develops optimal standardized work 
methods, and studies standard time setting 
of work performance by standardized work 
methods through time study. Recently, moti
on study is called method research and tim
e study is called work measurement. In met
hod research, it is studied economical work 
method by comprehensive analysis of work 
and process, and work measurement include
s measurement and application of work tim
e including standard time.

실무
(343)

디지털설계응용 Applied Digital Design and Programming

사물인터넷과 센싱기술을 통한 새로운 4차
산업으로의 산업혁신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과 이론교육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의 제어
를 위한 제어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초 기술을 습득한다. 사물인터넷 
등 센싱기술과 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게 기
존 제품군 개발을 위한 모델링과 대용량 정
보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과 이론교육을 수
행함

The goal is to educate the understanding o
n the innovation and theoretical education 
needed to transform the industry into a ne
w fourth industry through the IoT and the 
sensing technology. it gain basic skills using 
the hardware and software of the controlle
r for controlling the system. Through integr
ation with the sensing technology, such as t
he Internet, we perform programming and t
heoretical training for developing and devel
oping existing products for development of 
existing products.

실무
(343)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

제품 및 시스템 설계를 위한 실험설계방법 Basic experimental design(Latin Square D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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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Latin Square Design, Factorial Design, Frac
tional Factorial Design, Response Surface D
esign, Taguchi Design, Conjoint Analysis)과 
계획된 실험의 분산분석방법을 다루며 Minit
ab을 활용한다.

gn, Factorial Design, Fractional Factorial De
sign, Response Surface Design, Taguchi Des
ign)and their applications to industrial probl
ems. Major topics include: principles of leas
t squares, analysis of experimental data, an
d experimental designs for product and pro
cess optimization using Minitab.

전문
(343)

신뢰성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제품수명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신뢰성 이론
에 대해 학습한다. 주요 논제로 신뢰도관리, 
신뢰도함수와 고장률, FTA/FMEA, 보전정책, 
TPM 등을 다룬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ents to the i
ssues related to the reliability Engineering s
uch as reliability management, reliability fu
nction, failure rate model, reliability data a
nalysis (FTA/FMEA),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심화
(532)

인간기계시스템 Human-Machine System

인간-기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
자에 대해 특히 이를 정보전달 과정상에서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감각적 특성과 시스템
을 둘러싼 작업 환경적 특성을 알아볼 수 
다.

It can understand special quality of working 
environment to enclose the system and hu
man’s sense by examining it in informatio
n transmission process of human specially a
bout main factors to influence Human-Mach
ine System.

실무
(343)

생산계획및통제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본 과목에서는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계획과 
생산 진행과정을 통제하는 생산 전반에 필
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
해 산업체 적용방법을 배우며 기업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생산시스템 및 자동화에 관
한 기술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동화 생산
을 금형기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produ
ction planning for product production and t
he decision-making process necessary for t
he overall production that controls the prod
uction process. Approach the production sys
tem of manufacturing activity of enterprise 
and automation technology with engineering 
methods and concentrated on the mold tech
nologies.

경영
학과

기초
(622)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내의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그리고 전체 
조직행동 등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적 실증적 배경에 대한 이론 지식을 정립하
고,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대인적 
관계요인을 설명한다.

Introduction to individual and group behavio
r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Major topics 
include personality, motivation, leadership, g
roup dynamics, and decision-making theorie
s.

심화
(442)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과 개인 및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그 내용은 인적자원관
리의 개념, 행동과학과 인적자원관리, 고용관
리, 인사고과, 교육 훈련관리, 임금관리 등이
다.

Covers selection, placement, training, and p
romotion of human resourc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lso discusses the management of manpowe
r planning, and labor relations.

심화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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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운영관리 직무트랙(주관학과: 산업공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442)

 조직 전체의 수준에 관계된 조직구조와 설
계에 관한 기본 이론, 조직의 동태적 과정과 
이에 따른 조직설계문제, 환경적응적인 조직
의 혁신 등에 관계된 이론을 학습한다.

Based upon classical and contemporary orga
nization structures and field research, this c
hair studies a 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of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impacts th
at organizations have upon individuals and s
ociety. 

전문
(226)

노사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

경영자와 노조 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
체교섭의 이념, 노동협약의 체결과 실시, 경
영참가의 이념과 운영 등 제반 문제를 한국
기업의 과거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
구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을 학습한
다.

 Industrial relations treats the future-orient
ed direc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
t through the review of the past experienc
es and cases in Korean enterprises, with th
e ideas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lab
or and management, contracting and practic
ing of labor agreement, and ideas and oper
ations of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oth
ers being dealt with.

전문
(226)

기업윤리론 Business Ethics

본 강좌는 선한 윤리적 기준과 좋은 기업 
간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와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강의내용은 윤리개념을 포
함하여 기업윤리, 우리나라의 윤리강령, 기
업의 다양한 윤리에 관한 아이디어들로 구
성된다.

This course helps identify the practical issu
es of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ethical 
dilemmas and discovering the link between 
good ethics and good business. The content
s of this lecture is are (1) the concepts of 
Ethics, (2) Business Enterprise and Ethics, 
(3) Code of Ethics in Korea, (4) Various ide
as about the ethics of business enterprise.

기초
(442)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은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변환과정의 합리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산성, 공정, 부서 
배치, 생산계획, 서비스 창구설계 등을 강의
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operations 
management. Operations, like accounting, fi
n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very orga
nization. Operations managers transform hu
man,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into 
goods and services. Hence, it is vital that e
very organization manage this resource con
vers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 effe
ctively this is accomplished depends upon t
he linkages between operating decisions and 
strategic decisions.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
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
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
ctly in business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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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
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
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
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
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
esig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
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
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
i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
e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
en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
shi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
opl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
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
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
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
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
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
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
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
험․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
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
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
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
el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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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구매 직무트랙(주관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설비구매 직무트랙 (주관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십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전공 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십

설비구매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프로젝트 구성능력 프로젝트 수행능력 기획마인드

실무 팀웍기술 및 의사소통
프로젝트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및 팀웍기술
직업윤리 및 사회적책임감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현실적 제한조건을 적극적인 정보수집,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전공 실용화

정의
전공 기초 및 심화교육을 통한 공학문제 정의, 공식화 능력, 데이터분석 능력, 도구 
활용 능력 등을 갖추어 전공지식을 실용화하는 능력

준거
◾다양한 환경에서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전공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도구활용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다.

문제해결

정의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융합교육과 팀 프로젝트를 통한 의사소통과 팀워크를 중시
하는 설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배양되는 문제해결 능력

준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계획한다.
◾의사소통과 팀워크, 보고서 작성, 발표 능력을 갖추고, 팀 구성원으로서 협동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봉사적 리더십

정의
전공기초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 자기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
여 직업윤리와 리더십을 배양하여 과제 수행을 리드하거나 조정하는 능력

준거
◾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를 스스로 찾고 역할을 분담한다.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팀을 리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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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공식화능력 고려한 설계능력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태도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

데이터분석, 설계제한

요소분석, 도구활용능력

지속적 자기계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전공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십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기계공학실험 ● ◐ ○ 3 4 3

기계공작법 ● ◐ ○ 3 4 3

인터넷마케팅 ● ◐ ○ 3 5 2

심화

열역학(2) ◐ ● ○ 5 3 2

고체역학(2) ◐ ● ○ 5 3 2

동역학 ◐ ● ○ 5 3 2

유체역학(2) ◐ ● ○ 5 3 2

공기조화시스템 ○ ● ◐ 5 3 2

열전달 ○ ● ◐ 5 3 2

기계재료 ◐ ● ○ 5 3 2

소방전기회로 ● ◐ ○ 5 2 3

전기공학개론 ● ◐ ○ 5 2 3

전기안전공학 ● ◐ ○ 6 2 2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열역학(1) ◐ ● ○ 5 3 2

고체역학(1) ◐ ● ○ 5 3 2

유체역학(1) ◐ ● ○ 5 3 2

정역학 ◐ ● ○ 5 3 2

생산운영관리 ◐ ● ○ 4 4 2

재무관리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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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전공실용화 문제해결 봉사적 리더십

설비구매

실무

기계공학실험
기계공작법
인터넷마케팅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심화

소방전기회로
전기공학개론
전기안전공학

열역학(2)
고체역학(2)
동역학[필]
유체역학(2)
공기조화시스템
열전달
기계재료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열역학(1)[필]
고체역학(1)[필]
유체역학(1)[필]
정역학[필]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설비구매 전문 
능력

전문

기계설비 
생산/가공

소방/전기 설비 기술
구매 관리 기초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기계공학실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기계공작법
인터넷마케팅

산업체현장실습(3)

기계공학 응용
생산관리 및 운영
구매 관리의 이해

심화

열역학(2)
고체역학(2)
동역학
기계재료
소방전기회로
전기공학개론

유체역학(2)
공기조화시스템
열전달
전기안전공학

기계공학 기초
기계역학의 이해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열역학(1)
고체역학(1)
유체역학(1)
정역학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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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5학점 64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필수 15462 열역학(1) Thermodynamics(1) 3 3 기초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필수 15458 고체역학(1) Solid Mechanics(1) 3 3 기초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필수 15465 정역학 Statics 3 3 기초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460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for Mechanica
l Engineering

2 2 실무 3 4 3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785 기계재료
Materials of Mechanical E
ngineering

2 2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2066 소방전기회로
Fire Protection Electric Ci
rcuit

3 3 심화 5 2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463 열역학(2) Thermodynamics(2)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459 고체역학(2) Solid Mechanics(2)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필수 15464 유체역학(1) Fluid Mechanics(1) 3 3 기초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필수 15461 동역학 Dynamics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2062 전기공학개론
Introduction of Electric E
ngineering

3 3 심화 5 2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선택 05239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
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750 유체역학(2) Fluid Mechanics(2)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783 열전달 Heat Transfer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2653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3 3 심화 6 2 2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5110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 3 실무 3 5 2 경영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
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787 공기조화시스템 Air Conditioning System 3 3 심화 5 3 2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786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 3 3 실무 3 4 3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110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 3 실무 3 5 2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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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기계
시스템
공학과

기초
(532)

열역학(1) Thermodynamics(1)

열역학의 기본 개념 및 정의를 공부하고 이
를 바탕으로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또한 엔트로피 및 엑서
지의 개념을 확립하여 열적시스템에 대한 
해석능력과 문제해결 응용력을 확립한다.

The first and second laws of thermodynami
cs are applied to closed and open systems 
and to cyclic heat engines. This includes th
e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calculating 
the properties of multiphase and single pha
se pure substances.

기초
(532)

고체역학(1) Solid Mechanics(1)

여러 가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공
학 구조물 및 각종 기계를 해석하고 설계하
는 방법을 숙지시키며, 공학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응력해석법을 함양시킨다.

Solid mechanics is a branch of applied mec
hanics that deals with the analysis and the 
technique of design for engineering structur
e and machine of various kinds of solid bo
dies subjected to various types of loading. I
t can be developed a basic technique of ap
plied analysis for a design of engineering st
ructure.

기초
(532)

유체역학(1) Fluid Mechanics(1)

유체에 적용되는 힘과 변형률의 관계, 유체
의 운동학으로부터 유체운동의 기술 및 해
석방법 등의 유체역학 부분에 대하여 다룬
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the fund
amental disciplines common to several bran
ches of fluid mechanics such as stress-strai
n relationship acts on the fluid surface, the 
analysis methods and description of fluid dy
namics. The conservation law of mass and 
momentum transfer, the basic concept of fl
uid dynamics, the fluid friction of pipe and 
duct flow are included to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to realistic problems.

기초
(532)

정역학 Statics

힘의 합성, 힘의 등가, 힘과 모멘트, 분포력, 
질점 및 강체의 힘의 평형, 트러스 구조물 
해석, 마찰, 관성모멘트 등 역학의 기초적인 
성질을 다룬다.

This subject provides the analysis ability for 
fundamental static mechanics problems by 
making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 of 
vector and force equilibrium.

심화
(532)

동역학 Dynamics

질점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뉴턴의 제2 Newton’s second law, momentum and ener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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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법칙 및 운동방정식, 에너지와 운동량방법을 
다루며, 강체에 대한 병진 및 회전 운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운동에 대한 운동법칙을 
다룬다. 회전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질량극관
성모멘트를 소개하고, 강체의 평면운동에 대
한 에너지방법과 운동량방법을 다룬다.

gy equations are stud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 for force and motion of rigid bod
y.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계
시스템
공학과

심화
(532)

열역학(2) Thermodynamics(2)

기체 및 증기 동력사이클, 냉동사이클의 이
론과 해석, 기체혼합물의 열역학적 특성 및 
해석, 기체증기혼합물의 공기조화 적용방법, 
화학반응을 통한 열에너지 발생이론 및 해
석방법 등을 다룬다.

A continuation of the thermodynamics with 
an emphasis on applications that involve the 
theory and analysis of various thermodynami
c cycles, gas-vapor mixtures (psychrometric
s), or chemically reacting gases (combustio
n).

심화
(532)

고체역학(2) Solid Mechanics(2)

조합하중이나 부정정문제의 응력/변형율과 
여러 응력/변형율의 변환 방법에 대하여 다
룬다. 보와 축의 변형을 계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하여 보와 축을 공부하며, 부정
정보의 반력을 구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A continuation of the solid mechanics with 
an emphasis on applications that involve co
mbination loads, stress and strain rate probl
ems for the various beam and shaft.

실무
(343)

기계공학실험 Experiment for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실험을 실시한다.

Fundamental experiments for mechanical en
gineering are learned by practice through e
ngineering experimental basics in this subjec
t.

심화
(532)

유체역학(2) Fluid Mechanics(2)

유체 운동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차원해석
과 상사성, 내외부 비압축성 점성유동에 대
한 기본개념과 유체기계, 개수로 유동 관류 
및 압축성 유동에 대한 응용 개념을 학습한
다.

Fundamentals of the fluid mechanics, dimen
sional analysis and similitude, internal and e
xternal incompressible viscous flow are stud
ied. Fluid machinery, flow in open channels 
and compressible flow are treated.

심화
(532)

공기조화시스템 Air Conditioning System

열역학과 열전달을 기초로 하여 냉동사이클
의 이론과 해석 및 응용을 분야와 함께 부
하해석을 기반으로 한 공기조화시스템 설계
기술에 대하여 다룬다.

Fundamentals of refrigeration theory, vapor 
compression and absorption, refrigeration co
mponents and systems, psychrometric theory, 
analysis of cooling and dehumidifying coils a
re studied.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
ms: equipment selection, system arrangemen
t, load calculations, advanced psychrometrics, 
duct and piping system design, air distributio
n system design, indoor air quality are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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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ed.

심화
(532)

열전달 Heat Transfer

열역학 및 유체역학을 기본으로 하여 열전
달의 세 가지 모드인 전도, 대류 및 복사현
상을 이해하고 각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의 유도 및 해법을 익혀서 온도분포, 
열유속 분포 등을 구하고자 하며, 이는 실제 
열유체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설계분석에 
직접 반영된다.

Three kinds of heat transfer mode are to s
tudied. Physical principles of heat conductio
n, convection and radiation are to be under
stand. Governing equations for these heat t
ransfer phenomena are derived and their s
olution techniques are learned to have tem
perature and heat flux distributions in ther
mal engineering system.

심화
(532)

기계재료 Materials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및 구조물의 유효한 재료선택과 합리
적 설계를 위한 재료의 본성을 이론적 면과 
함께 응용의 측면에서 금속재료를 중심으로 
결정구조, 소성변형, 결함과 강도, 파괴, 열
처리 및 상변태, 상태도, 강화기구, 각종 철
강재료, 주철, 비철재료 등의 기계적 성질과 
특성을 다룬다. 

This subject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
r the student to study the fundamental prin
ciples and physical behaviors of varous mat
erials of mechanical engineering. Further, t
he topics concerning to the iron, steel and 
non-ferous metal as well as the plastics, ce
ramics, and composite materials are to be l
earned, which is the basic knowledges for 
mechanical engineers.

실무
(343)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

재료를 각종의 방법으로 변형, 성형하여 실
생활에 필요한 기계, 기구들을 제작, 제조하
는 이론과 방법 및 기술을 다루는 기계공학
의 중요한 과목이다. 본 강의에서는 기계제
작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주조에
서부터 용접, 소성가공, 절삭가공, 특수가공, 
또한 ICT 융복합 지능형 생산시스템 방법에 
대하여 폭넓게 공부를 하게 된다. 

This course teaches the fundamental princip
le of manufacturing processes to produce v
arious manufactured articles, that is cast, pl
astic working, machining, and special workin
g.

경영
학과

기초
(442)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은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변환과정의 합리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산성, 공정, 부서 
배치, 생산계획, 서비스 창구설계 등을 강의
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operations 
management. Operations, like accounting, fi
n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very orga
nization. Operations managers transform hu
man,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into 
goods and services. Hence, it is vital that e
very organization manage this resource con
vers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 effe
ctively this is accomplished depends upon t
he linkages between operating decisions and 
strategic decisions. 

기초
(62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이의 효
율적 운용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find answers to 
three kinds of important corporate financial 
questions. First, what long-term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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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힌다. should the firm take on?(Capital Budgeting) 
Second, how can cash be raised for the re
quired investments?(financial decision) Third, 
what short-term investments should the fir
m take on and how should they be finance
d?(short-term finance) 

실무
(352)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그동안 인터넷 비즈니스가 실무적으로 급격
히 발전하여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비즈니스
로 대두되면서 실무가 이론을 앞서는 경향
도 있으나, 이론을 겸비하지 않은 실무는 위
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부족한 인재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터넷 마케터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본 
강의는 이에 따라  최신 이론과 실무를 동
시에 이해하게 하여, 전문적인 인터넷 마케
터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The Internet business has been rapidly gro
wn up in practical manners and taken the 
key position in global business. While it is t
rue that some practices go further than the
ories, it is more likely that any practice wit
hout theoretical bases will be risky. It is als
o well accepted that Internet marketers ar
mored with theories and practices are the 
most needed in the modern Internet busines
s arenas. The Internet Marketing course, th
us, focuses on fostering professional Interne
t marketers by explaining the newest theori
es and practices of the field.

소방
안전

공학과

심화
(523)

소방전기회로 Fire Protection Electric Circuit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전기회로하고 하는데 
소방과 관련된 전기회로를 배운다. 내용으로
는 패러데이의 법칙 (같은 전기량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그 물질의 화학당량
에 비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전류에 
의한 자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렌츠의 
법칙 (전자유도에 의하여 생기는 기전력은 
자속변화를 방해하는 전류를 발생시키는 방
향으로 생긴다.), 펠티에 효과 (두 종류의 금
속으로 폐회로를 만들어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점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현상), 제백 효
과 (다른 종류의 금속으로 된 폐회로에서 두 
접합점의 온도차가 발생하는 현상).

An fire electric circuit is an electrical circui
t that also contains active electronic device
s such as transistors or vacuum tubes. Elec
tronic circuits can display highly complex b
ehaviors, even though they are governed b
y the same laws as simple electrical circuit
s. Electronic circuits can usually be categori
zed as analog, digital, or mixed-signal (a co
mbination of analog and digital) electronic c
ircuits.

심화
(622)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전기안전의 개념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지
식을 학습한다. 본 과정에서는 감전 사고의 
예방, 전기설비의 작업 안전, 전기화재 예방, 
정전기 재해 및 예방, 자동화 설비의 안전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basic knowledge for a c
oncept analysis of electrical safety. In th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t prevention of 
electric shock accident, work safety of elec
trical device, electricity fire prevention, ele
ctrostatic disaster and prevention, automatio
n equipment, etc.

심화
(523)

전기공학개론 Introduction of Electric Engineering

전기 전자의 기초적인 이론을 배운다. 모든 
소방시설은 전기회로를 이용하여 제어하거
나 작동신호를 보내고 있고 다른 설비와 연

Electronic discipline that deals with the beh
avior and effects of electrons (as in electro
n tubes and transistors) and with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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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구매 직무트랙(주관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동되도록 하고 있다. 경보설비의 이해는 물
론 건축방재설비와 연동을 이해하는데도 필
수적이다. 이에 덧붙여서 회로이론, 전자회
로, 반도체전자공학, 광전자공학, 자동제어개
론, 신호 및 시스템, 정보통신, 전자장, 레이
저전자공학, 로봇공학, 초고주파공학, 인공지
능 등의 기본적인 이론등도 습득한다.

devices, systems, or equipment. In many are
as, electronic engineering is considered to b
e at the same level as electrical engineerin
g, requiring that more general programs be 
called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
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
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
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
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
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
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
e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
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
esig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
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
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
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e
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en
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shi
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pl
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
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
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
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
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
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
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
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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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
험․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
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
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
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
el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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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략 직무트랙(주관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전략 직무트랙 (주관학과: 컴퓨터공학과)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설계

정의 정보 기술 분야의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능력 배양

준거
◾정보전략 문제에 대한 분석, 설계 도구 사용 능력을 갖춘다.
◾실무에서 주어진 목표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능력이 있다.

의사소통

정의 팀워크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

준거
◾팀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한다.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문제해결
실무 수행

정의 정보전략의 기초 및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배양

준거
◾수학, 기초과학 및 정보전략 분야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논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설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실무 수행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설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실무 수행

정보전략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정보전략 문제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문서화
시스템 구성 요소를

개발 및 통합하고 평가
자신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적 자기계발

실무 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을 이해

심화 공학문제정의 및 공식화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한 설계
공학적 해결방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기초
수학, 기초과학, 공학 지식

및 정보기술 응용
설계제한 요소분석, 

데이터분석, 도구 활용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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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설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실무 수행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인공지능 ◐ ● ○ 3 6 1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 ○ ◐ 3 5 2

소프트웨어공학 ◐ ◐ ○ 4 3 3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공학과) ● ○ ◐ 3 5 2

심화

웹프로그래밍(컴퓨터공학과) ◐ ○ ◐ 3 5 2

서버관리 ● ○ ◐ 4 4 2

데이터베이스 ● ○ ◐ 4 3 3

이동통신 ◐ ○ ● 5 3 2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자료구조 ◐ ○ ● 6 3 1

논리회로 ◐ ○ ● 5 3 2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설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실무 수행

정보전략

실무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소프트웨어공학[필]

인공지능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공학과)

심화
데이터베이스[필]
웹프로그래밍(컴퓨터공학)

서버관리
이동통신

기초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자료구조[필]
논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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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능력

전문

종합적 설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웹프로그래밍(정보)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정보 기술 
활용 능력

심화
웹프로그래밍(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서버관리

이동통신

기초 이론 및 
전공 이해 

능력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자료구조
논리회로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9학점 45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필수 08075 자료구조 Data Structure 3 3 기초 6 3 1 컴퓨터공학과

2

선택 07142 논리회로 Logic Circuit 3 3 기초 5 3 2 컴퓨터공학과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0738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Micro Processor and Pra
ctice

3 3 실무　3 5 2 정보통신공학과

선택 09568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실무 3 5 2 정보통신공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
l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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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선택 14188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3 심화 3 5 2 컴퓨터공학과
선택 14187 서버관리 Server Management 3 3 심화 4 4 2 컴퓨터공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
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필수 0878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 3 심화 4 3 3 컴퓨터공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
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06390 이동통신 Mobile communications 3 3 심화 5 3 2 정보통신공학과
필수 05541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 3 실무 4 3 3 컴퓨터공학과

선택 05128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 3 실무 3 6 1 컴퓨터공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컴퓨터
공학과

기초
(631)

자료구조 Data Structure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데이터 객체 표
현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들인 배열, 스
택, 큐, 연결리스트, 트리, 그래프 등을 다루
고, 이러한 데이터 구조들의 응용방법과 최
근의 고급 데이터 구조들을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d
ata structures necessary for solving compute
r-oriented real problem and principles and t
echniques for specifying algorithms. The int
eresting topics will include the following; arr
ays, stacks, quenes, linked lists, trees, graph
s, sorting, hashing, and AVL trees. The reco
mmended prerequisite course for this study 
might include Discrete Structure and C-lang
uage.

심화
(433)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
이스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한다. 데이터베이
스의 개념, DBMS, Data Model, 관계 데이터
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고급
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복, 병행제어, 객체지
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overall contents of d
atabase including the concept of database, 
DBMS, Data Model, the structure of relation
al database, operation, query languages, the 
normalization and the design of database. F
urthermore, we study some advanced steps i
ncluding the query language processing, rec
overy, concurrency control, objected-oriente
d database.

실무
(433)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재사용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학적 접근법과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This course introduces the overall process o
f software development such as requirement 
acquisition/definition, specification, design,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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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등을 학습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에 
대한 이해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소프트웨
어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다룬다.

plementation, verification/ validation, confor
mance testing and maintenance, and handles 
a number of technical issues employed in ea
ch step. Additionally, the lectures on SPICE 
and CMM, which reflect the importance of s
oftware process today, are given. Other tren
dy issuses such as usability engineering, S/W 
reuse and CASE are also offered.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컴퓨터
공학과

기초
(532)

논리회로 Logic Circuit

MSI, LSI를 이용한 레지스터 논리부와 카운
터와 메모리 설계 레지스터 전송논리를 이
용한 프로세서의 설계를 다루며, ROM, PLA
에서의 설계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IC의 종
류 및 특성, 조합회로, 순차회로의 종류를 
다룬다.

This class explains how to the design the r
egisters using MSI and LSI, as well as the d
esign of the counter, the memory, encoder, 
decoder, the processor, ROM, RAM, and PL
A. It also covers the type of flip-flops, com
binational circuit, and sequential circuit.

심화
(35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웹 서비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
인 웹 문서의 작성 기술들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HTML, Javascript와 같은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웹 프로그래밍 기술과 PHP(또는 A
SP)와 같은 서버쪽에서의 기본적인 웹 프로
그래밍 기술들에 대해 공부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basic concept 
of web service and study methods for writi
ng basic web documents. Also we study clie
nt-side web programming techniques such a
s HTML, Java Script and server-side web p
rogramming techniques such as PHP or AS
P. 

심화
(442)

서버관리 Server Management

MS-Windows 서버와 유닉스/리눅스 서버 관
리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파일시스템의 보안
을 소개하고 서버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The courses offers both MS-Windows server 
and Unix/Linux server. Especially security as
pect of NTFS and Ext3 will be covered. Ma
nagement capability for the server will be 
enhanced.

실무
(361)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명제 및 술어논리와 
비단조 논리, Lisp 언어, 지식의 표현방법, 
각종 탐색기법, 버전 공간과 결정트리, 귀납
과 연역 학습이론, 불완전한 정보에서의 계
획수립, 불확실성, 영상이해, 자연언어 처리
의 이론 배경을 습득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foundation of theory 
and introduction of advanced topics. Detaile
d subjects for theory are problem represent
ation in state space, search strategy includi
ng breadth first search, depth first search a
nd heuristic search and knowledge represen
teation methods such as using predicate logi
c, resolution and using rules. Advaced topics 
planning system (STRIPS), neural network a
nd fuzzy techniques such as percep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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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hopfield network with learning methods, co
mputer vision techniques such as image rep
resentation, edge detection, line and curve 
detection are also introduced.

정보
통신

공학과

실무
(352)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Micro Processor and Practice

마이크로컴퓨터의 기본구조, 동작원리, 상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종류와 특징 등을 배우
며 마이컴 응용회로 H/W 제작과 C 언어를 
사용하여 마이컴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LED 제어, 7 세그멘트 제어, LCD 
제어, 모터 제어, 인터럽트, 타이머/카운터, 
시리얼 통신 등을 실험실습하며 공부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basic structure of m
icrocomputer, its operation principle, and ch
aracteristics of commercial microprocessor. 
The students will study processor programmi
ng using C language. in addition, they will 
also perform programming exercises for LE
D control, 7 segment control, LCD control, 
motor control, interrupts, timer / counter, a
nd serial communication.

실무
(352)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웹상에서 응용 가능한 기초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기초 웹 프로그램 언어로서 HTML, 
웹 툴 등을 배워서 홈 페이지를 만들고 각
종 기술을 터득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build the  devel
opment environment for web programming 
and practice web programming based on H
MTL and jsp.

심화
(532)

이동통신 Mobile communications

본 교과목에서는 무선통신, 이동통신의 기
초, 셀룰러 이동통신, 페이딩 대처기술, 다원
접속방식을 이용한 이동통신 등에 관해 공
부한다.

This course covers various topics on the wi
reless communication, such as the basics of 
mobile communication, the cellular mobile c
ommunication, the fading in the wireless co
mmunication, and the mobile communication 
using multiple access methods.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
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r
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
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
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
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
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
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olu
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esig
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lvin
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
porate practice.

기초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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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226)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
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
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e
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e
n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s
hi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
pl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
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
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
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
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
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
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
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험․
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
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
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
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el
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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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직무트랙 (주관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품질관리

정의
식품회사의 생산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품 품질에 관한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제품의 품질, 성분 분석, 미생물 분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수행 능력을 함양한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기적 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연구기획

정의 식품회사의 사업분석, 사업기획, 기술분석, 연구기획 등에 필요한 능력

준거
◾현 사업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제품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분석, 연구기획 능력을 함양한다.

제품개발
정의

식품회사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 기존제품의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상품의 정의, 상품의 개발과정, 포장, 마케팅에 관련된 전반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품질관리 연구기획 제품개발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품질관리 연구기획 제품개발

제품개발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가공특성, 재료물성,

기획 및 전략

기기분석, 상품개발,

트렌드분석

기획마인드, 도전적 태도,

협업적인태도

실무 응용이론, 현장관리 이론응용능력, 현장적용 업무 책임감, 객관적 태도

심화
기술이론, 법규의 이해,

실험이론
기기조작, 생산과정이해

자신감, 응용력,

협동적인 태도

기초 식품관련기초이론 식품의 이해
호기심, 관찰력,

집중력 있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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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품질관리 연구기획 제품개발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식품위생법규 ● ● ● 5 3 2

발효공학 ◐ ◐ ● 4 4 2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 ◐ ● 4 4 2

효능안전성검사 ● ● ◐ 4 4 2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식품가공(바이오) ● ◐ ● 4 4 2

식품분석및실험 ● ● ◐ 4 4 2

발효미생물학및실험 ● ● ◐ 4 4 2

기기분석및실험 ● ● ◐ 3 5 2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디자인) ● ◐ ● 2 4 4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인) ◐ ◐ ● 4 4 2

심화

식품화학 ● ● ● 5 3 2

식품생명공학 ● ● ◐ 5 3 2

식품위생학 ● ○ ○ 6 2 2

실험조리(한식) ● ◐ ● 4 4 2

식품과영양학 ● ○ ○ 4 3 3

전통발효식품실습 ◐ ◐ ● 4 4 2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식품가공(한식) ● ◐ ● 5 3 2

조리과학(외식) ● ● ● 5 3 2

영양학(바이오) ● ◐ ● 5 2 3

식품학 ● ● ● 7 1 2

생화학 ● ● ● 5 3 2

영양학(한식) ● ◐ ● 7 1 2

조리과학(한식) ● ● ● 6 2 2

식품위생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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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품질관리 연구기획 제품개발

제품개발

전문 효능안전성검사

제품개발
식품위생법규
발효공학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실무

식품가공(바이오)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식품분석및실험
기기분석및실험
발효미생물학및실험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
(캡스톤디자인)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인)

심화
식품생명공학
식품위생학
식품과영양학

식품화학
실험조리(한식)
전통발효식품실습

기초

식품위생
식품가공(한식)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기업컴퓨터실무
조리과학(외식)
영양학(바이오)
식품학
생화학
영양학(한식)
조리과학(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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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0학점 96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신제품개발 
및 상품화 
실무능력 

강화

전문

발효공학
축산물가공 (캡스톤디자
인)
기기분석및실험
효능안전성검사

제품개발 
실무능력 

배양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식품가공(바이오)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식품분석및실험
발효미생물학및실험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
(캡스톤디자인)

산업체현장실습(3)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
인)

제품개발을 
위한 

식품가공 및 
관련법규 

이해

심화
영양학(바이오)
식품화학

식품생명공학
식품위생학(외식)
실험조리(한식)
식품위생법규(바이오)
식품과영양학
전통발효식품실습(한식)

식품분야 
제품개발 
기초능력 

배양

기초
조리과학(외식)
식품학(한식)

기업컴퓨터실무
생화학
영양학(한식)
조리과학(한식)
식품위생

식품가공(한식)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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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2
선택 15098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3 3 기초　5 3 2 외식산업학과
선택 08434 식품학 Food Science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2

1
선택 10967 영양학 Nutrition 3 3 기초 5 2 3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860 생화학 Biochemistry 3 3 기초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09005 영양학 Nutrition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472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86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08999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3 3 기초 6 2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4631 식품위생 Food Sanitation 3 3 기초　6 2 2 한식조리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
bl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0966 식품분석및실험
Food analysis & Experi
ments

3 3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4640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386 발효미생물학및실험
Fermentation Microbiolog
y and Experiments

3 4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884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3 3 심화　6 2 2 외식산업학과

선택 08978 실험조리
Experimental Cooking Pr
actice

3 4 심화 4 4 2 한식조리학과

선택 14721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기초 5 3 2 한식조리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
r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4394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
스톤디자인)

Agricultural Foods Proce
ssing Experiments(Capsto
ne design)

3 4 실무 2 4 4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4641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3 3 전문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097 식품과영양학 Food and nutrition 3 3 심화　4 3 3 외식산업학과

선택 11487 전통발효식품실습
Traditional Fermented F
ood Practice

3 4 심화 4 4 2 한식조리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community & Professio
n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1386 발효공학 Fermentation Technology 3 3 전문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4729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
인)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nd Experiment
s(capstone design)

3 4 전문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754 기기분석및실험
Instrumental Analysis an
d Experiments

3 3 실무 3 5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4316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
인)

Traditional Food Develop
ment(capstone design)

3 4 실무　4 4 2 한식조리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1392 효능안전성검사
Test of Food Function a
nd Safety

3 3 전문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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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바이오
기능성

식품학과

실무
(44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수.축산물의 원료 특성과 가공에 따른 변
화, 물성 등의 기본원리를 이해토록 하여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킨다.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hanges,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
o material features, processing of produce
s, marine products, stock farm products.

전문
(442)

발효공학 Fermentation Technology

발효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며 발효기에 
의해 생성된 균체 및 대사물 등의 발효 산
물을 회수하는 방법과 이들을 순수하게 정
제하여 제품화하는 방법을 터득케한다.

Principles of fermentation and production p
rocesses of various industrial products are 
understood. This subject describes in detail 
about the technological aspects of some fe
rmentation processes including recovery an
d purification process of products.

실무
(244)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디자인)
Agricultural Foods Processing Experiments
(Capstone design)

농산식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가공방법 및 기술, 가공식품의 품질측정에 
관한 원리를 배우며 가공 및 저장 시 농산 
및 식량자원의 영양학적 가치 및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을 습득하고 관련된 실험 실습
을 행한다. 

Understanding of scientific principles to de
velop new or better ways of preserving, p
rocessing, packaging, storing, and delivering 
of agricultural food products and technique
s to improve nutritional quality of agricultu
ral food products in processing and storag
e, It also includes its experiments.

전문
(442)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nd Exper
iments(Capstone design)

우유 및 유제품, 신선육과 가공육제품, 계란 
및 난제품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This course covers with processing of milk 
and milk products, meats and meat product
s, and eggs and egg products.

기초
(523)

영양학 Nutrition

인체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관련된 
영양소의 기능 및 체내대사를 배우고 이들 
영양소의 상호 관계를 검토하며, 호르몬, 효
소, 신경 등에 의한 조절 작용 등을 공부하
여 건강과 영양대사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Nutrition as a science includes historical de
velopment of nutrition concepts, properties 
of nutrients and foods, metabolism of prote
in, fat and carbohydrate, the biological role 
of vitamins and minerals, nutrient requirem
ents during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di
etary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심화
(532)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 구성성분의 구조 및 성질과 이들 성분 
간의 반응 등 가공 조작 중 발생하는 화학 
변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개발 식품의 
조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한다.

Can be optimum to the composition of dev
elopmental foods learned from the knowled
ge toward chemical change occurring the p
rocessing manufacturing, the structure and 
the nature of food constituents, the reactio
n between this constitu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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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442)

식품분석및실험 Food analysis & Experiments

식품의 성분을 분석의 방향, 각종 분석기술 
이용법, 분석기기 활용법 등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식품분석 지침이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익히며 
관련된 실험을 행한다.

Can be carry out the connected experimen
ts and get graining in the techniques obtai
ned an essential informations to contents b
eing determined a guide of food analysis, t
heoretically learning the direction of analys
is with food components, all sorts of analy
sis technique how to use, an application of 
analysis instrument etc..

전문
(532)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식중독 미생물,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한 지식과 이들의 검사방법을 강의하여 
식품개발에 필요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개
념을 주입시키며 식품의 원료, 가공, 공중보
건, 환경 등 식품에 관련된 국내외법과 건
강기능식품법 등을 이해토록 하여 제품 개
발 및 생산에 따른 법적 규제를 알도록 한
다.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above the f
ood hygiene, the food poisoning microbes, 
the heavy metal, the environmental polluta
nts and the food additives etc., and of the 
legal controls among the development and 
the production of manufactured goods inclu
ding the related law in the inside and outsi
de of the country and a health functional 
food being connected with food safety.

기초
(532)

생화학 Biochemistry

생체내 각종 화학 분자들의 이화 및 합성의 
반응과 경로, 또한 그 조절의 특징들을 이
해하여, 건강에 대한 영양화학적 기초와 식
품 개발에 필요한 분자화학적 기초를 다지
게 한다.

Biochemistry focused on the introduction to 
the metabolism of proteins, carbohydrates 
and lipids and their metabolic relationships 
with biophysical and molecular biology appr
oaches. 

심화
(532)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생명현상의 분자생물학적 기본원리를 습득
하고 생명체를 이용한 생물기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특별히 식품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될 수 있는 기술과 최신 정보를 습득하
고 응용방법을 배운다.

Understanding of principles of life phenome
na and biological technology using organism
s specially for the recent information and a
pplication to foods and its related fields.

실무
(442)

발효미생물학및실험 Fermentation Microbiology and Experiments

전통 발효식품과 더불어 요구르트, 치즈 등
과 같은 낙농발효식품 등에 관여하는 발효
미생물의 특성과 응용방법을 이해하고 기초
적인 미생물의 분리, 배양, 보존 방법 등을 
실습하고 이를 이용한 발효기술능력을 습득
한다.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ap
plications of microbial fermentation involvin
g traditional fermented foods, in addition t
o dairy fermented foods, such as yogurt, c
heese, and practice the separation, culture, 
preservation methods of the microorganism
s, and acquire basic technical fermentation 
skills with them.

실무
(352)

기기분석및실험 Instrumental Analysis and Experiments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시료인 물질의 물리적
이고 화학적인 특성을 검출하고 측정하는 
물리화학적 분석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Understand the physical and chemical analy
sis principles and methods for detecting an
d measur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
racteristics of the sample of material b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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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the analysis device.

전문
(442)

효능안전성검사 Test of Food Function and Safety

식품이 나타내는 각종 건강증진 효과를 탐
구하는 기법을 공부하고 이러한 기능성 물
질을 분석 탐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Principles of analysis and test for food func
tions are studied. Basic knowledge of toxicit
y tests for functional foods also are provide
d.

한식조리
학과

심화
(442)

전통발효식품실습 Traditional Fermented Food Practice

전통발효식품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 및 저
장식품의 종류, 가공 및 저장의 식품학적 
원리, 가공저장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해 배
우며 이를 실습한다.

Covers principles and methods of food proc
essing and preservation in order to utilize a
gricultural products effectively including tra
ditional fermented food, and to develop ne
w food products with increased storage, saf
ety, commerciality, preference and quality.

실무
(442)

식품상품개발(캡스톤디자인)
Traditional Food Development(capstone desig
n)

새로운 식품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본 이
론과 지식을 이해하고, 상품 아이디어의 개
발, 컨셉 기획, 가격 결정, 브랜드, 포장, La
belling 등의 상품 구성 요소, 제품 마케팅 
등 아이디어에서 제품개발, 상품화까지의 
과정을 학습하고 시제품을 제작한다. 과목
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리 과정, 
식품 가공 이론, 식품 위생 등에 대한 기초
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tradi
tional food development related to the pro
cess and merchandising of the food produc
ts.

기초
(712)

식품학 Food Science

식품의 일반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조리 중
에 일어나는 물리, 화학적 변화 및 조리와 
식품가공에 관련된 식품학적 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Provid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ods, p
hysicochemical changes and functional prop
erties of food durings food preparation and 
processing.

기초
(712)

영양학 Nutrition

각종 식품 속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기
능을 이해하고 이를 음식의 조리 및 식생
활, 건강 유지에  적용하도록 한다.

Study in digestion, absorption, metabolism a
nd functions of nutrients, which are essenti
al to human lives, in connection with one's 
diet.

기초
(622)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음식의 조리과정 중에 발생하는 변화를 과
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재료 식품의 성
분, 구조와 조직,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대
하여 학습한다.

Provide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m
position of foods, changing structures and 
physical 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oking 
process.

심화
(442)

실험조리 Experimental Cooking Practice

표준 조리법 개발을 위한 실험 조리 설계, 
조리법에 따른 조리 단계별 변화 및 결과 
차이의 관찰, 최적 조리법 도출을 통해 메
뉴 및 신규 상품 개발에 필요한 조리 과학

Provides basic knowledge for research on 
cookery science and experimental cooking 
practice. Also covers experimental cooking 
design for developing standardized 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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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식과 실험 기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stepwise changes according to the diverse 
cooking method and optimal processing met
hod for the newly developed menus and fo
od products.

기초
(622)

식품위생 Food Sanitation

식품의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
이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
의 안정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 위생 지식과 수단을 공부하고 이
와 관련한 위생 법규의 내용과 적용에 대해 
학습한다.

Provides basic principles of food sanitation 
for ensuring the safety, wholesomeness, an
d soundness of food at all stages from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final consumption. Also covers food sanitati
on codes and their adaptations in restauran
t business.

기초
(53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수.축산물의 원료 특성과 가공에 따른 기
본원리를 이해토록 하며 각 관련 학문과 연
계, 종합함으로써 가공제품 생산에 따른 총
체적 지식을 함양토록 하며 가공제품을 만
드는 과정에서 변화의 기본원리를 이해토록 
하며 제품개발의 기초개념을 갖도록 한다.

Covers principles and methods of food proc
essing and preservation in order to utilize a
gricultural products effectively including tra
ditional fermented food, and to develop ne
w food products with increased storage, saf
ety, commerciality, preference and quality.

외식산업
학과

기초
(532)

조리과학 Culinary Science

식재료의 특성과 영양성분, 조리 시 일어나
는 과학적인 원리와 적용 음식을 다루며, 
실생활에 유용한 식품 조리 관련 용어와 조
리 상식과 관련된 학습을 한다.

Characteristics of foods ingredients and nut
ritional content, and the scientific applicati
on of scientific principles and foods that o
ccur during cooking, food preparation and 
related useful in real life associated with l
earning and cooking common sense.

심화
(622)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식품의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
이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
의 안정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 위생 지식과 수단을 공부하고 이
와 관련한 위생 법규의 내용과 적용에 대해 
학습한다.

Provides basic principles of food sanitation 
for ensuring the safety, wholesomeness, an
d soundness of food at all stages from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final consumption. Also covers food sanitati
on codes and their adaptations in restauran
t business.

심화
(433)

식품과영양학 Food and nutrition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인 
당질,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의 
기능과 함유식품, 결핍증, 과잉증에 대한 기
초 이론을 습득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
로 영양관리와 식품안전관리,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The most basic nutrients to stay healthy c
arbohydrates, proteins, fats, minerals, vitam
ins, and water features containing food def
iciency, and learn basic theory of the exce
ss symptom.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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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
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배운다.

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
t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
e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
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
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
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
l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
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
s th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esig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
n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
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
림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
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
re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
ten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
urshi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pl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
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
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
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
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
p'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
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
nd li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
ld, A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
ve Ha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
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
험․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
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
s-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
ct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
en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
evel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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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직무트랙 (주관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2] 전공능력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식품가공제조 식품분석 및 품질관리 효능안전성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식품가공제조 식품분석 및 품질관리 효능안전성

품질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농식품 관련 분야

연구개발의 기본 원리,

기능성 소재 개발 원리 

농식품의 영양과 효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법, 기능성 식품 

및 소재의 실용화 기술

창의적 연구개발 마인드, 
자연친화적 접근, 

융복합적 글로컬 마인드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식품가공제조

정의
농식품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제조 가공 및 생산과 제품화 등의 실무적인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전문적 이론에 식품제조생산에 관한 실무능력을 적용한다.
◾실험실습과 실무교육을 통해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능력을 갖춘다.

식품분석 및 
품질관리

정의
농식품산업분야에 필요한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성분분석과 품질관리 등의 실무
적인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전문적 이론에 식품분석과 품질관리의 실무능력을 적용한다.
◾실험실습과 실무교육을 통해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능력을 갖춘다.

효능안전성

정의
기능성식품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효능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실무적인 역량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전문적 이론에 주요성분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실무능력을 적용한다.
◾실험실습과 실무교육을 통해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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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실무

농식품 소재 생산 및 가공 원리, 

기능성 분석 및 평가 원리, 
실전 창업 개요

농식품 가공제조,

디자인 및 분석 기술, 

효능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 기술

실용적이고 실무적 관점으로 
관찰 및 적용능력, 

사용자 중심의

실전형 체험학습 능력   

심화

농식품의 응용지식, 

기능성 식품 및

소재 관련 실용 지식

농식품 소재 이용기술, 

기능성 식품가공 및 응용 기술

과학적인 사고방식과접근법, 
실험실습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논리적 분석능력 

기초

생명과학 관련 기초이론, 

건강 및 농식품분야의 
기본지식

생명현상의 기초 원리, 

농식품 관련 응용 분야의 개요

기초 원리에 대한 탐구태도, 

자연법칙에 대한 이해력

전문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식품가공제조
식품분석 및 
품질관리

효능안전성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식품위생법규 ○ ◐ ● 5 3 2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 ◐ ○ 4 4 2

효능안전성검사 ○ ◐ ● 4 4 2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식품가공 ● ◐ ○ 4 4 2

식품분석및실험 ○ ● ◐ 4 4 2

식품화학 ◐ ● ◐ 5 3 2

식품미생물학 ● ◐ ◐ 5 3 2

식품생명공학 ● ○ ◐ 5 3 2

품질경영 ○ ● ◐ 3 4 3

심화

미생물학 ○ ● ◐ 5 3 2

영양학 ○ ◐ ● 5 2 3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인체생리학 ○ ◐ ● 5 2 3

생산운영관리 ● ◐ ○ 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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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식품가공제조 식품분석 및 품질관리 효능안전성

품질

전문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식품위생법규[필]

효능안전성검사[필]

실무
식품가공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식품분석및실험[필]

심화
식품미생물학[필]
식품생명공학

식품화학
품질경영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생산운영관리

미생물학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인체생리학
영양학

[8] 교육과정 이수체계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2학점 51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바이오·식품
소재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 식품위생법규

축산물가공
효능안전성검사

바이오·식품 
분석기술

실무
식품가공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식품분석및실험

산업체현장실습(3)

식품과 생명
과학의 이해 

기업윤리
심화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생명공학
품질경영

생명현상의 
이해

생산운영관리 
및 품질경영

기초 인체생리학

미생물학
영양학
기업컴퓨터실무
생산운영관리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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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2 선택 12546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 3 기초　5 2 3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2

1
선택 12827 미생물학 Microbiology 3 3 기초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967 영양학 Nutrition 3 3 기초 5 2 3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086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472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3 3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필수 10965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3790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기초 4 4 2 경영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
l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4640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3 3 심화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필수 10966 식품분석및실험
Food analysis & Experim
ents

3 3 실무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
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필수 14641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3 3 전문 5 3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5114 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3 3 심화 3 4 3 경영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
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4729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
인)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nd Experiment
s(Capstone design)

3 3 전문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필수 11392 효능안전성검사
Test of Food Function a
nd Safety

3 3 전문 4 4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바이오
기능성

식품학과

심화
(532)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식품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특성과 식품 
성질과의 관계 등을 습득시키고 이들을 제
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강의한다.

Introduction to the microbiology of raw ma
terials and finished food products. Characte
ristic microbial composition of certain foods 
are understood on the basis of microbial s
ource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param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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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rs of foods. 

실무
(442)

식품분석및실험 Food analysis & Experiments

식품의 성분을 분석의 방향 각종 분석기술 
이용법, 분석기기 활용법 등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분석지침이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익히며 관련된 
실험을 행한다.

This course offers a guide of food analysi
s, theoretically learning the direction of an
alysis with food components, and how to u
se, analytical instruments etc.

전문
(532)

식품위생법규 Food hygiene and laws

식중독 미생물, 중금속, 환경오염물질, 식품
첨가물 등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한 지식과 이들의 검사방법을 강의하여 
식품개발에 필요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개
념을 주입시키며 식품의 원료, 가공, 공중보
건, 환경 등 식품에 관련된 국내외법과 건
강기능식품법 등을 이해토록 하여 제품 개
발 및 생산에 따른 법적 규제를 알도록 한
다.
특징: 주조사, 영양사, 식품제조기사 자격증
관련교과목

This course is intended to introduce the le
gal controls among the manufactured goods 
development and the production understand
ing the law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
e country and a health functional food law 
and the concept of food safety for food d
evelopment, giving a lecture on this inspec
tion methods and the knowledge with an it
ems begin to the problems above the food 
hygiene the food poisoning microbes, the h
eavy metal,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t
he food additives etc.

전문
(442)

효능안전성검사 Test of Food Function and Safety

식품이 나타내는 각종 건강증진 효과를 탐
구하는 기법을 공부하고 이러한 기능성 물
질을 분석 탐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Principles of analysis and test for food fun
ctions are studied. Basic knowledge of toxi
city tests for functional foods also are pro
vided.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바이오
기능성

식품학과

기초
(523)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인체의 각 조직 기관의 정상 기능과 중요기
관의 생리작용 즉, 호흡, 소화, 혈액, 순환
기, 신경, 감각기관 등의 기능에 대한 개요 
및 중요영양소의 생리학적 기능과 체온조절 
등을 강의한다.

Human physiology is a study about how hu
man beings function, it includes the physic
al and chemical principles governing excha
nge of gas, digestion and absorption, circul
ation of blood, excretion, muscular contract
ion, cell motility, heat production and temp
erature regulation, water and solution bala
nce, reproduction, neural processing and be
havior, chemical messenger and regulator, 
and sensory mechanism. 

기초
(532)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명명법, 분류, 형태, 생리, 유전, 
성장 등의 기본적 지식과 질병과의 관계, 

Introduction to microbiology. This Course c
overs fundamentals of morphology, physi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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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발효 및 산업적 이용 등의 응용적 지식을 
습득케 하며 관련된 실험을 행한다.

gy, growth, genetics, and taxonomy of bact
eria and related microorganisms. A brief in
troduction to their role in industry, agricult
ure and biotechnology is also given.

기초
(523)

영양학 Nutrition

인체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관련된 
영양소의 기능 및 체내대사를 배우고 이들 
영양소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며 호르몬, 효
소, 신경 등에 의한 조절 작용 등을 공부하
여 건강과 영양대사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Nutrition as a science includes historical de
velopment of nutrition concepts, properties 
of nutrients and foods, metabolism of prote
in, fat and carbohydrate, the biological role 
of vitamins and minerals, nutrient requirem
ents during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di
etary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심화
(532)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구성 성분의 구조 및 성질과 이들 성분 
간의 반응 등 가공 조작 중 발생하는 화학
변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켜 개발식품의 
조성을 최적화 할 수 있게 한다.

Can be optimum to the composition of dev
elopmental foods learned from the knowled
ge toward chemical change occurring the p
rocessing manufacturing, the structure and 
the nature of food constituents, the reactio
n between this constituents etc.

실무
(442)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수․축산물의 원료 특성과 가공에 따른 변
화, 물성 등의 기본원리를 이해토록 하여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킨다.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hanges,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
o material features, processing of produce
s, marine products, stock farm products.

심화
(532)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생명현상의 유전학적 분자생물학적 기본원
리를 습득하고 생명체를 응용한 생물기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의약, 농업, 식품, 에너
지, 자원, 환경 등에 활용하는 기법을 익힌
다.

Understanding of principles of life phenom
ena and biological technology using organis
ms for the applications to medicine, agricul
ture, food, energy, resources and environm
ents.

전문
(442)

축산물가공(캡스톤디자인)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nd Exper
iments(Capstone design)

우유 및 유제품, 신선육과 가공육제품, 계란 
및 난제품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This course covers with processing of milk 
and milk products, meats and meat product
s, and eggs and egg products.

경영
학과

심화
(343)

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종합적 품질경영(TQM)은 기업경쟁력의 우
위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등
장하게 되었는데 전통적 품질관리와 TQM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ISO 9000시리즈가 TQM
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대해서 공부
한다.

This course attempts to study the tactical 
and strategic issues defining, measuring an
d managing product and service quality in 
organizations. The need to learn and under
stand the principles of total quality has be
come increasingly obvious in recent years 
because many organizations strongly urge c
olleges and universities to incorporate total 
quality into the curriculum. The topics 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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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idered include the concepts of quality, stra
tegic quality planning, quality performance 
measurement, employee empowerment, and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in production.

기초
(442)

생산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은 원료,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변환과정의 합리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산성, 공정, 부
서 배치, 생산계획, 서비스 창구설계 등을 
강의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operations 
management. Operations, like accounting, fi
nance, marketing, and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every org
anization. Operations managers transform h
uman,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int
o goods and services. Hence, it is vital tha
t every organization manage this resource 
convers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 
effectively this is accomplished depends up
on the linkages between operating decision
s and strategic decisions.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
용하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
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
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
t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
e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
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
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
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
l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
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
s th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esig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
n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
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
림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
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
re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
ten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
rshi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
eople.

기초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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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226)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
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
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
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
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
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
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
험․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
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
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
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
el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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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직무트랙 (주관학과: 영화방송학과)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영상콘텐츠
제작

정의 홍보의 목적에 적합한 영상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준거
◾영상의 기획부터 제작까지의 전 단계를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의 심리를 영상으로 조율할 수 있다.

홍보마케팅
기획

정의 홍보전략과 기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준거
◾기업과 브랜드 및 제품의 홍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소비자의 심리와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멀티플랫폼
활용

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준거 ◾다양한 홍보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기획 멀티플랫폼 활용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기획 멀티플랫폼 활용

홍보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실무
영상제작 실무

매체별 홍보마케팅

영상제작 산업체실무 기술

홍보마케팅 산업체실무 기술

산업에서 통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심화
영상문법

소비자 분석법

영상문법 활용기술

전략적 홍보 기술

영상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

기초
영상콘텐츠 관련 지식

홍보마케팅 관련 지식

영상제작 기술

홍보마케팅 분석 기술

영상제작과 홍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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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기획 멀티플랫폼 활용

홍보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3)

시나리오고급
방송기획

산업체현장실습(1)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산업체현장실습(2)

심화

시나리오중급
편집중급
촬영중급

광고론
소비자행동론
마케팅조사와 실습

기초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영상제작기초[필]
영상문법[필]
시나리오초급[필]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마케팅원론

기업컴퓨터실무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기획

멀티플랫폼

활용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시나리오고급 ● ● ◐ 2 5 3

방송기획 ● ● ◐ 3 4 3

마케팅조사와실습 ◐ ● ◐ 3 5 2

심화

편집중급 ● ◐ ● 3 3 4

촬영중급 ● ◐ ◐ 2 4 4

시나리오중급 ● ◐ ◐ 3 4 3

광고론 ◐ ● ◐ 5 3 2

소비자행동론 ◐ ● ◐ 5 3 2

마케팅커뮤니케이션 ◐ ● ● 3 5 2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 2 2 6

영상제작기초 ● ○ ◐ 3 3 4

영상문법 ● ◐ ◐ 4 4 2

시나리오초급 ● ◐ ○ 2 4 4

마케팅원론 ○ ● ○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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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영상제작실무
홍보마케팅 실무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시나리오고급
방송기획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산업체현장실습(3)

영상제작심화
홍보기획 및 전략

심화
편집중급
촬영중급
광고론

시나리오중급
소비자행동론
마케팅조사와 실습

영상제작기초
홍보마케팅이해

기초
영상제작기초
영상문법

기업컴퓨터실무
시나리오초급
마케팅원론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9학점 54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필수 13276 영상제작기초 Basic Film Making 3 3 기초 3 3 4 영화방송학과

2 필수 14287 영상문법
Grammar of The Film La
nguage 

3 3 기초　4 4 2 영화방송학과

2

1

필수 15904 시나리오초급 Scenario Basic 3 3 기초　2 4 4 영화방송학과

선택 14552 촬영중급
Intermediate Cinematogra
phy

3 3 심화　　2 4 4 영화방송학과

선택 10293 광고론 Principles of Advertising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4286 편집중급 Intermediate Editing 3 3 심화 3 3 4 영화방송학과
선택 10293 광고론 Principles of Advertising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05235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 3 기초　6 2 2 경영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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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
l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5079 시나리오중급 Intermediate Scenario 3 3 심화　　　3 4 3 영화방송학과
선택 15109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5106 마케팅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3 3 실무　　　3 5 2 경영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
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4555 시나리오고급 Advanced Screenplay 3 3 실무　2 5 3 영화방송학과
선택 16215 방송기획 TV Program Planning 3 3 실무　3 4 3 영화방송학과

선택 15109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 3 심화　5 3 2 경영학과
선택 15106 마케팅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3 3 실무　　3 5 2 경영학과

선택 15104 마케팅조사와 실습 Marketing & Survey 3 3 심화　3 5 2 경영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
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영화방송
학과

기초
(334)

영상제작기초 Basic Film Making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
본적 개념과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기
초 영화제작으로 대사를 사용하지 않는 영
상언어를 습득하고, 영화제작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제작에 대한 기초 기술과 더불어
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단편적
인 장면구성도 연출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the basic 
tools and techniques of film making. Yo
u’ll cover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basics, a comprehensive o
verview of digital camera operation, sound 
and lighting techniques, as well as an over
view of the digital editing process.

기초
(442)

영상문법 Grammar of The Film Language 

영상문법은 영상언어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규칙이다. 화면 구성의 영상문법
을 습득하고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파괴되
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영상제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한다.

The grammar 0f the film language is a ve
ry important for composing films. The aim 
of this class is to understand composing an
d editing shots. Also student will find out h
ow to break the rules and apply them vari
ously.

기초
(244)

시나리오초급 Scenario Basic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그리고 '글쓰기'란 무
엇인가를 학생 자신의 경험과 시나리오 감
독과 필사를 통해 배운다. 시나리오의 구성 

Examination of screenwriting fundamentals: 
structure, character and scene developmen
t, conflict, locale, theme, history of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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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영화방송
학과

심화
(244)

촬영중급 Intermediate Cinematography

촬영초급의 심화과정으로 카메라 움직임과 
렌즈의 사용을 이해하고 조명설계를 통한 
촬영방법을 습득한다. 실내촬영, 실외 촬영, 
낮 촬영과 밤 촬영 등 다양한 빛의 상황에 
대한 조명설계를 통해 촬영 능력을 향상시
킨다.

This is advanced course of Elementary Cin
ematography. The aim of this class is to u
nderstand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p
hotographing. Through analyzing of lighting  
that is consist of color, tone and mood, st
udent will find out how to improve their 
works of photographing. Also student exerc
ise various camera and lighting instrument.

심화
(334)

편집중급 Intermediate Editing

디지털 매체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영화 
제작 형태도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아날로그 시절의 종합편집실에서 하던 작
업을 이제 한대의 PC에서도 가능하게 되었
다. 디지털편집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방법을 익힌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digital nonlinea
r editing techniques covering the post-pro
duction work flow from logging of source 
footage through capture, editing, and outp
ut.

심화
(343)

시나리오중급 Intermediate Scenario

시나리오초급의 계속 및 심화학습. 좋은 스
토리의 요건을 파악하고, 스토리텔링의 기
초와 이야기 구성요소의 종류와 특성을 이
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화의 시나
리오를 분석하여 영화 시나리오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극영화대본의 기초를 습
득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structure 
of good story. You'll analyze various scena
rio of famous director and understand basi
c of storytelling.

실무
(253)

시나리오고급 Advanced Screenplay

시나리오중급의 계속 및 심화학습. 좋은 스
토리의 요건을 파악하고, 스토리텔링의 기
초와 이야기 구성요소의 종류와 특성을 이
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화의 시나
리오를 분석하여 영화 시나리오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극영화대본의 기초를 습
득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structure 
of good story. You'll analyze various scena
rio of famous director and understand basi
c of storytelling.

실무
(343)

방송기획 TV Program Planning

방송기획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과목에서는 방송
제작에 있어서 기획의 역할, 주요 전략 이

TV Program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
t factors in Making of TV Program. The c
ourse of TV Program Planning provides se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작법을 이해하고 단편 시나리오를 완성한
다. 문학적인 글쓰기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시각매체인 영화의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 
작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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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론 및 발전과정, 전략모델, 기획의 절차 등
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rial lectures focusing on analysis of roles 
of planning, major theories of strategy, th
e development of planning, strategic model
s and the procedures of planning with res
pect to TV Program planning

경영학과

심화
(532)

광고론 Principles of Advertising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광고의 기본적
인 개념과 광고의 역할을 배운다. 소비자와 
광고 기획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광고효
과에 대해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
점에서 학습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adver
tising as one of marketing communications. 
It also helps to understand consumers and 
advertising planning as well as ad effectiv
eness in the view of an integrated marketi
ng communication. 

기초
(622)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소비자 선택과 만족,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
된 일련의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하
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히 4P로 지
칭되는 제품, 유통, 가격, 촉진 등의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강의한다.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introduce th
e process of planning, doing, and controllin
g of serious management activities adopted 
to maximize the welfare of customers resu
lting from their choices and satisfaction. P
articularly marketing mix, which is known 
as 4P’s Mix products, place, price and pr
omotion, will be examined in the course.

심화
(532)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기업의 궁극적 마케팅 타겟인 잠재구매력
을 가진 소비자의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미시경제학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Consumer Behavior course aims at deliveri
ng students systemic understandings of con
sumers' buying behavior by analyzing patt
erns of the potential customers who are t
he ultimate targets of the company from t
he aspects of psychology, sociology and mi
croeconomics. It covers the theories and c
ase studies of consumer information proces
s and customer decision process.

실무
(352)

마케팅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본 과목은 마케팅의 촉진 수단인 광고 PR 
인적판매 판매촉진을 통합적인 커뮤니케이
션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보송신자, 정보내
용, 매체, 정보수용자, 커뮤니케이션효과 등
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분
석하는 사고 능력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
션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arketing Communication approaches adve
rtisements, public relations, sales promotion
s and personal sales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e communication. Based on commu
nication theories, the course is to breed ef
fective communication skills and abilities to 
analyze information senders, information c
ontents, media, information receivers and 
communication effects etc.

심화
(352)

마케팅조사와실습 Marketing Research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하여 소비자의 취향
과 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본 과

It analyzes the favor of consumers and th
e trends of public opinion to establish a m
arketing strategy by surveying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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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목을 수강함으로써 광고·홍보의 효과분석 
및 기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여론 수렴과정
에 대하여 응용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The students will acquire applicability to a
ny survey of public opinion, and that is ne
cessary for planning and analyzing the eff
ects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
용하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
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
어 활용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
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
nte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
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
s soft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
ed dire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
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
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
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
ul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
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
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
rns th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
ive s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
nd Desig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
em so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
fe an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
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
림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
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
re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
ten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
urshi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pl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
초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
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
up'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
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
orld, A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
tive Ha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
험․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
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



1449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 융합전공(하림산학)

홍보 직무트랙(주관학과: 영화방송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 / Descriptions

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
el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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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직무트랙 (주관학과: 환경생명과학과)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환경측정

정의
사육부화 환경 및 제품 출하에 관련된 주변환경의 물리화학적 및 위생학적 처리 여
부를 측정하여 제품의 품질안전을 기획하고 측정하는 능력

준거
◾물리화학적 인자 및 미생물학적 인자를 측정하기 위한 원리 및 방법을 고안한다.
◾자료 수집 능력 및 통계처리 능력을 배양한다.

오염물질 제어

정의 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 및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인재

준거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어하고 배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기술을 습
득한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석 및 물질 제어 능력을 배양한다.

시설안전

정의 내부 발생 및 외부 유입물질을 제어하여 사육시설이 안전하도록 유지 및 보수 능력

준거
◾외부 충격이나 재난에 대비하여 응급 대처하는 기술과 교육을 실시한다.
◾화재 및 수해 예방 교육, 안전 관리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설계
및 제어

정의 구조물의 안전 설계 및 제어를 철저히 교육하고 유비무환의 자세 확립

준거
◾오토캐드를 활용하여 구조 설계를 하는 능력 배양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전 감지능력과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강화
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환경측정 오염물질 제어 시설안전 안전설계 및 제어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환경측정 오염물질 제어 시설안전 안전설계 및 제어

환경안전 ●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1451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 – 융합전공(하림산학)

환경안전 직무트랙(주관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전문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다양한 측정 기술의 원리 
이해하고 운용기술 터득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 기술 기록과 데이터 분석 능력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경우의 현장 요구사항 이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능력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

심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감지하는 기술

및 센서 원리 터득

센서를 운용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힘

빅테이터 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긍정적 마인드

기초
데이터 분석 및

통계처리 지식 배양 

운용 프로그램의

연습 및 숙달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정성

기초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환경측정
오염물질

제어
시설안전

안전설계
및 제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위생학 ○ ● ◐ 5 3 2

생물공정학 ○ ◐ ● 5 3 2

위험물시설공학 ○ ◐ ● 5 2 3

방화방폭공학 ○ ◐ ● 2 6 2

실무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 ◐ ○ 5 3 2

환경실험 ● ◐ ○ 5 3 2

산업체현장체험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1)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2) ● ◐ ○ 2 5 3

산업체현장실습(3) ● ◐ ○ 2 5 3

심화

분석화학 ● ◐ ○ 5 3 2

공정양론 ● ◐ ○ 5 3 2

수질관리(2) ● ◐ ○ 5 3 2

대기오염관리(2) ● ◐ ○ 5 3 2

산업안전공학(2) ● ◐ 3 4 3

소화설비공학 ● ◐ 4 4 2

전기안전공학 ● ◐ 3 4 3

폐기물관리학 ● ◐ 5 3 2

전기화재공학 ● ◐ 4 4 2

건축방재공학 ● ◐ 4 3 3

기초

분석화학(1) ● ◐ 5 3 2

미생물학 ● ◐ 5 3 2

위험물질론 ● ◐ 3 4 3

전기공학개론 ● ◐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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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환경측정
오염물질

제어
시설안전

안전설계
및 제어

지식
(K)

기술
(S)

태도
(A)

소방행정법규 ● ◐ 6 2 2

소방행정법 ● ◐ 2 5 3

수질관리(1) ● ◐ 5 3 2

대기오염관리(2) ● ◐ 5 3 2

산업안전공학(1) ◐ ● 3 4 3

소방학개론 ◐ ● 4 4 2

기업컴퓨터실무 ● ◐ 3 5 2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 ◐ 3 4 3

기업가정신의이해 ● ◐ 2 2 6

공동체와직업윤리 ● ◐ 2 2 6

진로분야 직무
수준 환경측정 오염물질 제어 시설안전 안전설계 및 제어

환경안전

전문

분석화학(1)[필]
환경실험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대기오염관리(1)[필]
대기오염관리(2)
수질관리(1)[필]
공동체와직업윤리

기업컴퓨터실무 위험물질론
산업안전공학(1)
기업가정신의이해

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위험물시설공학
산업안전공학(2)
소화설비공학
전기화재공학
전기공학개론

산업체현장체험

심화

공정양론[필]
생물공정학
미생물학

소방행정법규 건축방재공학
방화방폭공학
소방행정법

기초
위생학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소방학개론
기업컴퓨터실무
공동체와직업윤리

기업가정신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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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과정 이수체계

환경안전 
예방 및 저감 

전문능력 
강화

전문

위생학
생물공정학
위험물시설공학
방화방폭공학

환경․소방안전 
현장실무능력 

강화
실무 산업체현장체험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
법
환경실험

산업체현장실습(3)

환경․소방안전 
실용지식 

습득
심화

분석화학(2)
공정양론

수질관리(2)
대기오염관리(2)
산업안전공학(2)
소화설비공학
전기안전공학

폐기물관리학
전기화재공학
건축방재공학

환경안전 
기초지식 

이해
기초

기업컴퓨터실무
분석화학(1)
미생물학
위험물질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행정법규
소방행정법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수질관리(1)
대기오염관리(1)
산업안전공학(1)
소방학개론

공동체와직업윤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림의 이해
직무 기초 

스킬

비 
교 
과

◾하림beSTAR 선발 ◾하림 비저닝캠프
◾하림지주 본사 견학

◾직무 관련 프로그램(1)
◾직무 관련 프로그램(2)

◾컴퓨터실무교육
◾하림신규직원프로그램

하림beSTAR 장학생 수여식, 직무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관학과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학과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48학점 이상 21학점
9학점

(융합기초)
9학점

(현장실습)
6학점 3학점 12학점 93학점

※ 융합교과목
   - 융합기초: 기업컴퓨터실무,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기업가정신의이해, 공동체와직업윤리
   - 현장실습: 산업체현장체험1,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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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과정 편람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2

1

선택 12064 위험물질론
Theories of Hazardous 
Materials

3 3 심화　 3 4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2351 소방관계법규 Fire Protection Code 3 3 심화 6 2 2 소방안전공학과

필수 15382 분석화학(1) Analytical Chemistry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2164 미생물학 Microbiology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2

선택 15819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3 3 기초 3 5 2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2062 전기공학개론
Introduction of Electric 
Engineering

3 3 심화 5 2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2455 소방행정법
Fire Protection Administ
ration

3 3 심화 2 5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4732 분석화학(2) Analytical Chemistry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필수 15389 공정양론
Basic Calculations in En
vironmental Science and 
Biotechnology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동계 선택 16095 산업체현장체험 Enterprise Practicum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3

1

선택 16096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
blem Solving

3 3 기초 3 4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3658 산업안전공학(1)
Industrial Safety Enginee
ring

3 3 심화 3 4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2451 소화설비공학
Water and Gas based Fi
re Protection System En
gineering

3 3 심화 4 4 2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2900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
ering

3 3 심화 3 4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1531 소방학개론
Introduction of Fire Scie
nce

3 3 심화 4 4 2 소방안전공학과

필수 15383 수질관리(1)
Water Quality Managem
ent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027 대기오염관리(1) Air Pollution Management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474 환경실험 Environmental Experiment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하계 선택 16293 산업체현장실습(1) Enterprise Practicum(1)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2

선택 16140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
reneurship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3657 산업안전공학(2)
Industrial Safety Enginee
ring

3 3 심화 3 4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5390 수질관리(2)
Water Quality Managem
ent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011 대기오염관리(2) Air Pollution Management 3 3 심화 5 3 2 환경생명과학과

동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2) Enterprise Practicum(2)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4 1

선택 16175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
al Ethics

3 3 기초 2 2 6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선택 12453 위험물시설공학
Hazardous Material Facil
ity Engineering

3 3 전문 5 2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2903 전기화재공학 Electric Fire Engineering 3 3 전문 4 4 2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1532 건축방재공학
Structural Safety Engine
ering

3 3 전문 4 3 3 소방안전공학과

선택 12899 방화방폭공학 Fire and Explosion Prote 3 3 전문 2 6 2 소방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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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기초, 심화, 실무, 전문의 전공능력, KSA는 각각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를 의미함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환경생명
과학과

심화
(532)

분석화학(1) Analytical ChemistryⅠ

환경, 보건, 이학, 공학 등에서  물질을 구성
하고 있는 화학적 성분의 함량을 확인하는  
기초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 통계적 
분석방법, 몰농도, 몰수, 부피변화, 농도계산 
및 화학양론, 부피분석을 위한 산 염기론, 
산 염기 적정, 완충용액의 제조, 산화 환원 
적정 이론 등을 공부한다.

Analytical chemistry Ⅰ is a branch of che
mistry and is applicable to general science, 
engineering, health science, and environmen
tal studies. Its main purpose is to determine 
the quantity and type of specific constituen
ts in a variety of materials. For this, we st
udy analytical methods and statistics for dat
a processing, and also stoichiometry for vol
umetric analysis including molarity, moles, a
cid-base theory, chelate titration, oxidation-
reduction titration, buffer solution and mass 
balance theory.

심화
(532)

공정양론
Basic Calculations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Biotechnology

단위환산을 바탕으로 물질수지 및 에너지 
수지의 기초를 다루어 공정계산에 필요한 
지식의 체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종합적, 논
리적으로 연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환경물질의 작용과 그 과정의 
진행, 이러한 작용들과 연관된 현상을 공정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연속적인 정상상태의 
작업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간의 균형원리
를 측정한다.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
g via the flowsheets of operations and proc
esses involved. Relevant phenomena related 
to these operations and processes. Principle
s of material and energy balance calculatio
ns of continuous steady-state processes; co
mputational techniques and software applica
tions.

실무
(532)

수질관리(1) Water Quality ManagementⅠ

수환경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각 수역의 수
질보전 방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물
의 성상, 중요성 및 수질오염문제를 이해하
고 대처할 수 있는 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수질환경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ubject is to study on physical-chemica
l properties of water, importance of water 
as resources, physicochemical waste water t
reatment, an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
on of water's quality for various beneficial 
uses as basic part of water quality.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ction Engineering

선택 15784 생물공정학 Bioprocess Engineering 3 3 전문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5935
환경기기분석및공정
시험법

Instrumental Analysis An
d Standard Methods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3233 폐기물관리학 Solid Waste Management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선택 12842 위생학 Hygienics 3 3 실무 5 3 2 환경생명과학과

하계 선택 00000 산업체현장실습(3) Enterprise Practicum(3) 3 0 실무 2 5 3
하림산학
융합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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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s / Descriptions

실무
(532)

대기오염관리(1) Air Pollution ManagementⅠ

대기오염의 종류와 그 영향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This subject studies the classification and effe
cts of air pollution, and the way to manage i
t.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환경생명
과학과

심화
(532)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고, 미생물
이 환경과 생명현상에 미치는 생화학 반응
을 이해한다. 유기 화학과 생화학, 생화학적 
이화, 동화 작용, 세포 구조, 미생물과 효소 
역학, 분자생물학, 원핵생물의 다양성에 대
한 요약도 공부한다.

Understanding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of microorganisms on the chemical reaction 
in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Topics di
scussed will include: summary of organic ch
emistry and biochemistry, biochemicals, cata
bolic and anabolic reactions, cell structure, 
microbial and enzyme kinetics, molecular bi
ology, prokaryotic diversity.

심화
(532)

분석화학(2) Analytical ChemistryⅡ

환경 오염물질을 정량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분광학적 분석장비의 원리, 기기장치 및 검
출기의 종류 및 검출원리를 공부한다. 또한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류하고 종류, 원리 및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We study the principle, instrumental equipm
ents and several detectors and their detecti
ng principle for the electrochemical and sp
ectroscopic analytical instruments, and also 
classification, principles and method of chro
matography for the determination of enviro
nmental pollutants.

실무
(352)

환경기기분석및공정시험법 Instrumental Analysis And Standard Methods

본 과목은 다양한 형태의 분석기기를 이용
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정량하는 방법 및 환
경분야의 시험방법 등을 공부한다. 분석기계
는 크게 분광학적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표면분석법 및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구
분되며, 각각의 분석 장비의 분석원리, 구성 
및 검출기 종류 및 검출원리 등을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기기 운용법 및 시험방법 등
을 익힌다.

This subject covers the methodologies and 
practical experim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by using the 
various type of analytical instruments. The 
analytical instruments classify into four larg
e categories of spectroscopy, electrochemist
ry, surface analysis and chromatography, an
d also leads to study analytical principles, e
quipments, and detector types and detection 
mechanism through the practice.

실무
(532)

수질관리(2) Water Quality ManagementⅡ

수질 오염원, 수질오염 부하량 산정, 물리·
화학·생물학적 작용을 이해하고 호소의 오
염 현황 및 부영양화 예측기법, 하천의 오염 
및 자정작용과 모델에 의한 하천관리, 토양
오염, 열오염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학적 방법 및 계획
법에 대하여 다룬다.

This subject deal with the planning for ade
quate waste water collection, biological trea
tment, modeling and disposal for municipalit
ies and industries, and for activities that mi
ght create water quality problems, and reg
ulating and enforcing problems to accomplis
h goals and laws and regulation for water 
pollution control.

실무 대기오염관리(2) Air Pollution Management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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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직무트랙(주관학과: 환경생명과학과)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532)
대기오염의 종류와 그 영향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This subject studies the classification and e
ffects of air pollution, and the way to man
age it.

전문
(532)

폐기물관리학 Solid Waste Management

폐기물의 종류와 이동 처리방법의 종류 및 
공정 설계 능력을 익힌다.

Learn the types of wastes, types of mobility 
treatment methods and process design abilitie
s.

전문
(532)

위생학 Hygienics

질병 예방, 건강 유지·증진, 수명 연장 등
을 위한 자연과학적·사회과학적 원리를 이
해하며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 for preventing 
diseases, maintaining and promoting health, 
and prolonging life.

전문
(532)

생물공정학 Bioprocess Engineering

유전자재조합 세포, 식물 및 동물세포 배양, 
고정화 생촉매 및 전통적인 발효계를 포함
한 다양한 생물공정의 응용을 다룬다.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a variety of b
iological processes, including genetically mo
dified cells, plant and animal cell cultures, i
mmobilized biocatalyst and traditional ferme
ntation systems.

실무
(352)

환경실험 Environmental Experiment

환경 실험으로는 물 환경 중 COD, BOD, 총 
질소, 총인, 암모니아성 질소, 인산염 정량, 
철정량, TOC 등을 실험하며, 보건 실험으로
는 수은, 크롬, 비소, 페놀류 등을 실험한다.

Analysis for COD, BOD, total nitrogen, total 
phosphate, NH3-N, iron, and TOC are carri
ed out  in the environmental part of the c
ourse and mercury, Cr(+6), arsenic, and phe
nols in the health part.

소방안전
공학과

심화
(343)

위험물질론 Theories of Hazardous Materials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서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인화성, 발화성을 가진 위험물질의 일
반적 성질, 화재예방, 소화방법 및 취급방법 
등을 학습한다. 화재, 폭발을 유발하는 가연, 
인화, 산화, 자기반응성 물질 및 독성 유해
화학물질 등 위험물에 대하여 이들 종류별  
용도, 성상, 위험성, 저장 및 취급방법, 관련
법규 등을 실험 또는 이론적 지식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한다.

Introduction to the hazardous materials safe
ty management law that regulates the trans
portation of them and the facilities for usin
g and treatment and storage of flammable 
hazardous materials those are greatly explo
sive and oxidative. The theories of hazardo
us materials having properties of explosion, 
oxidation, spontaneous reaction and decomp
osed to make toxic chemicals are learned t
hrough experiment.

심화
(343)

산업안전공학(1)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1)

산업안전공학은 작업장 내에서 인간에게 가
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그 파
급효과를 최소화하며 스트레스나 상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이들 분야는 최
근 인간 : 기계 : 기계 시스템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강구하
고 있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강자들에게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1 concerned wi
th preventing accidents and minimizing their 
consequences as well as with reduction stre
ss and inquiry to human being at the work 
place. The trends in the recent research ar
e technical means for effectively interfacing 
operations on the Man to Machine to Machi
ne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
ourse i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an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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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자는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에 관한 지
식, 위험감소를 위한 경영상의 책임과 역할 
및 정부나 단체의 책임을 학습한다. 교육목
표는 수강자들에게 인류의 생존권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장 내에서
의 상해나 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의 
위한 기술적 수단을 소개한다. 
- 산업심리/생리
- 인간공학적 위험 
-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 기술적 접근방법(PHA, SSHA, SHA, ETBA, 
O&SHA, FTA, FMEA, ETA, THERP 등)

derstanding of industrial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By this course the student will 
gain knowledge of hazards in work place, m
anagement's liability and role in risk reducti
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o
r organization. The educational goal is to in
troduce students to the technical means in 
regard to prevent and reduce injuries or ac
cidents in work places, because it directly o
r indirectly threatens a right to live for ma
nkind.
- Occupational Physiology/Biological
- Ergonomical Hazards 
-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 Technical Means/Tools(PHA, SSHA, SHA, E
TBA, O&SHA, FTA, FMEA, ETA, THERP 
등)

심화
(343)

산업안전공학(2)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2)

산업안전공학은 작업장 내에서 인간에게 가
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그 파
급효과를 최소화하며 스트레스나 상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이들 분야는 최
근 인간 : 기계 : 기계 시스템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강구하
고 있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강자들에게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
자는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에 관한 지
식, 위험감소를 위한 경영상의 책임과 역할 
및 정부나 단체의 책임을 학습한다. 교육목
표는 수강자들에게 인류의 생존권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장 내에서
의 상해나 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의 
위한 기술적 수단을 소개한다.
- 기계, 물리, 화학, 전기적 위험 및 사례
- 작업장 보건과 독성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2 concerned wi
th preventing accidents and minimizing their 
consequences as well as with reduction stre
ss and inquiry to human being at the work 
place. The trends in the recent research ar
e technical means for effectively interfacing 
operations on the Man to Machine to Machi
ne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c
ourse i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an un
derstanding of industrial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By this course the student will 
gain knowledge of hazards in work place, m
anagement's liability and role in risk reducti
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o
r organization. The educational goal is to in
troduce students to the technical means in 
regard to prevent and reduce injuries or ac
cidents in work places, because it directly o
r indirectly threatens a right to live for ma
nkind.
- Mechanical, Physical, Chemical, Electric H

azards
- Occupational Health and Toxicology

심화
(523)

전기공학개론 Introduction of Electric Engineering

전기 전자의 기초적인 이론을 배운다. 모든 
소방시설은 전기회로를 이용하여 제어하거
나 작동신호를 보내고 있고 다른 설비와 연
동되도록 하고 있다. 경보설비의 이해는 물
론 건축방재설비와 연동을 이해하는데도 필

Electronic discipline that deals with the beh
avior and effects of electrons (as in electro
n tubes and transistors) and with electronic 
devices, systems, or equipment. In many ar
eas, electronic engineering is conside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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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수적이다. 이에 덧붙여서 회로이론, 전자회
로, 반도체전자공학, 광전자공학, 자동제어개
론, 신호 및 시스템, 정보통신, 전자장, 레이
저전자공학, 로봇공학, 초고주파공학, 인공지
능 등의 기본적인 이론등도 습득한다.

be at the same level as electrical engineeri
ng, requiring that more general programs b
e called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
g.

심화
(622)

소방관계법규 Fire Protection Code

소방관련 법령의 학습을 통하여 소방행정의 
범위와 역할을 학습하도록 한다. 소방관련 
법규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시
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
시설 공사업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 안전관리 법, 의무소방
대설치법 등이 있다.

Introduction to the fire service code, the fi
re protection code, and the hazardous mate
rial safety code etc. to aim learning about 
administration of fire services.

심화
(253)

소방행정법 Fire Protection Administration

현대국가에서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됨
에 따라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이 크게 증가
되고 있다. 또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행정기관은 이러한 
행정현실과 부단히 관련을 맺고 적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기초이론, 행정
기획, 조직관리,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형
성, 행정개혁 등 행정의 일반에 대하여 학습
한다.

Introduction to the administration plan,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nel administrati
on,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
cy formation etc. of public fire service org
anizations.

심화
(442)

소화설비공학
Water and Gas based Fire Protection Syste
m Engineering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등에 수계소화설비에 대한 기준 
이해와 구조 및 작동원리, 설계기법을 학습
하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분
말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등 가스소화설비
에 대한 기준 이해와 구조 및 작동원리, 설
계기법 등을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technical codes, working 
principle and the design on water-and-gas-
based fire protection systems such as fire s
prinkler, fire hydrant, CO2 and Halon of ga
seous fire extinguishing system etc.

심화
(343)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전기안전의 개념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지
식을 학습한다. 본 과정에서는 감전 사고의 
예방, 전기설비의 작업 안전, 전기화재 예방, 
정전기 재해 및 예방, 자동화 설비의 안전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basic knowledge for a c
oncept analysis of electrical safety. In th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t prevention of 
electric shock accident, work safety of elec
trical device, electricity fire prevention, ele
ctrostatic disaster and prevention, automatio
n equipment, etc.

심화
(442)

소방학개론 Introduction of Fire Science

전반적인 소방의 이해와 원론적인 내용을 
통하여 소방의 전문 기술과 실무적응성 향
상을 습득함. 소방학을 총론과 각론으로 구
분하여 총론에서는 소방의개념과 소방행정

Introduction to the fire safety theory throu
gh the administration plan, the management 
and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financ
i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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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을 다루고 소방의 역사를 통해 소방의 뿌리
를 규명하고 소방조직을 통해 소방이 역할
을 이해하고 소방의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
을 그 범위로 한다. 각론에서는 소방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통하여 소방법규에서 
정한 소방의 주요업무인 화재예방·경계, 진
압, 구조·구급 및 재난관리의 방법론을 습
득한다. 

etc. of public fire service organizations bas
ed on the Fire law. And introduction to the 
technical and engineering theory for the fir
e practice through design and the construct
ion of fire extinguishing and alarm system, 
supervision on construction of fire protectio
n systems, and inspection technique in thes
e systems.

전문
(523)

위험물시설공학 Hazardous Material Facility Engineering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및 
장소에 관하여 위험물질의 위험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본설계이론을 습득한다. 정전
기 제거설비, 위험물취급탱크, 각종 안전장
치 등에 관한 설비내용이 포함된다.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컨설턴
트 및 설계도면 작성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Introduction to the standards of facilities us
ing and manufacturing of hazardous materia
ls that regulated by hazardous materials saf
ety management law. Hazardous materials i
n regard to the facilities for the storage or 
treatment of hazardous materials and the f
acilities to get rid of static electricity for h
azardous materials tanks are included. Train
ing on the technique to design for specific 
facilities of manufacturers dealing with haz
ardous materials.

전문
(442)

전기화재공학 Electric Fire Engineering

전기화재 감식을 위한 기본적인 공학 이론
을 학습한다. 전기 화재 공학은 전류와 열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분야이다. 전기 화재 
감식은 시스템 내의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
서는 줄의 법칙, 전기 화재의 원리, 제어 및 
안전 시스템, 기기의 구조, 전기설비의 구성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the basic engineering theory 
for judgment of electrical fire. Electricity fi
re engineering is field that explain a pheno
menon about electric current and heat. Ele
ctricity fire engineering is process that caus
e and results connecting with elements in a 
system. In this process, we will handle abou
t Joule's law, principle of electricity fire, co
ntrol and safety system, structure of device
s, composition of electrical devices, etc.

전문
(433)

건축방재공학 Structural Safety Engineering

도시 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구
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증진시킨
다.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건축
의 의미, 생산과정, 구조와 안전, 사회적 기
능과 역학 등을 고찰한다. 특히, 건축설계 
부분에서 화재관련 대피통로, 방화벽, 내화
자재 등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건축구조 부
분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이 구조적으
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Introduction to fire evacuation, fire wall, fir
e proofing, smoke movement and combustio
n products etc. in buildings. 

전문
(262)

방화방폭공학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Engineering

방화공학은 연소이론, 연소한계, 화재성상, 
화재성장, 소화이론, 화재제어 등에 대한 지

Introduction to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technologies and theories. Topics inclu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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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다룬다. 또한, 방폭공학은 폭발현상에 
관한 기본원리와 피해예측 그리고 예방 및 
방호기술을 습득시켜 폭발재해의 위험으로
부터 효율적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
식을 다룬다.

review of flammability limit concentrations 
for flammable gases and dusts; thermochem
ical equilibrium calculations of adiabatic clo
sed-vessel deflagration pressures, and deton
ation pressures and velocities; pressure dev
elopment as a function of time for closed 
vessels and vented enclosures; the current 
status of explosion suppression technology; 
and vapor cloud explosion hazards.

하림산학
융합

교과목

기초
(352)

기업컴퓨터실무 Practical Computer Skill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졸업 후 기업실무에서 사용하
는 각종 컴퓨터관련 능력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운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ted aptitude-cente
r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o this en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soft
ware literacy skills that can be applied dire
ctly in business practice.

기초
(343)

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해결법을 만들어내는 정신적 과정을 
학습한다. TRIZ와 디자인씽킹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고 및 방법을 실제생
활 및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ed curricul
um of thos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
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and learns 
the mental process of creating a creative s
olution to a problem. Integrate TRIZ and D
esign Thinking to apply creative problem so
lving thoughts and methods to real life and 
corporate practice.

기초
(226)

기업가정신의이해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업가가 갖춰야 할 소양, 태
도 및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도전정신을 고취시켜 준비된 하림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convergence basic course f
or tho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s 'Joint-link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e ai
m is to cultivate the cultivation of entrepre
neurs, cultivate their attitudes and compete
ncies, and to nurture healthy entrepreneurs
hip and challenge spirit to foster harim peo
ple.

기초
(226)

공동체와직업윤리 Community & Professional Ethics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융합기초
교과목으로서, 기독교세계관의 아버지, 아브
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학습하고, 이와 
같은 윤리의식을 갖춘 예비하림인을 양성하
고자 한다. 

This course is a fusion basic course for tho
se who are selected from the Harim Group'
s recruitment-related aptitude-centered hum
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is cou
rse is designed to study the thoughts and li
ves of the father of the Christian world, A
braham Kuiper, and to train prospective Ha
rims with such ethics. I would lik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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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53)

산업체현장체험,산업체현장실습(1)~(3) Enterprise Practicum

본 과목은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적성중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선발된 자의 현장체
험․실습 교과목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경
험하고 학습한다. (직무트랙별로 상이함)  

This course is a field experience and hands
-on course for those who have been select
ed for the Harim Group's recruitment-orien
ted aptitude-centered human resources dev
elopment program. (Different by job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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