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다전공 이수제도

7. 마이크로전공별 교육과정

  1) 기초실감미디어프로그래밍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필수 선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3학점 이내 0학점 12학점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2624 2D게임프로그래밍 2 2 3(3)

선택 13552 게임알고리즘 3 1 3(3)

선택 14267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2) 3 1 3(3)

실감미디어 융합교과목 선택 16591 기초실감미디어엔진 3 1 3(3)
  

  2) 로컬크리에이터와의실감미디어협력프로젝트실무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필수 선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3학점 이내 0학점 12학점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4680 박물관전시콘텐츠실습(캡스톤디자인) 4 1 3(3)

선택 15441 비교문화탐구 3 2 3(3)

관광경영학과

선택 15884 관광콘텐츠기획론 2 1 3(3)

선택 11798 축제이벤트론 2 2 3(3)

선택 14202 문화관광종합설계 4 2 3(3) 

실감미디어 융합교과목 선택 16427 로컬콘텐츠실감미디어PBL 전체 하계, 동계 3(3)

  3) 리빙랩디자인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필수 선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3학점 이내 0학점 12학점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창업경영금융학과
선택 16137 사회혁신을위한디자인씽킹 2 2 3(3)
선택 16247 디자인씽킹에서넛지설계 3 2 3(3)
선택 16575 리빙랩프로젝트Ⅰ 4 1 3(3)

혁신리빙랩 융합교과목
선택 16594 리빙랩디자인 3 1 3(3)
선택 16337 리빙랩퍼실리테이션 3 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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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리빙랩외식컨설턴트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필수 선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3학점 이내 0학점 12학점

    □ 개설교과목

    

  5) 문화적도시재생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필수 선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3학점 이내 0학점 12학점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6232 역사문화유산과콘텐츠 2 1 3(3)

선택 16235 콘텐츠와도시재생 2 1 3(3)

선택 16563 지역혁신서비스러닝 4 1 3(3)

혁신리빙랩 융합교과목 선택 00000 사회혁신과소셜콘텐츠 3 1 3(3)

  6) 사회문제해결을위한실감미디어디자인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필수 선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3학점 이내 0학점 12학점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실감미디어 융합교과목 선택 16428 소셜리빙랩실감미디어PBL 전체 하계, 동계 3(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262 아이디어발상 3 1 3(3)

사회적경제 융합교과목 선택 15799 리빙랩프로젝트 3 2 3(3)

혁신리빙랩 융합교과목

선택 00000 사회혁신과소셜콘텐츠 2 1 3(3)

선택 00000 기술융합과공유가치창출 2 1 3(3)

선택 16594 리빙랩디자인 3 1 3(3)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농생명ICT학과

선택 16346 푸드테크 2 2 3(3)

선택 16547 식품위생학 3 2 3(3)

선택 16542 농식품창업리빙랩 3 2 3(3)

혁신리빙랩 융합교과목
선택 16594 리빙랩디자인 2 1 3(3)

선택 16337 리빙랩퍼실리테이션 2 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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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실감게임콘텐츠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필수 선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3학점 이내 0학점 12학점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261 2D게임그래픽1 2 1 3(3)

선택 13270 3D게임그래픽1 2 2 3(3)

선택 13252 3D게임그래픽2 3 2 3(3)

문화콘텐츠학과 선택 00000 메타버스의이해 2 1 3(3)

  8) 실감콘텐츠기획Fundamental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필수 선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3학점 이내 0학점 12학점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263 창의적소재개발 2 2 3(3)

선택 13262 아이디어발상 3 1 3(3)

선택 14266 게임기획실무(2)(캡스톤디자인) 3 2 3(3)

실감미디어 융합교과목
선택 16592 실감미디어의이해 전체 1, 2 3(3)

선택 16590 게이미피케이션 3 1 3(3)

  9) 창업컨설턴트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필수 선택

마이크로전공 12학점 3학점 이내 0학점 12학점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창업경영금융학과

선택 16580 창업비즈니스모델 3 1 3(3)

선택 16243 경영분석실무 3 2 3(3)

선택 16577 실전시장분석 3 2 3(3)

선택 00000 창업리빙랩Ⅰ 4 1 3(3)

혁신리빙랩 융합교과목
선택 16594 리빙랩디자인 2 1 3(3)

선택 00000 사회혁신과소셜콘텐츠 3 1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