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공소개

[2] 전공능력

벤처창업(Dep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s in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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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마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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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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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
여 개발한다.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다른 분야와 협업
을 진행한다.

창업
문제해결능력

정의
다양한 문제상황 해결을 위해 사업 전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나 기술을 발굴하고 직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실무능력을 배우고 습득
하는 능력

준거
◾산업 전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으로 콘텐츠나 기술
을 발굴하고 습득할 수 있다.
◾직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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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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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문서를 이해, 작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6] 직무수준 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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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공학 ● ◐ 3 4 3 

폐수처리공학 ○ ● 2 6 2 

전산지반설계 ● ◐ ● 2 6 2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톤다자인) ● ● ● ◐ 4 4 2 

게임UX/UI디자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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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CADⅠ ● ○ ◐ ◐ 3 4 3 

기계CAD(2) ○ ◐ ● ○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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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기업가
정신

창의융합적
사고

창업문제
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지식
(K)

기술
(S)

태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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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빅데이터응용 ◐ ● 3 4 3 

여행사경영실무론 ● ○ ◐ ◐ 3 4 3 

주방관리실무론 ● ◐ 7 1 2 

단체급식 ● ◐ 6 2 2

고객서비스의이해 ◐ ◐ ● ○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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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컨셉디자인 ◐ ● ● ◐ 4 3 3 

게임디자인 ◐ ● ● ◐ 5 3 2 

웹프로그래밍(스마트)* ● ● ◐ 4 4 2 

ICT콘텐츠기획 ○ ● ◐ ◐ 4 3 3 

식품과영양학 ○ ◐ ● ◐ 4 3 3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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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up을위한창의적문
제해결
한국경제론기계CAD(2)
로봇시스템
경영전략
캡스톤디자인(기계시스템)*
기초나노과학
교통공학
폐수처리공학
한식창업및경영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산업안전공학
전산지반설계

실무

건축CADⅠ
스마트콘텐츠창업

소자본창업실무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
소재과학과창업
스마트폰앱개발

4차산업혁명과창업비
즈니스모델[필]
농생명벤처창업
식품가공
발효미생물학및실험
기계CAD(2)

창업시뮬레이션
강구조공학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기업가
정신

창의융합적
사고

창업문제
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지식
(K)

기술
(S)

태도
(A)

패션마케팅 ○ ● ◐ 4 4 2 

패션정보분석 ○ ● ◐ 3 4 3

외식산업의이해 ● ○ ● 6 2 2 

기초

창업아이디어 ◐ ● ◐ ◐ 3 4 3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 ○ 2 2 6

숨은창업비즈니스모델찾기 ● ● ◐ ◐ 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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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류설계 ◐ ● ○ 4 4 2 

섬유재료학 ◐ ● ◐ 4 4 2 

글로벌식생활문화 ● ◐ 7 1 2 

서양복식문화사 ◐ ● ○ 5 2 3

데이터분석기초 ○ ○ ● ◐ 4 4 2



진로
분야

직무
수준 기업가정신 창의융합적사고 창업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로봇시스템
소재공학특론
고급빅데이터응용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모바일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
컴퓨터네트워크(정보통신)*
주방관리실무론
단체급식

심화

벤처창업경영론
중급재무회계1
세법총론

창업과기술트렌드
기술경영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이동통신
게임컨셉디자인
게임디자인

스마트한창업[필]
중급재무회계2
원가회계
구조역학
생산계획및통제
소재공학개론
웹프로그래밍(스마트)*
녹색관광창업
식품과영양학
패션마케팅
패션정보분석
외식산업의이해

글로벌경영
운영체제

기초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창업과리더십
공학설계입문

창업아이디어
숨은창업비즈니스모델
찾기
글로벌식생활문화

건축재료학
건축일반구조
자바프로그래밍
기초의류설계
섬유재료학
서양복식문화사
데이터분석기초
건축환경공학

창업

컨설

턴트

‧
창업 

교육가

(C)

전문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게임창업프로젝트
전기자동차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Startup을위한창의적문
제해결
경영전략
캡스톤디자인(기계시스템)*
캡스톤디자인(2)(기계자동차)*
기초나노과학
게임마케팅
교통공학
폐수처리공학
한식창업및경영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전산지반설계

실무

건축CADⅠ
스마트콘텐츠창업

소자본창업실무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
생산운영관리(산업공학)*
디지털설계응용
소재과학과창업
스마트폰앱개발
소프트웨어공학

4차산업혁명과창업비
즈니스모델[필]
농생명벤처창업
발효미생물학및실험
기계CAD(2)
로봇시스템
소재공학특론

창업시뮬레이션
기술경영과특허
강구조공학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컴퓨터네트워크



진로
분야

직무
수준 기업가정신 창의융합적사고 창업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CAD
고급빅데이터응용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모바일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
컴퓨터네트워크(정보통신)*
주방관리실무론
고객서비스의이해

심화

벤처창업경영론
중급재무회계1
세법총론

창업과기술트렌드
기술경영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이동통신
게임디자인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스마트한창업[필]
마케팅조사와실습
중급재무회계2
원가회계
구조역학
소재공학개론
식품과영양학
웹프로그래밍(스마트)*
패션마케팅
패션정보분석
외식산업의이해

글로벌경영

기초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창업과리더십

창업아이디어
숨은창업비즈니스모델찾기
ICT콘텐츠기획

건축재료학
건축일반구조
자바프로그래밍
건축환경공학

창업 
매니저

‧
엑셀러
레이터

(M)

전문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
게임창업프로젝트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게임UX/UI디자인

Startup을위한창의적문
제해결
경영전략
캡스톤디자인(기계시스템)*
캡스톤디자인(2)(기계자동차)*
기초나노과학
게임마케팅
교통공학
폐수처리공학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전산지반설계

실무

건축CADⅠ
스마트콘텐츠창업
여행사경영실무론

소자본창업실무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
실험계획법
소재과학과창업
스마트폰앱개발
임베디드시스템

4차산업혁명과창업비
즈니스모델[필]
농생명벤처창업
식품가공
발효미생물학및실험
기계CAD(2)
로봇시스템
소재공학특론
CAD
고급빅데이터응용
컴퓨터네트워크(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모바일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

창업시뮬레이션
강구조공학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진로
분야

직무
수준 기업가정신 창의융합적사고 창업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 역량

컴퓨터네트워크(정보통신)*
주방관리실무론

심화

벤처창업경영론
중급재무회계1
세법총론

창업과기술트렌드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이동통신
게임컨셉디자인
게임디자인

스마트한창업[필]
마케팅조사와실습
중급재무회계2
원가회계
구조역학
소재공학개론
식품과영양학
패션마케팅
패션정보분석
외식산업의이해

글로벌경영

기초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창업과리더십
공학설계입문

창업아이디어
숨은창업비즈니스모델
찾기
글로벌식생활문화

건축재료학
건축일반구조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기초
건축환경공학

창업사례 
연구,

혁신경영
관리,

제품유통 
및 

마케팅,
창업전략 

수립

전문

기초나노과학(ECM) 한국경제론(ECM)
녹색관광창업(E)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해
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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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UX/UI디자인(M)
게임마케팅(CM)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C)
한식창업및경영(EM)

비즈니스 
모델링,

자금조달,
사업계획

실무

건축CADⅠ(ECM) 식품가공(EM)
소재과학과창업(ECM)
마이크로세서및실습 
(ECM)
웹프로그래밍(정보통신)

4차산업혁명과창업비즈
니스모델(ECM)
농생명벤처창업(ECM)
소자본창업실무(ECM)
창업시뮬레이션(ECM)

금융투자의이해(ECM)
로봇시스템(ECM)
소프트웨어공학(C)
소재공학특론(ECM)
단체급식(E)



  * 교과목의 소속을 의미함(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서 작성,
제품기획 

및 
가치전달

*(ECM)
스마트폰앱개발(ECM)
여행사경영실무론(M)

발효미생물학및실험(EC)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 
(캡스톤디자인)(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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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빅데이터응용(ECM)
주방관리실무론(ECM)
소재과학과창업(ECM)
소프트웨어공학(C)
고객서비스의이해(C)

시장환경 
분석,
창업 

아이디어 
도출,
사업

아이디어 
기획

심화

외식산업의이해(ECM) 창업과기술트렌드(ECM)
스마트한창업(ECM)
중급재무회계1(ECM)
중급재무회계2(ECM)
구조역학(ECM)
생산계획및통제(E)
소재공학개론(ECM)
운영체제(E)
게임컨셉디자인(EM)
게임디자인((ECM)
웹프로그래밍(스마트)*(EC)
패션마케팅(ECM)

글로벌경영(ECM)
벤처창업경영론(ECM)
마케팅조사와실습(CM)
ICT콘텐츠기획(C)
식품과영양학(ECM)
패션정보분석(ECM)
운영체제(E)

기술경영(EC)
전기자동차(EC)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ECM)
이동통신(ECM)

창업 
기초지식,
시장트렌
드 파악,
창조적 

사고 역량

기초

창업아이디어(ECM)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ECM)
숨은창업비즈니스모델찾
기(ECM)
창업과리더십(ECM)
경제원론(1)(ECM)
경제원론(2)(ECM)
건축일반구조(ECM)
공학설계입문(EM)
건축환경공학(ECM)
기초의류설계(E)

원가회계(ECM)
세법총론(ECM)
건축재료학(ECM)
자바프로그래밍(ECM)
섬유재료학(E)

글로벌식생활문화(EM)
서양복식문화사(E)

데이터분석기초(EM)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구분: (E)창업가 (C)창업컨설턴트․창업교육가 (M)창업매니저․엑셀러레이터

비 
교 
과

▪J-Square Edu 맞춤형 
창업교육

▪J-Square Edu 맞춤형 
창업교육

▪J-square PB_club 프로
젝트 창업동아리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사업화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국내외전시회 참여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창업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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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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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10 건축일반구조
Architectural General Struc
ture

3 3 기초 5 2 3 건축공학과

선택 16453 건축CADⅠ Architectural CADⅠ 3 3 실무 3 4 3 건축공학과

선택 13647 외식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for Food Ind
ustry

3 3 심화 6 2 2 한식조리학과

2

선택 16536
숨은창업비즈니스모
델찾기

Find hidden Startup business model 3 3 기초 4 2 4 교양학부

선택 15549 창업과리더십 Start-Up and Leadership 2 2 기초 3 2 5 교양학부

선택 16416 기초의류설계
Basic for Clothing Construc
tion

3 3 기초 4 4 2 패션산업학과

선택 08945 건축환경공학 Architectural Environment 3 3 기초 5 3 2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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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71 건축재료학 Building Materials 3 3 기초 6 2 2 건축공학과
선택 11711 기초나노과학 Basic Nanoscience 3 3 전문 6 3 1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6858 게임컨셉디자인 Game Concep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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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14696 구조역학 Structural Analysis 3 3 심화 5 3 2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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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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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16 소재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aterial Sci
ence

3 3 심화 5 3 2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6857 게임디자인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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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09046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3 3 심화 4 4 2 패션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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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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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과

선택 07157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 3 실무 3 5 2 정보통신공학과

선택 05559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 3 실무 4 4 2 컴퓨터공학과
선택 06675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 3 심화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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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22 ICT콘텐츠기획 ICT Content Planning 3 3 심화 4 3 3 관광경영학과

선택 13115 주방관리실무론
Kitchen Management Practi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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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3 3 실무 3 5 2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6354 데이터분석기초 Basic Data Analysis 3 4 기초 4 4 2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선택 15207 디지털설계응용
Management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3 3 실무 3 4 3 산업공학과

선택 16005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3 3 실무 6 3 1 컴퓨터공학과

선택 05541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 3 실무 4 3 3 컴퓨터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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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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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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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20 고급빅데이터응용 Advanced Big Data Analysis 3 3 실무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전선 16406 고객서비스의이해 Customer Service 3 3 심화 4 3 3 관광경영학과

선택 14500 녹색관광창업
Green Tourism and foundat
ion

3 3 전문 4 4 2 관광경영학과

선택 15097 식품과영양학 Food and Nutrition 3 3 심화 4 3 3 외식산업학과
선택 16218 글로벌식생활문화 Global Food Culture 3 3 기초 7 1 2 한식조리학과

선택 08444 서양복식문화사 History lf Wstern Costume 3 3 기초 5 2 3 패션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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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과
선택 16341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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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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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6855 게임UX/UI디자인 Game UX/UI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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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25 로봇시스템 Robot System 3 3 실무 3 4 3 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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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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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cision-making that maximizes their strengt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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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에 대해 학습하여 리더십을 배양한다.

Through the lively field experience of suc
cessful young entrepreneurs, we will prom
ote entrepreneurship spirit and challenging 
spirit, practical knowledge and attitudes to 
be equipped as future venture enterpriser 
and cultivate leadership by learning corpor
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기초
(424)

숨은창업비즈니스모델찾기 Find hidden Startup business model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 산업 군(IT, 바이오
생명, 모빌리티, 문화, 환경에너지)의 계층
구조와 트렌드의 변화를 알아보고 각 산업
별 계층구조의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비즈니
스 모델 적용을 통해 사업화 검증 등의 과
정을 학습한다.

Investigate changes in the hierarchical str
ucture and trends of major industries in K
orea and abroad (IT, bio-life, mobility, cult
ure, and environmental energy), and com
mercialize them by discovering creative st
art-up ideas and applying business models 
according to future trends in the hierarchi
cal structure of each industry Learn the p
rocess of verification, etc.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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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체득하고, 창업컨실팅 과정을 실습
하여 창업실무 역량을 배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learners understa
nd the overall start-up process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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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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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i
ng theories for start-up business and learn 
to promote the products of start-up compa
nies through social media. We intend to st
rengthen marketing capabilities of social m
edia by promoting marketing videos of ent
repreneurial products directly by team and 
promoting them through social media.

패션산업
학과

기초
(442)

기초의류설계 Basic for Cloth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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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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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et 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
ess of fashion industry. Students will be abl
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ashi
on trend and market components and predi
ct the future directions of fash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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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괄적으로 다루어 패션 문화

의 흐름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 문화의 특색

과 영향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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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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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Topics in
clude MNC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
nts, strategies, and functional management.

심화
(442)

벤처창업경영론 New Venture Creation and Management

벤처기업의 기업가적인 과정, 즉 사업기회
인식, 착수, 자원조달, 창업, 성장, 성과회
수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영 문제를 다룬다. 수강생들은 창
업과 관련된 실제 경영기법(예: 사업계획서 
작성)을 습득할 수 있다.

The course deals with various kinds of ma
nagement problems occurring in the 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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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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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한 기초를 토대로 기술관리 및 전략, 기술
마케팅, 특허 및 표준경영 등 기술경영의 
제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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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하고 집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생산방식이나 조직구조의 개편이 원가구조 
및 원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지 않
는 자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
는 원가회계시스템의 적합성 회복방안 등을 
연구한다.

Survey and review of contemporary cost a
ccounting systems; emphasis on preparation 
of cost information for management decisio
n-making. Standard cost accounting concept
s and procedures are also introduced. 

심화
(622)

중급재무회계1 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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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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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
e of changes, physical properties accordin
g to material features, processing of prod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식을 습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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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442)

데이터분석기초 Basic Date Analysis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 가능한 핵심 오픈소

스인 numpy, matplotlib 및 pandas를 포함

한 주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분석

능력 키운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

nity to increase the ability to use major o

pen sources, including numpy, matplotlib, 

and pandas, which are core open sources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of artificial i

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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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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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CADⅠ Architectural CAD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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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532)

건축환경공학 Architectural Environment 

건축물 계획 시 열, 공기, 빛, 음 환경의 
제반사항에 대한 응용력을 키운다. 특히 

Theory for relating elements of the enviro
nment to architecture and the basic applic



소속 직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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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에서는 열 환경과 공기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인 면까지 고
려한 건축 환경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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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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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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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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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로봇의 설계 및 작동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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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CAD Computer Aid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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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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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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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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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조 활동과 관련된 생산시스템 및 자동화에 
관한 기술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동화 생
산을 금형기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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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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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al is to educate the understanding 
on the innovation and theoretical edu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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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is how free you are from risk. In o
ther words, it does not cause an accident. 
Therefore, safety engineering is a systema
tic study of safety in an engineering and s
cientific way. The purpose of this course i
s to discuss the safety technology applied i
n the field and the recent trends such as 
computer security and safety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
y of prevention of industrial safety of the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한다. safety techniques, the computer security a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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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LCD 제어, 모터 제어, 인터럽트, 타
이머/카운터, 시리얼통신 등을 실험실습하
며 공부한다.

This subject deal with microcomputer,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knowled
ge and skills needed to develop AVR appli
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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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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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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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개발된 운영
체제들의 사례연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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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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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기화 프로그래밍,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념
을 확립하고, 입출력 장치에 대한 제어 프
로그래밍을 학습하여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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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나노신
소재공학과

전문
(631)

기초나노과학 Basic Nanoscience

나노소재의 소개와 구조 관찰을 할 수 있
는 현미경 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Understanding nanomaterials such carbon 
nanotubes and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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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나노입자와 같은 나노소재
에 대한 이해
-나노구조 관찰을 위한 현미경 강의(SPM, 
전자현미경, X-선현미경)

-Basic principle of microscopic technologie
s using e-beam, X-ray, and proximal p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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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공학 Traffic Engineering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343)

교통구성요소의 특성과 교통류의 특성 및 
이론을 익히고 교통조사, 교통통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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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ubject is a basic course for the tran
sportation engineering. Students shall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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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컨셉디자인 Game Concep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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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디자인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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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UX/UI디자인 Game UX/UI Design

게임에 활용되는 UX(User Experience) 디자

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학습한다.

Research and study trend of UX(User 

Experience) design in game industry.

전문
(442)

게임마케팅 Game Marketing

마케팅 일반론 및 게임 마케팅의 특수성을 
학습한다. 

Study common theories of marketing and 
understand uniqueness of game marketing.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스마트
미디어
학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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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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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빅데이터응용 Advanced Big Data Analyisis

본 과목은 빅데이터 분석 기초 기술을 기
반으로 모델 개발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확장하여 응용하는 교과목이
다.

This course provides expanded application 

of various big data analysis technologies 

such as model development based on basic 

big data analysis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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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콘텐츠기획 ICT Content Planning

관광의 중요 부분인 이벤트를 이해하고 직
접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벤
트의 의의와 파급효과를 규명하고 이벤트 

Provides an im-depth understanding of the 
event business and hands-on situation anal
ysis; emphasis on study of value of event 



소속 직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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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 봄으
로써 관광이벤트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알아
볼 수 있는 과목이다.

operations by exploring an effect of event 
business on tourism industry.

실무
(235)

고객서비스의이해 Customer Service

서비스 관광산업에서 종사하게 될 학생들
을 위해 서비스 이론과 서비스 실무 능력
을 체득시키고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며 서비스마인드를 가진 전문서비
스인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Subjects for understanding and learning se
rvices for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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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men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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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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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