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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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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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육과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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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스토리텔링

기획 능력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

문화예술

융합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연극제작(캡스톤디자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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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연극워크숍

실무

극작 방송기획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

디자인)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

톤디자인)

심화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콘텐츠기획론

단편영화워크샵

방송제작워크샵

스토리미디어의이해

기초 시나리오초급 공연영상제작워크숍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융합창작프로젝트(캡스톤디



[8] 교육과정 이수체계

전문실무능력

문화예술융합
전문

연극제작(캡스톤디자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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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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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분야
직무
수준 스토리텔링 기획 능력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 문화예술 융합 능력

비평․교육 ․

프로그래머

(C)

자인)(1)

연극워크숍

실무
이야기영상워크숍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

디자인)

심화
콘텐츠기획론 단편영화워크샵

영화사의명장면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스토리미디어의이해

기초
시나리오초급 공연영상제작워크숍



[10] 교육과정 편람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스토리미디어

융합교과목

선택 15500 단편영화워크샵 2 1 3(3)

선택 15226 공연영상제작워크숍 2 2 3(3)

선택 15569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3 2 3(3)

영화방송학과

선택 15904 시나리오초급(구, 시나리오작법) 2 1 3(3)

선택 13277 방송제작워크샵 2 1 3(3)

선택 15908 영화사의명장면(구, 영화사) 2 1 3(3)

선택 16215 방송기획(구, 방송기획론) 3 2 3(3)

선택 15691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4 1 3(3)

한국어문학과

선택 15443 스토리미디어의이해(구, 디지털서사론) 2 1 3(3)

선택 15444 이야기영상워크샵 3 1 3(3)

선택 14645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디자인) 3 2 3(3)

선택 15445 콘텐츠기획론 4 1 3(3)

선택 14646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4 2 3(3)

공연방송연기학과

선택 15303 연극워크숍 3 1 3(3)

선택 14767 극작 3 2 3(4)

선택 16319 연극제작(캡스톤디자인) 3 2 3(4)

선택 15295 융합창작프로젝트(1)(캡스톤디자인) 4 1 3(3)

4IR 공통 교과목

선택 15630 4차산업혁명과연결지능 전체 1, 2 3(3)

선택 15557 3D모델링Ⅰ(AutoCAD 2D/3D) 전체 하계 3(3)

선택 15598 드론조정교육및촬영(추후 개설) 전체 하계 3(3)

선택 15558 빅데이터기초 전체 하계 3(3)

선택 15223 3D모델링Ⅱ(Autodesk 3D-MAX) 전체 2 3(3)

선택 15632 사물인터넷(IoT)응용 전체 동계 3(3)

[11] 교과목 해설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스토리

미디어

심화

(352)

단편영화워크샵 Workshop of Short Film

단편 영화 제작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습

득케 함으로써 영화제작에 있어 문제점들

을 이해하고, 기획, 시나리오, 촬영, 편집, 

녹음 등 다양한 영화제작분야의 특성을 체

험한다. 영화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연기연출이다.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배우에게 더 좋은 연기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론을 학습하고 훈련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the tools 

and techniques of digital film production. 

You’ll cover pre-production, production, a

nd post-production basic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digital camera operation, soun

d and lighting techniques. A most importan

t part of director's works is directing of a

cting. We will study on acting through ana

lysing scenario.

기초

(352)

공연영상제작워크숍 Video Workshop of Performance

공연영상제작워크샵은 방송 및 영화의 매

체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기 스타일을

습득하는데 있다. 

                 

Video Workshop of Performance helps to l

earn how to substitute specific experience 

or many acting style for student's acting i

n TV and Film.



소속
직무수준

(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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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631)

고전콘텐츠내것으로만들기 Classical contents utilization and practice

우리나라의 고전에는 현대에도 활용이 가

능한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 있다. 본 수업

을 통해 고전 자료가 현대의 스토리미디어

로 이어지는 과정을 학습하고 자신의 힘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This course aims to find out classical cont

ents by using the Internet database. Stude

nts will learn the process of utilizing classi

c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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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한

다. 문학적인 글쓰기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시각매체인 영화의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

작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Examination of screen writing fundamental

s: structure, character and scene developm

ent, conflict, locale, theme, history of dra

ma.

심화

(334)

방송제작워크샵 Basic of TV Program

기초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하고 제작

하는 과정이다.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한 종

류와 특성들을 이해하고,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을 실습한다. 방송제작에 대한 기초적

인 지식을 습득하고 제작 실습을 통해, 고

급 방송 제작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the basic 

tools and techniques of TV program. Yo

u’ll cover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basics, a comprehensive ov

erview of TV program production.

전문

(442)

창작을위한영화분석워크샵 Film Analysis Workshop

영화의 다양한 장르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작가의 스타일을 연구하고 분석한

다.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고유한 작가적

미학을 완성한 감독의 작품들을 통해 예술

로서의 영화의 지위에 오른 영화의 미학적

완성도를 이해하고, 실제 영화제작에 이를

응용함으로서 좀 더 뛰어난 영화제작의 바

탕을 마련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you to aesthetics 

of cinema. You'll analyze various genre an

d style of famous director.

실무

(343)

방송기획 TV Program Planning

방송기획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과목에서는 방송

제작에 있어서 기획의 역할, 주요 전략 이

론 및 발전과정, 전략모델, 기획의 절차 등

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TV program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

t factors in making of TV program. The c

ourse of TV program planning provides ser

ial lectures focusing on analysis of roles of 

planning, major theories of strategy, the d

evelopment of planning, strategic models a

nd the procedures of planning with respect 

to TV program planning.

심화

(442)

영화사의명장면 Best Scenes of Cinema History

영화 언어형성의 방법 및 예술형식의 발달

과정, 그리고 시대 사회적 배경에 따른 사

조적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상을 진

단한다. 찰리 채플린, 존 포드, 알프레드 히

치코크, 오손 웰즈 등 위대한 작가 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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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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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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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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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학적 가치를 조망한다.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aesthetic v

alue of new art texts made possible by dig

ital technologies such as hypertexts, intern

et novels, computer game narratives, and 

multi-fiction are examined.

실무

(532)

이야기영상워크숍 Workshop of story culture 

다양한 이야기를 현장 학습을 통해 수집하

고 분류하고 영상으로 제작함으로써 문화

산업의 소스로서의 스토리의 가치를 학습

한다.

We learn the value of story as a source o

f cultural industry by collecting, classifying, 

and producing various stories through field 

learning.

심화

(532)

콘텐츠기획론 Theory of Content Planning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콘텐츠 기

획의 변화를 이해하고, 실제 사례 분석과

개인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콘텐츠 기획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배양한다.

Understand changes in content planning du

e to the emergence of new media, and cul

tivate practical skills in content planning th

rough case studies and individual projects.

실무

(352)

스토리텔링기획실습(캡스톤디자인) Planning storytelling exercise(Capstone Design)

스토리텔링의 이론을 문화산업 영역별로

살펴보고, 기획과 창작 실습을 통해 스토리

텔링기획능력을 배양한다.

Storytelling by the theory of cultural indus

try zone look, planning creative planning s

kills through hands-on storytelling are cult

ured.

실무

(532)

콘텐츠기획팀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Content planning team project(Capstone De

sign)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콘텐츠기획을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해봄으로써 현장감각

을 익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다.

Content in the industry that requires plann

ing, practice by doing things with a team 

project site to learn about sensation and e

mbodies the creative ideas.

공연방송

연기학과

실무

(442)

극작 Play Writing

연극의 텍스트가 되는 희곡문학의 이해를

높이고, 그 구성원리와 작법을 학습함으로

써 연출, 스텝으로서의 분석 능력을 제고시

킨다. 또한 실제 극작실습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무대화시키는 능력을 배양한다.

For comprehension of dramas, which are b

asic subject of plays, this lesson aims to u

nderstanding for fundamental composition o

f drama and to promote description metho

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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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함으로

써 각 분야의 요소를 융합하는 교육을 한

다.

This course is aimed at discovering and de

veloping works to produce graduation perf

ormances. It is a production project that vi

sualizes the script as a stage reality and f

uses elements of each field by exploring a

nd solving problems that are exposed durin

g the process of the project.

전문
연극제작(캡스톤디자인) Production of a Play(Capstone Design)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262)

기획단계 실제 공연까지의 제작 전 과정을

실제로 체험해봄으로써 연기실습과 협력

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각 분야 스텝과의

공조 방식을 실습하는 과정을 보다 심화시

킨 과정으로 실제 작품제작에 보다 큰 비

중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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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

ction, acting, and technology.

전문

(262)

연극워크숍 Worksho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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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ili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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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학부

(4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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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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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concepts of IoT and conduct the practice 

of making internet systems of objects us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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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