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AI(Dept. of Convergence of Japanese AI)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정통한 AI 인재

전공능력 일본 문화 이해 능력 ·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 AI 프로그래밍 능력

교육목표
최근 해외취업(특히 일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 맞춰 일본어·일본문화 등에 대
한 전문적 이해와 더불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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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업계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IT 업무 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IT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IT 실습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수여학위 글로벌AI공학사(Bachelor of Global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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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로그래밍 능력

정의 AI 업계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획 및 수행 능력

준거
◾AI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을 갖춘다.
◾C언어, 자바 등을 필요한 IT 프로그래밍에 적절하게 활용한다.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일본 문화 이해 일본어 의사소통 AI 프로그래밍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일본 문화 이해 일본어 의사소통 AI 프로그래밍

국내 일본계 IT 기업 ◐ ● ●

일본 IT 기업 ● ● ◐

국내 IT 기업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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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AI 시스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실무지식

통번역 기술,

인터넷 활용 실무능력

기획 마인드, 윤리의식, 
전문가적인 태도

실무
AI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능력

비즈니스 직무 분석 능력,

AI 비즈니스 관련 일본어

협업적인 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화
AI 프로그래밍, 웹 디자인,

일본기업 문화 지식

일본어 회화능력,

프로그래밍 응용지식

적극적 정보수집, 객관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 태도 

기초
일본 문화 기초 지식,

AI 업계 관련 현황 및 전망

프로그래밍 기초, 

전공 기초 일본어 이해 능력

AI 및 일본 언어‧문화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6] 직무수준 별 교육과정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일본 문화
이해 능력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AI 프로그래밍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전문

일본어프리토킹 ● ● ○ 4 4 2

일본어번역클리닉 ● ● ○ 4 4 2

일본어Word작성법 ◐ ◐ ◐ 4 6 0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 ◐ ◐ 3 4 3

실무

메타버스와디지털인문창업 ● ◐ ● 5 4 1

고급빅데이터응용 ○ ○ ● 3 4 3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 ● ◐ 4 3 3

일본어회화(3) ● ● ○ 4 4 2

고급IoT프로그래밍 ○ ○ ● 3 4 3

일본어회화(4) ● ● ○ 4 4 2

일본어청해(1) ● ● ○ 5 5 0

일본어청해(2) ● ● ○ 5 5 0

IT실무외국어회화 ● ● ○ 4 4 2

IT직무일본어회화 ● ● ○ 4 4 2

드론비행이론및실습 ○ ○ ● 3 5 2

공간정보수집및처리 ○ ○ ● 4 4 2



[7] 진로분야 교과목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일본 문화
이해 능력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AI 프로그래밍 
능력

지식
(K)

기술
(S)

태도
(A)

항공기상및법규 ○ ○ ● 6 2 2

IoT플랫폼 ○ ○ ● 2 6 2

인공지능기초와활용 ○ ○ ● 3 5 2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 ○ ● 3 5 2

인공지능시스템 ○ ○ ● 4 2 4

심화

일본어문법 ● ◐ ○ 5 3 2

일본어학개론 ● ◐ ○ 5 3 2

웹프로그래밍 ○ ○ ● 4 4 2

스마트폰앱개발 ○ ○ ● 3 4 3

기계학습 ○ ○ ● 4 2 2

딥러닝 ○ ○ ● 4 2 2

인공지능수학심화 ○ ○ ● 4 2 2

기계학습 ○ ○ ● 5 2 3

인공지능시스템 ○ ○ ● 5 2 3

영상이해 ○ ○ ● 5 2 3

영상이해Ⅱ ○ ○ ● 5 2 3

딥러닝Ⅱ ○ ○ ● 5 2 3

드론코딩의이해 ○ ○ ● 5 2 3

컴퓨터네트워크 ○ ○ ●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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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기초및실습 ○ ○ ● 2 5 3

인공지능수학기초 ○ ○ ● 5 2 3

데이터분석기초 ○ ○ ● 2 5 3

문제해결과알고리즘 ○ ○ ● 2 5 3

스마트팜개론 ○ ○ ● 7 2 1

확률통계개론 ○ ○ ● 5 2 3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일본 문화 이해 일본어 의사소통 AI 프로그래밍

국내
일본계
IT 기업

(G)

전문
일본어번역클리닉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일본어WORD작성법

일본어프리토킹

실무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일본어회화(3) 메타버스와디지털인문창업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일본 문화 이해 일본어 의사소통 AI 프로그래밍

일본어회화(4)
일본어청해(1)
일본어청해(2)
IT실무외국어회화[필]
IT직무일본어회화[필]

고급IoT프로그래밍
고급빅데이터응용
인공지능기초와활용[필]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필]
드론비행이론및실습
항공기상및법규
공간정보수집및처리
IoT플랫폼
인공지능시스템

심화

일본어문법
일본어학개론

웹프로그래밍
스마트폰앱개발
기계학습
딥러닝
인공지능수학심화
기계학습
인공지능시스템
영상이해Ⅱ
딥러닝Ⅱ
드론코딩의이해
컴퓨터네트워크
영상이해

기초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파이썬기초및실습
인공지능수학기초
데이터분석기초
문제해결과알고리즘
스마트팜개론
확률통계개론

일본
IT 기업

(J)

전문
일본어번역클리닉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일본어WORD작성법

일본어프리토킹

실무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일본어회화(3)
일본어회화(4)
일본어청해(1)
일본어청해(2)
IT실무외국어회화[필]
IT직무일본어회화[필]

메타버스와디지털인문창업
고급IoT프로그래밍
고급빅데이터응용
인공지능기초와활용[필]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필]
드론비행이론및실습
항공기상및법규
공간정보수집및처리
IoT플랫폼
인공지능시스템

심화

일본어문법
일본어학개론

웹프로그래밍
스마트폰앱개발
기계학습
딥러닝
인공지능수학심화
기계학습
인공지능시스템
영상이해Ⅱ



진로분야 직무
수준 일본 문화 이해 일본어 의사소통 AI 프로그래밍

딥러닝Ⅱ
드론코딩의이해
컴퓨터네트워크
영상이해

기초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파이썬기초및실습
인공지능수학기초
데이터분석기초
문제해결과알고리즘
스마트팜개론
확률통계개론

국내
IT 기업

(K)

전문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일본어프리토킹

실무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IT실무외국어회화[필]
IT직무일본어회화[필]

메타버스와디지털인문창업
고급IoT프로그래밍
고급빅데이터응용
인공지능기초와활용[필]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필]
드론비행이론및실습
항공기상및법규
공간정보수집및처리
IoT플랫폼
인공지능시스템

심화

일본어학개론 웹프로그래밍
스마트폰앱개발
기계학습
딥러닝
인공지능수학심화
기계학습
인공지능시스템
영상이해Ⅱ
딥러닝Ⅱ
드론코딩의이해
컴퓨터네트워크
영상이해

기초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2)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파이썬기초및실습
인공지능수학기초
데이터분석기초
문제해결과알고리즘
스마트팜개론
확률통계개론



[8] 교육과정 이수체계
통번역

기술 함양,
인터넷 활용 
실무 능력

전문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GJK) 일본어프리토킹(GJK)
일본어번역클리닉(GJ)
일본어WORD작성법(GJ)

비즈니스
직무 분석,

실무 일본어
회화,

실무 AI능력

실무

인공지능시스템(GJK)
메타버스와디지털인문창
업(GJK)

일본의IT창업과비즈니스
(GJK)
일본어회화(3)(GJ)
일본어회화(4)(GJ)
일본어청해(1)(GJ)
고급IoT프로그래밍(GJK)
IT실무외국어회화(GJK)
IT직무일본어회화(GJK)
인공지능기초와활용(GJK)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GJK)
IoT플랫폼(GJK)
드론비행이론및실습(GJK)
고급빅데이터응용(GJK)
공간정보수집및처리(GJK)
항공기상및법규(GJK)

일본어청해(2)(GJ)

프로그래밍 
지식,

심화 일본어 
회화

심화

영상이해(GJK) 웹프로그래밍(GJK)
스마트폰앱개발(GJK)
컴퓨터네트워크(GJK)
인공지능시스템(GJK)
기계학습(GJK)
기계학습(GJK)
딥러닝(GJK)
인공지능수학심화(GJK)

일본어학개론(GJK)
일본어문법(GJ)
드론코딩의이해(GJK)
영상이해Ⅱ(GJK)
딥러닝Ⅱ(GJK)

AI 및 IT의
이해,

기초일본어
회화

기초

파이썬기초및실습(GJK)
인공지능수학기초(GJK)
확률통계개론(GJK)

일본어회화(GJK)
일본어회화(2)(GJK)
일본어작문(GJ)
일본어작문(2)(GJ)
데이터베이스(GJK)
스마트팜개론(GJK)
자바프로그래밍(GJK)
데이터분석기초(GJK)
문제해결과알고리즘(GJK)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진로분야: (G)국내일본계IT기업 (J)일본IT기업 (K)국내IT기업

비 
교 
과

▪기초 AI 비교과 특강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기초 AI 비교과 특강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해외 현장실습
▪해외취업 동아리
▪기초 AI 비교과 특강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해외 현장실습
▪해외취업 동아리
▪기초 AI 비교과 특강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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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기초와활용,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IT실무외국어회화, IT직무일본어회화, 메타버스와디지털
인문창업

[10] 교육과정 편성표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1

1
선택 16256 파이썬기초및실습

Python Programming and 
Practice

3 3 기초 2 5 3 인공지능학과

선택 16317 확률통계개론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기초 5 2 3 인공지능학과

2
선택 16704 인공지능수학기초

Artificial Intelligence Early S
emester

3 3 기초 5 2 3 인공지능학과

선택 16351 영상이해 Image Processing 3 3 심화 5 2 3 인공지능학과

2

1

선택 16679 메타버스와디지털인문창업
Metaverse and Digital Hu
manities Start-Up

3 3 실무 5 4 1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4684 일본어작문 Japanese Composition 3 3 기초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4683 일본어회화 Japanese Conversation 3 3 기초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3541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3 기초 4 4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6350 데이터분석기초 Data analysis basics 3 3 기초 2 5 3 인공지능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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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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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60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3 3 심화 5 3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6702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3 3 심화 4 4 2 인공지능학과
선택 16703 딥러닝 Deep learning 3 3 심화 4 4 2 인공지능학과

선택 16642 문제해결과알고리즘 Problem solving algorithm 3 3 기초 2 5 3 인공지능학과

선택 16705 인공지능수학심화
Advanced Artificial Intellig
ence Mathematics

3 3 심화 4 4 2 인공지능학과

선택 16360 인공지능시스템 Probabilistic Machine Lear
ning 3 3 실무 4 2 4 농생명-ICT

선택 15628 스마트팜개론 Introduction to smart farm 3 3 기초 7 2 1 스마트팜

선택 16358 기계학습 Algorithm Based Machine 
Learning 3 3 심화 5 2 3 AI Tech

선택 16359 인공지능시스템 Probabilistic Machine Lear
ning 3 3 심화 5 2 3 AI Tech

 3 1
필수 16171 IT실무외국어회화

IT Practical Foreign Lang
uage Conversation

3 3 실무 4 4 2 일본AI

필수 16593 인공지능기초와활용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3 3 실무 3 5 2 일본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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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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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간 직무

수준 K S A 소속

and application

선택 16113 일본의IT창업기초전략
Basic Strategies for IT Sta
rt-ups in Japan

3 3 전문 3 4 3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4687 일본어회화(3) Japanese Conversation(3) 3 3 실무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08156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anguistics

3 3 심화 5 3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5582 IoT플랫폼 IoT Platform 3 3 실무 2 6 2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6164 드론비행이론및실습
Drone Flight Theory and Pr
actice

3 3 실무 3 5 2 드론

선택 16165 드론코딩의이해
Understanding of Drone Cod
ing

3 3 심화 5 2 3 드론

선택 16596 영상이해II Image ProcessingII 3 3 심화 5 2 3 AI Tech

선택 16595 딥러닝II Deep Learning II 3 3 심화 5 2 3 AI Tech

2

필수 16172 IT직무일본어회화
IT Vocational Japanese Co
nversation

3 3 실무 4 4 2 일본AI

필수 16361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Programming basics and 
Practices

3 3 실무 3 5 2 일본AI

선택 08500 일본어문법 Japanese Grammar 3 3 심화 5 3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08501 일본어청해(1) Listening Japanese(1) 3 3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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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96 고급IoT프로그래밍 Advanced IoT Programming 3 3 실무 3 4 3 스마트미디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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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16163 공간정보수집및처리
Spatial Data Collection an
d Processing

3 3 실무 4 4 2 드론

선택 16166 항공기상및법규 Aviation Weather and Law 3 3 실무 6 2 2 드론

4
1

선택 08687 일본어청해(2) Listening Japanese(2) 3 3 실무 5 5 0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16748 일본어번역클리닉
Translation Clinic for Japa
nese

3 3 전문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선택 08688 일본어WORD작성법
How to Use Wordprocessor 
in Japanese

3 3 전문 4 6 0 일본언어문화학과

2 선택 08691 일본어프리토킹 Japanese Freetalking 3 3 전문 4 4 2 일본언어문화학과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442)

IT직무일본어회화 IT Vocational Japanese Conversation 

일본 IT 기업에 입사를 위한 제반 일본어, 
일본 IT 기업에서 사용되는 경어 표현, 그
리고 일본 IT 기업 문화 등을 회화를 중심
으로 학습한다.

Students learn Japanese for entering Japa
nese IT companies, honorific expressions u
sed in Japanese IT companies, and Japane
se IT corporate culture, focusing on conve
rsation.

실무
(352)

인공지능기초와활용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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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gramming skills based on them. Through 
Python programming, students will improv
e their computer thinking skills, learn how 
to use various library modules of Python, 
develop Python programming skills using d
atabases, and develop future employment 
skills for Japanese IT companies.

실무
(352)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Programming basic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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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
es required by Japanese IT companies. Th
rough Java programming, students develop 
the ability to develop PC application progr
ams, web applications, and Android apps, 
and develop the ability to access and han
dle databases, thereby cultivating employ
ment skills for Japanese IT companies in t
he future.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일본AI
실무
(541)

메타버스와디지털인문창업 Metaverse and Digital Humanities Start-Up

본 교과목은 메타버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구현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한다.

Based o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
etaverse, this course aims to create and de
velop digital content that can be implemen
ted online, intended to run start-up busines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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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bilities to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회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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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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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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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skills through listening exercises, and p
ractice with structural transformations and 
rephrasing of statements. 

심화
(532)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a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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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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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e rules of sentence structures of Japanese.

실무
(442)

일본어회화(3) Japanese Conversa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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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442)

일본어회화(4) Japanese Convers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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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boo
ks, comic, music, and so on, putting emph
asis on listening and writing.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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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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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또는 작문능력과의 상승효과를 도모하는 
연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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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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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s by team teaching methods; 
(1) the trends of IT technology
(2) business Japanese and manner(etiquettes) 
※ The relevant professors are charged wi

th those subjects.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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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to start a business in Japan

전문
(442)

일본어번역클리닉 Translation Clinic for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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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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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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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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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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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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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적 
사고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In this course, we understand the concept
s of computer programming and learn the
basic python programming for understandi
ng of computer programming and computa
tional thinking.

기초
(523)

인공지능수학기초 Artificial Intelligence Early Semester

이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영역에 자주 사용
되는 선형대수의 기본 개념을 소개합니다. 
특히, 선형 대수학의 일부 입문 부분은 통
계 선형 모형 및 최적화 이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This lecture introduce elementary  concep
ts of Linear Algebra frequently used for t
he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
lar, some introductory parts of linear alge
bra are useful to understand statistical lin
ear models and optimization theories.

기초
(523)

확률통계개론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이 강의에서는 인공 지능 영역에 자주 사
용되는 기본 확률 및 통계 개념을 소개합
니다. 특히, 학생들은 응용 프로그램으로 
기계 / 딥 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유용한 
확률과 통계의 입문 부분을 학습 합니다.

This lecture introduce elementary probabili
ty and statistics concepts frequently used 
for the are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
articular, students will learn some introduc
tory parts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w
hich is useful to building machine/deep lea
rning models with corresponding applicatio
ns.

기초
(253)

데이터분석기초 Data analysis basics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 가능한 핵심 오픈소
스인 numpy, matplotlib, 및 pandas를 포함
한 주요 오픈소스의 활용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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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253)

문제해결과알고리즘 Problem solving algorithm

문제해결을 위해 단순히 프로그램을 코딩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제시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선수 지식과 경
험,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과정을 절차화 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
성한다.

Rather than simply coding programs to sol
ve problems, they train talents who can p
roceduralize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
ms based on their players' knowledge, exp
erience, and thinking to solve problems pr
esented in stories.

심화
(523)

영상이해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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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호가 가지는 주요특성을 추출하는 방법에 

The purpose of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the general theory of digital 
signal processing and digital systems includ
ing digital filters. Also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filters for digital signal proc
essing for simple images and sounds, and 
Fast Fourier Transform of Fourier trans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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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학습한다. m, and how to extract the main character
istics of digital signals.

심화
(442)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현재 인공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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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및 모델의 기본 이론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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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amental theori
es of machine learning, supervised learnin
g methods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u
nsupervised learning methods (clustering a
nd dimensionality reduction), ensemble mo
dels, Bayesian approaches and models.

심화
(442)

딥러닝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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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합니다. 딥러닝 기본개념, Stocha
stic Gradient Descent, backpropagation기
법, 초기화기법, regularization기법, 콘볼류
션 신경망 (CNN), CNN 구조, 복신경망(RN
N), RNN의 응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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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riza
tion techniques such as drop out, convolut
ional neural networks (CNN), CNN architec
tures, visualization of CNN, recurrent neur
al networks (RNN), RNN applications, and 
other applications including reinforced lear
ning.

심화
(442)

인공지능수학심화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Mathematics

본 교과목에서는 확률 및 통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수학 
이론과 기법을 학습함

In this course, we learn mathematical theo
ries and techniques necessary for the dev
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
y, focusing on probability and statistics

스마트
미디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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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44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ems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DBMS, Data Model,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하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
nity to study of database management sys
tems (DBMS) features, functions, and ar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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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부하고, 고급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
복, 병행제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tecture, including logical design, data mode
ls, normalization, object-oriented data, and 
database administration. A DBMS product 
will be used to illustrat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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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chniques such as HTML, CSS3 and JavaSc
ript and advanced web programming techn
iques such as JQUERY and Mobil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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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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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nsor data and also interlink of IoT(Intern
et of Things).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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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262)

IoT플랫폼 Io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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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IoT프로그래밍 Advanced IoT Programming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IoT(I
nternet of things)는 물리적인 요소(사물)들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많은 정보가 신속

The Internet of things(IoT), one of the rep
resentativ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
al revolution, provides new services by rap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하게 전달되고 활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데이터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IoT 디바이스에 연결된 플랫폼에 대한 체
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본 과목은 sensor 
data processing, 서비스 플랫폼 활용 및 개
발 방법 에 대한 학습과 실습을 통하여 고
급 IoT programming 개발능력을 배양하고
자 한다.

idly transferring and utilizing a lot of infor
mation as physical elements(things) are con
nected to the Intern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
e importance of data value and systematic
ally educate on platforms connected to IoT 
devices.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adva
nced IoT programming development skills t
hrough systematic learning and practice on 
sensor data processing, service platform uti
lization and development methods.

실무
(343)

고급빅데이터응용 Advanced Big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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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ch as model development based on basic 
big data analysis technologies

농생명-ICT
실무
(424)

인공지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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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approaches. To
pics include: linear regression, classificatio
n, sampling methods, model selection and 
regularization, decision tree, support vecto
r machine, and unsupervised learning algo
rithms.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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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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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442)

공간정보수집및처리 Spatial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공간정보와 관련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융･ Spatial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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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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essential elements in the era of the F
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basis fo
r generating high value-added by convergi
ng and integrating various industries. This 
course aims to cultivate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mann
ed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such a
s unmanned aircraft (drone) and self-drivin
g cars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ree-di
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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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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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Tech

심화
(523)

기계학습 Algorithm Based Machine Learning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현재 인공지능의 
기본 및 핵심 기술인 기계학습을 위한 다
양한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계학습, 지도 학습 방법 (회귀 및 
분류), 비지도 학습 방법 (클러스터링 및 
차원 축소), 앙상블 모델, 베이지안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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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
(523)

인공지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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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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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심화
(523)

영상이해Ⅱ Image Processing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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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Ⅱ Deep learningⅡ

본 교과목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심층
신경망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
제 응용에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심
층학습의 개요 및 심층학습에 관련된 기초
적인 수학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경망
의 동작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회귀, 분류, 
시계열데이터 인식과 관련된 실제 응용 방
법을 심도있게 실습한다.

In this subject, we understand the principl
es of deep neural network learning based 
on big data and learn how to use them fo
r practical applications. Based on the over
view of deep learning and basic mathemat
ical theory related to deep learning, we th
eoretically understand the operating princi
ples of various neural networks. In additio
n, Python programming is used to practice 
in-depth practical application methods rela
ted to regression, classification, and time s
eries data recogn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