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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개시일 3. 1(일)

2020-1학기 신 ․ 편입생 수강신청기간 3. 9(월) ~ 3. 13(금)

개강일 3. 16(월)

2020학년도1학기 장학금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3. 18(수) ~ 3. 24(화)

조기졸업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3. 19(목) ~ 3. 20(금)

수강포기기간 3. 30(월) ~ 3. 31(화)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4. 1(수) ~ 4. 2(목)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3학년) 4. 8(수) ~ 4. 10(금)

수업일수 1/4선 4. 9(목)

개교기념일 4. 11(토)

휴업(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4. 15(수)

성적포기기간 4. 16(목) ~ 4. 17(금)

2020학년도 1학기 수업평가 실시기간 4. 16(목) ~ 6. 19(금)

수업일수 1/3선 4. 20(월)

휴업(근로자의 날) 5. 1(금)

중간고사 5. 6(수) ~ 5. 12(화)

수업일수 1/2선 5. 12(화)

가마골 축제 미 정

수업일수 2/3선 5. 29(금)

수업일수 3/4선 6. 5(금)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6. 8(월) ~ 6. 9(화)

계절학기 등록기간 6. 11(목) ~ 6. 12(금)

지정보강기간 6. 22(월) ~ 6. 26(금)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6. 22(월) ~ 7. 15(수)

기말고사 6. 29(월) ~ 7. 3(금)

성적입력기간 6. 29(월) ~ 7. 7(화)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6. 29(월) ~ 7. 9(목)

하계방학 7. 3(금)

하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7. 6(월) ~ 7. 24(금)

2020학년도 2학기 전(부)과 신청기간 7. 8(수) ~ 7. 9(목)

2020학년도 2학기 복학기간 7. 22(수) ~ 7. 24(금)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7. 24(금) ~ 7. 27(월)

계절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7. 24(금) ~ 7. 28(화)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8. 5(수) ~ 8. 7(금)

2019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8. 5(수)

학점교류 신청기간 8. 6(목) ~ 8. 7(금)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 14(금)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재이수신청 기간 8. 18(화) ~ 8. 21(금)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발표 8. 19(수)

2020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 8. 21(금) ~ 8. 25(화)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8. 25(화) ~ 8.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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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8. 31(월)

조기졸업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9. 3(목) ~ 9. 4(금)

2020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9. 3(목) ~ 9. 11(금)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 9. 7(월) ~ 9. 11(금)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1학년) 9. 10(목) ~ 9. 11(금)

수강포기기간 9. 16(수) ~ 9. 17(목)

웅비학술제 9. 22(화) ~ 9. 23(수)

수업일수 1/4선 9. 24(목)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9. 28(월) ~ 9. 29(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실시기간 10. 5(월) ~ 12. 4(금)

수업일수 1/3선 10. 8(목)

성적포기기간 10. 15(목) ~ 10. 16(금)

중간고사 10. 19(월) ~ 10. 23(금)

전공배정 지망원서 접수기간 10. 26(월) ~ 10. 30(금)

수업일수 1/2선 10. 27(화)

전공배정 결과 발표 11. 12(목)

수업일수 2/3선 11. 13(금)

수업일수 3/4선 11. 23(월)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11. 23(월) ~ 11. 24(화)

계절학기 등록기간 11. 26(목) ~ 11. 27(금)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12. 7(월) ~ 1. 4(월)

지정보강기간 12. 7(월) ~ 12. 11(금)

기말고사 12. 14(월) ~ 12. 18(금)

성적입력기간 12. 14(월) ~ 12. 23(수)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12. 14(월) ~ 12. 28(월)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예치금 등록 12. 16(수) ~ 12. 18(금)

동계방학 12. 21(월)

동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12. 21(월) ~ 1. 12(화)

2021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 12. 26(토) ~ 12. 30(수)

2021학년도 1학기 전부(과) 신청기간 2021. 1. 4(월) ~ 1. 5(화)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2021. 1. 12(화) ~ 1. 14(목)

계절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2021. 1. 12(화) ~ 1. 15(금)

2021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2021. 1. 25(월) ~ 1. 27(수)

2021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2021. 2. 1(월) ~ 2. 3(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기간 2021. 2. 2(화) ~ 2. 26(금)

학점교류 신청기간 2021. 2. 4(목) ~ 2. 5(금)

2021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2021. 2. 5(금)

2021학년도 1학기 장학생 발표 2021. 2. 10(수)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021. 2. 16(화) ~ 2. 19(금)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21. 2. 19(금)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21. 2. 19(금) ~ 2. 23(화)

2021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 2021. 2. 19(금) ~ 2. 23(화)

교직과정 신청기간 2021. 2. 22(월) ~ 2. 23(화)

2021학년도 입학식 2021. 2. 25(목)

오리엔테이션[계열별, 학부(과)별] 2021. 2. 25(목) ~ 2.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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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수강신청기간 2. 28(목) ~ 3. 4(월)

개강일 3. 4(월)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3. 5(화) ~ 3. 15 (금)

조기졸업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3. 7(목) ~ 3. 8(금)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3학년) 3. 13(수) ~ 3. 15(목)

수강포기기간 3. 20(수) ~ 3. 21(목)

수업일수 1/4선 3. 28(목)

2019학년도 1학기 수업평가 실시기간 4. 1(월) ~ 6. 7(금)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4. 2(화) ~ 4. 3(수)

수업일수 1/3선 4. 5(금)

개교기념일 4. 11(목)

중간고사 4. 22(월) ~ 4. 26(금)

수업일수 1/2선 4. 24(수)

성적포기기간 4. 24(수) ~ 4. 25(목)

근로자의 날(휴업) 5. 1(수)

수업일수 2/3선 5. 10(금)

가마골 축제 5. 13(월) ~ 5. 15(수)

수업일수 3/4선 5. 21(화)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5. 27(월) ~ 5. 28(화)

계절학기 등록기간 5. 30(목) ~ 5. 31(금)

지정보강기간 6. 10(월) ~ 6. 14(금)

2019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6. 10(월) ~ 7. 3(수)

기말고사 6. 17(월) ~ 6. 21(금)

성적입력기간 6. 17(월) ~ 6. 25(화)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6. 17(월) ~ 6. 28(금)

하계방학 6. 21(금)

하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6. 24(월) ~ 7. 12(금)

2019학년도 2학기 전(부)과 신청기간 7. 2(화) ~ 7. 3(수)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7. 12(금) ~ 7. 16(화)

계절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7. 12(금) ~ 7. 17(수)

2019학년도 2학기 복학기간 7. 15(월) ~ 7. 17(수)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7. 23(화) ~ 7. 25(목)

2018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8. 7(수)

학점교류 신청기간 8. 7(수) ~ 8. 8 (목)

2019학년도 2학기 장학생 발표 8. 9(금)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 16(금)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재이수신청 기간 8. 20(화) ~ 8. 23(금)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8. 20(화) ~ 8. 23(금)

2019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 8. 20(화) ~ 8.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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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9. 2(월)

조기졸업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9. 5(목) ~ 9. 6(금)

2019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9. 3(화) ~ 9. 16(월)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 9. 6(금) ~ 9. 10(화)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1학년) 9. 10(화) ~ 9. 11(수)

수강포기기간 9. 18(수) ~ 9. 19(목)

웅비학술제 9. 25(수) ~ 9. 26(목)

수업일수 1/4선 9. 26(목)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10. 1(화) ~ 10. 2(수)

2019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실시기간 10. 1(화) ~ 12. 6(금)

수업일수 1/3선 10. 4(금)

중간고사 10. 21(월) ~ 10. 25(금)

전공배정 지망원서 접수기간 10. 21(월) ~ 10. 25(금)

수업일수 1/2선 10. 23(수)

성적포기기간 10. 28(월) ~ 10. 29(화)

전공배정 결과 발표 11. 7(목)

수업일수 2/3선 11. 8(금)

수업일수 3/4선 11. 19(화)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11. 25(월) ~ 11. 26(화)

계절학기 등록기간 11. 28(목) ~ 11. 29(금)

지정보강기간 12. 9(월) ~ 12. 13(금)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12. 9(월)~2020. 1. 3(금)

기말고사 12. 16(월) ~ 12. 20(금)

성적입력기간 12. 16(월) ~ 12. 24(화)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12. 16(월) ~ 12. 27(금)

동계방학 12. 23(월)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예치금 등록 12. 11(수) ~ 12. 13(금)

동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12. 3(월)~2020.1.14(화)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 12. 26(목) ~ 12. 31(화)

2020학년도 1학기 전부(과) 신청기간 2020. 1. 2(목) ~ 1. 3(금)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2020. 1. 14(화) ~ 1. 16(목)

계절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2020. 1. 14(화) ~ 1. 17(금)

2020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2020. 1. 20(월) ~ 1. 22(수)

202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2020. 2. 5(수)

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기간 2020.. 2. 5(수) ~ 2. 7(금)

2020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2020. 2. 5(수) ~ 2. 7(금)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발표 2020. 2. 10(월)

학점교류 신청기간 2020. 2. 10(월) ~ 2. 11(화)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20. 2. 14(금)

교직과정 신청기간 2020. 2. 17(월) ~ 2. 18(화)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020. 2. 18(화) ~ 2. 21(목)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20. 2. 20(목) ~ 2. 24(월)

2020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 2020. 2. 20(목) ~ 2.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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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1. 경일대학교 연혁
1963. 01. 28 청구대학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5년제)

1963. 03. 10 대구시 문화동 11번지 교사(현 밀리오레 자리)에서 개교(교장 최해청)

【설치학과(5개 학과)】 토목과, 건축과, 기계과, 섬유과, 화공과

1964. 03. 01 전기과 신설

1967. 12. 29 학교법인 영남학원 설립으로 인한 병합. 교명을 영남대학교병설공업고등

전문학교로 개칭.

1968. 02. 01 교사(校舍)를 대구시 효목동 55번지로 신축 이전

1973. 04. 11 영남학원으로부터 영남대학교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인수 (이사장 하영수)

1973. 07. 05 학교법인 일청학원 설립인가.

교명을 ｢영남고등전문학교｣로 개칭(교장 박옥현)

1974. 09. 11 일청관(3호관) 준공

1975. 03. 15 5년제 고등전문학교를 폐교. 2년제 ｢영남공업전문학교｣로 개편

전자과 신설.

기계과, 화공과, 섬유과, 전자과 2부 설치인가

1976. 03. 01 공업경영과 신설,

토목과, 건축과, 전기과 2부 설치인가

1976. 06. 15 ｢경북공업전문학교｣로 개칭

1977. 03. 01 공업경영과(2부) 설치인가

1977. 07. 06 5호관(도서관) 준공

1978. 07. 20 6호관(토목․건축) 준공

1978. 12. 28 전문대학으로 개편, 교명을 ｢경북공업전문대학｣으로 개칭

1979. 03. 01 전자계산기학과 신설

1980. 08. 10 7호관 준공

1982. 03. 01 의류과 신설

1983. 02. 01 문교부로부터 개방대학 연구학교로 지정 받음

1983. 06. 22 문교부로부터 우수전문대학 표창(제3145호)을 받음

1983. 10. 30 8호관(기계실습관) 준공

1984. 12. 08 경북개방대학 설립인가(학장 박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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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03. 04 ｢경북개방대학｣ 개교 및 입학식

설치학과(10개 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섬유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의상디

자인학과

1985. 08. 30 9호관(강당) 준공

1986. 02. 28 경북공업전문대학 폐교

1987. 01. 22 경영학과 신설인가

1987. 02. 28 10호관(예술관) 준공

1988. 01. 19 ｢경북산업대학｣으로 개칭.

행정학과, 회계학과, 사진영상학과 신설인가

1988. 6. 20 서석홍 학장 취임

1989. 01. 10 경제학과, 산업공예학과 신설인가

1989. 10. 01 이태재 학장 취임

1989. 11. 15 산업대학원 4개 학과(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섬유공학과, 토목공학과)

설립인가

1989. 11. 30 11호관(강의동) 준공

1990. 03. 02 학부제(공학부, 사회과학부, 조형학부)로 개편

1990. 10. 22 기계설계학과, 무역학과 신설인가

1991. 10. 26 측지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영어과 신설인가

대학원 5개 학과(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건축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

계산학과) 신설인가

1992. 03. 01 종합대학으로 승격인가. 교명: ｢경북산업대학교｣(총장 이태재)

1992. 10. 12 화학공학과 신설인가

대학원 1개 학과(의상디자인학과) 신설인가

1993. 09. 01 이효태 총장 취임

대학원 2개 학과(경영학과, 행정학과) 신설인가

1993. 11. 30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주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4. 03. 02 단과대학체제(공과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조형대학)로 개편

1994. 08. 20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번지로 교사를 신축이전

1996. 12. 11 경일대학교 설립인가(일반대학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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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2. 19 대학원 2개 학과(사진영상학과, 산업공예학과) 신설인가

1997. 03. 01 ｢경일대학교｣ 개교(초대 총장 이효태)

1997. 09. 26 종합강의동(18호관) 준공

1997. 10. 25 대학원 1개 학과(측지공학과) 신설인가

1997. 11. 05 기계공학부(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통폐합) 및 안전공학과(야) 신설

인가

【학과 명칭 변경】

▸전자공학과 → 전자정보공학과

▸전자계산학과 → 컴퓨터공학과

▸회계학과 → 세무회계정보학과

▸무역학과 → 국제통상학과

1998. 09. 03 평생교육원 개원

1998. 10. 19 【학과 명칭 변경】

▸섬유공학과 → 섬유패션학과

▸산업공학과 → 산업시스템 공학과

1998. 11. 13 대학원 1개 학과(세무회계정보학과) 신설인가

1999. 03. 01 학생생활관 개관

1999. 10. 14 산업시스템 공학부(산업시스템공학과·안전공학과 통폐합) 신설인가

1999. 11. 02 일반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설립인가

산업대학원 화학공학과, 산업정보경제학과 신설인가

2000. 08. 08 종합서비스센터 개소

e-비즈니스 학부(경영학과, 경제학과 통폐합) 신설인가

【학과 명칭 변경】

▸측지공학과 → 도시정보지적공학과

▸국제통상학과 → 인터넷 국제통상학과

▸의상디자인학과 → 패션디자인산업학과

2000. 09. 30 2000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 (주관 : 교육인적자원부)

(선정분야 : 교육과정개발 및 특성화)

2001. 02. 22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주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영역)

2001. 03. 01 제2대 총장 이무근 박사 취임

2001. 08. 24 2001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 (주관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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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분야 : 대학별 자체 교육개혁실천 분야)

2001. 10. 04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센터장 이원균(회계)

2002. 02. 04 2001 학문분야평가 우수대학 선정 (주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정분야 : 교양교육 분야)

2003. 03. 01 진로취업지원센터, 국제교류교육센터 개소

2003. 03. 01 【학제 개편】 21개 학부로 개편

▸기계자동차학부 ▸컴퓨터응용기계설계학부 ▸e-비즈니스학부 ▸신

소재환경공학부 ▸생명화학공학부 ▸토목공학부 ▸건축학부 ▸건설정

보공학부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

학부 ▸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학부 ▸관광비즈니스학부 ▸국제무역

컨벤션학부 ▸행정·복지학부 ▸영어학부 ▸사진영상학부 ▸인테리어조

형디자인학부 ▸섬유패션학부 ▸패션학부

2003. 05. 29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와 산학교류협정 체결

2003. 07. 05 개교 40주년 기념 가셔브럼 원정대 가셔브럼Ⅰ·Ⅱ봉 연속 등정 성공

2003. 07. 21 4년 연속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주관 : 교육인적자원부)

2003. 08. 26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배구경기 개최 (종합체육관)

2003. 08. 26 제2학생생활관(지성관) 개관

2003. 09. 01 국제교류교육센터의 명칭 변경 <국제교류교육센터 → 국제교류교육원>

2003. 11. 13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가마밸리 협정 체결

2004. 02. 01 소방방재IT연구소 개소

2004. 03. 01 【학제 개편】 30개 학부(과)로 개편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자동차설계학과 ▸경영공학과 ▸신소재환경공

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부 ▸건축학부 ▸도시정보지적공학

과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

소방방재정보학과 ▸자율전공학과 ▸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학과 ▸

여성공무원비서학부 ▸관광비즈니스학부 ▸무역전시컨벤션학과 ▸철도

경영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경호학과 ▸영어학과 ▸관

광통역학부 ▸미디어문학과 ▸사진영상학부 ▸광고홍보학과 ▸인터넷

신문방송학과 ▸인테리어조형디자인학부 ▸뷰티패션학부

2004. 03. 11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모바일캠퍼스 개통

2004. 05. 07 대구관광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결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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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6. 07 경주공업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결연식

2004. 06. 08 경주정보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결연식

2004. 06. 14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결연식

2004. 06. 16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중심·참여대학 선정 (주관: 교육인적

자원부)

2004. 08. 03 중국 남개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 08. 19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가마밸리 협정 체결

초일류모바일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단 교육프로그램 수료식

2004. 9. 20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국 8위 선정

2004. 10. 04 제1회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2004. 10. 22 경산세무서와 관학협동 협약 체결

2004. 11. 04 한성디지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 11. 29 경북 우수 창업보육센터 지정 (주관 : 경상북도)

2004. 12. 16 중국 삼협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5. 01. 11 서부공업고등학교와 유니쿨 협정 조인

2005. 01. 18 중국 상해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5. 02. 02 대구 동구청과 교류협정 체결 (주관 : 산업공예학과)

2005. 02. 25 제3대 총장 김성동 박사 취임

2005. 03. 01 경일대학교 R&DB센터 착공

2005. 04. 13 RDI연구소 개소식

2005. 04. 15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가마밸리 협정 체결

2005. 05. 11 【학제 개편】 27개 학부(과)로 개편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차량공학과 ▸산업물류학과 ▸제약공학부 ▸

토목공학과 ▸건축학부 ▸건설정보공학과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방방재학부 ▸자연계열자율전

공 ▸경영학과 ▸회계비서학부 ▸관광비즈니스학과 ▸국제통상학과 ▸

철도경영학부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경호학부 ▸부동산지

적학과 ▸외국어통역학부 ▸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진영상학부 ▸공

예디자인학과 ▸뷰티패션학부

2005. 05. 26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 참가

2005. 06. 15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 산·학 공동개발 협약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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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6. 23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와 산학협약 체결

2005. 06. 29 대구교차로와 산학협정 체결

2005. 07. 04 뷰티코디네이션학과-일본 안면분석학원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5. 08. 29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연유공자부문 대통령상 수상

2005. 08. 31 육군본부와 교류협약 체결

2005. 09. 26 제1회 경일산학축전 개최

2005. 09. 26 사학진흥재단 대학평가 A등급 선정

2005. 10. 01 2005 정규직 취업률 전국대학 11위 선정 (주관 : 교육인적자원부)

2005. 10. 13 2005 하반기 대구·경북 취업박람회 개최

2005. 10. 26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산학협력 협정 체결 (주관 : 회계비서학부)

2005. 10. 27 영남이공대학과 상호교류협정 체결

2005. 11. 29 동부경찰서와 관·학협약 체결

2005. 12. 06 경산자동차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조인. 경일산학포럼 개최

2005. 12. 29 기술창업패키지1000 수료식

2006. 03. 03 경일대학교 KSCC 교육사업 설명회

2006. 03. 15 가마밸리 참여업체 감사패 수여식

2006. 03. 24 경일대학교 사랑카드 조인식

2006. 03. 31 평생교육원 주민정보화교육 수료식

2006. 05. 12 경일산학포럼 개최

2006. 05. 18 경일대학교 R&DB센터 준공

2006. 07. 21 기계자동차학부 누리사업단 우수사업단 선정 (주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08. 02 경북소방학교와 관·학 협약 체결

2006. 09. 15 교육부 발표 정규직 취업률 대구·경북 2위, 전국 8위

2007. 02. 26 ‘디스플레이 기술교육특화센터(DTEC)' 경일대 분소 개소식

2007. 03. 01 공학교육혁신센터 개소.

전자정보통신공학부 NEXT사업 선정

2007. 03. 22 대학종합평가 3개 영역 ‘최우수’ 선정

2007. 03. 27 독도·간도교육센터 개소

2007. 04. 10 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준공

2007. 04. 19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지정



25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007. 05. 23 GIS 전문인력양성 사업기관 선정

2007. 05. 23 【학과 명칭 변경】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 제어·전기공학부

▸사진영상학부 → 사진영상학과

▸패션이벤트학과 →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2007. 05. 29 제1기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선정

2007. 06. 05 자동차부품 시험 지역혁신센터(RIC) 유치

2007. 08. 16 ‘2007 대학생(고교생) 창업 경진대회’ 개최

2007. 11. 17 교육부 발표 정규직 취업률 대구·경북 2위

2008. 01. 01 제어·전기공학부 NEXT사업 선정

2008. 05. 08 5년 연속 최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2008. 06. 01 하성규(河成圭) 재단이사장 취임

2008. 06. 01 제4대 총장 이남교 박사 취임

2008. 06. 03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자 선정

2008. 06. 03 기술창업패키지사업 대구·경북운영기관 4년 연속 선정

2008. 06. 10 노동부 주관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선정

2008. 06. 11 경상북도 고용대상 대학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8. 08. 25 2008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10. 02 울릉군과 상호협력 협약 조인

2008. 10. 27 ㈜한국엡손과 산학협력 협약 조인

2008. 10. 28 성서 클러스터추진단과 업무협약 조인

2009. 03. 26 경산소방서와 관·학 협약 체결

2009. 04. 20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09. 04. 2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업무협약 체결

2009. 05. 07 기술창업패키지 대구·경북 운영기관 선정

2009. 05. 12 【학제 개편】 32개 학과(부), 입학정원 1,840명으로 확대

▸기계자동차학부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소방

방재학부 ▸건설공학부 ▸건축학부 ▸위성정보공학과 ▸전기공학과 ▸

로봇응용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연계열자율전

공학과 ▸철도학부 ▸경찰학과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증권

학과 ▸국제통상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부 ▸부동산지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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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외국어학부 ▸문헌정보학과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학과 ▸사진영

상학부 ▸공예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스포츠학부 ▸간호학과 ▸심리치료학과

2009. 05. 15 중국 후베이대학과 교류협정 조인

2009. 05. 24 산악부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대학부 우승

2009. 06. 05 한국감정평가협회와 산학협정 조인

2009. 06. 12 HRD 사업단,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사업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

2009. 06. 16 대한지적공사와 산학협정 조인

2009. 06. 18 국토해양부 주관 GIS(지리정보시스템) 전문인력 양성기관 영남권 거점대

학 선정

2009. 09. 21 학제정원 개편, 첨단의료기학과 신설

2009. 09. 23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부문 전국 10위 랭크

외국인교수 비율 전국 10위, 세입 중 기부금 비율 전국 9위 랭크

2010. 03. 01 【조직 개편】

▸KIU비전전략실 ▸입학사정관실 신설

2010. 03.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국비 19억1천4백만 원 수주)

2010. 04. 01 경상북도 주관 대학창업보육센터 최우수기관 선정

2010. 05. 【학제 개편】

▸식품과학부 ▸응급구조학과 신설

2010. 06. 07 산학협력관 준공 (지하1층, 지상9층, 부속공장동2층 건축면적 3,385㎡,

연면적 10,558㎡)

2010. 09. 01 제5대 총장 정현태 박사 취임

【조직 개편】

▸진로인성상담센터 신설

2010. 09. 15 ACT-RIC센터 개소식

2010. 11. 01 일본 도아대학, 시코쿠가쿠인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2010. 11. 10 ㈜KT와 스마트캠퍼스 구축 협약 체결

2010. 12. 01 【조직 개편】

▸도시문제연구소 ▸독도·간도교육센터 ▸지구관측센터 ▸정보융합보

안연구소 ▸3D콘텐츠연구소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광디스플레이연

구소 ▸식품과학연구소 ▸피해자학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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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신설

2010. 12. 20 경상북도 교육청과 독도교육 MOU 체결

2011. 01. 01 【조직 개편】

▸대학교육개발원 ▸창업지원단 ▸첨단의료기연구소 신설

2011. 02. 16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경북 유일 지역거점 대학 선정

2011. 03. 01 【조직 개편】

▸디자인기획실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2011. 04. 12 창업보육센터 8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11. 05.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2011. 05. 18 일본 오사카부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1. 05. 20 중앙경찰학교와 교류협약 체결

2011. 06. 16 중국 연변대과학기술대와 교류협약 체결

2011. 07. 21 몽골 국립과학기술대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2011. 07. 22 경북도청과 결혼이민여성 학위취득 양해각서 체결

2011. 08. 12 금창, 에스엘과 상호협력 MOU 체결

2011. 09. 【학제 개편】

▸사이버보안학과 신설

2011. 09. 【조직 개편】

▸사회봉사센터 신설

2011. 09. 23 ㈜건국이앤아이와 상호협력 MOU 체결

2011. 10. 05 ‘2011 벤처·창업대전’ 창업지원기관 부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수상

2011. 10. 07 설립자 하영수(河泳洙) 명예이사장 서거(逝去)

2011. 10. 25 서울의료원과 공동발전 협정 체결

2011. 11. 04 대구세무사회-㈜뉴젠솔루션과 산학협약 체결

2011. 11. 11 대구 동구청과 관학 교류협력 협약 체결

2012. 01. 20 3개 학과(기계·전자·로봇) 공학교육인증 획득

2012. 01. 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 주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2. 02. 20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고용센터 사업운영기관 선정

2012. 02. 29 소방방재청 주관 특수재난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단 유치 (5년간 290억 원)

2012. 03. 01 【조직 개편】

▸특수재난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단 신설(직속기구) ▸앱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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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창업지원단 내) ▸건설안전·정책연구소 신설

2012. 03. 01 【학제 개편】

▸실무외국어학부→비즈니스외국어학부 ▸건축학부→건축학과, 건축

공학과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과 ▸스포츠경영학과→스포츠학과

2012. 04. 01 【조직 개편】

▸취업지원단 내 시니어비즈플라자센터 신설

2012. 04. 0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 선정 (10년간 20억 지원)

2012. 04. 19 영남·강원권 대표 앱 창업전문기관 선정

2012. 05. 09 9년 연속 최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중소기업청 주관)

2012. 09 사회교육원 대구교육관 개원 (호텔 수성 내)

2012. 09. 26 정현태 총장, 제15대 대구경북대학교육협의회장 피선

2012. 10. 10 소상공인창업학교 선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주관)

2012. 12. 20 문화예술교육사 영남권 교육기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3. 01. 01 【직제 개편】

▸교무처 교양교직부 ▸문화예술교육원(부속기관) ▸트리플헬릭스연구

소 신설

2013. 02. 01 【직제 개편】

▸국제교류교육원 한국어교육실 ▸국제교류부, 외국어교육팀→국제교

류교육팀

2013. 03. 01 【학제 개편】

▸비즈니스외국어학부→외국어학부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학과→인문계열자율전공학과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학과 ▸위성정보공학과→공간정보공학과 ▸뷰티학부→뷰티학과

2013. 03. 중소기업청 주관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선정

2013. 04. 01 【직제 개편】

▸창업지원단 책임멘토교수센터 신설 ▸유공압기술연구소 신설

2013. 05. 14 10년 연속 최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중소기업청 주관)

2013. 07. 15 영국 셰필드대학과 MOU 체결

2013. 08. 05 파티마병원과 상호교류협정 체결

2013. 09. 13 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선정

2013. 10. 01 【조직 개편】



29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대학발전전략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신설

2013. 12. 01 【조직 개편】

▸비서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단 신설

2014. 02. 26 ㈜제다와 산학협력 협정 체결

2014. 02. 28 2014학년도 입학식 거행(신입생 1,940명 입학)

2014. 03. 01 【학제 개편】

▸철도·전기공학부→전기·철도공학부

▸사진영상학부→사진영상학과

2014. 05. 08 교육부 주관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2014. 05. 15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여대생 멘토링 사업 선정(사이버보안학과)

2014. 05. 19 경상북도 선정 11년 연속 최우수창업보육센터

2014. 07. 01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5개 사업단 선정

2014. 07. 18 2014 대구·경북 우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2014. 09. 01 제 6대 정현태 총장 취임

2014. 09. 13 경일대학교 총장배 교사배드민턴대회 개최

2014. 09. 23 대한지적공사 8천만 원 상당 측량장비 기증

2014. 09. 25 청년창업한마당 투어 개최

2014. 10. 08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수취업률 부문 전국 8위, 대구·경북 1위

2014. 10. 08 하양 꿈바우시장과 업무협약 체결

2014. 10. 15 산학협동재단, 동아일보 공동 주관 ‘기업이 뽑은 산학협력 최우수

대학’선정

2014. 10. 15 ‘지역우수기업 채용면접 로드쇼’ 개최

2014. 10. 30 ‘제 2회 에너지 데이’ 개최 - 에너지인력양성사업단

2014. 11. 20 교육부 주관 ‘지역 선도대학 사업’ 참여대학 선정

2014. 11. 20 ‘KIU창의·융합 페스티벌-설계지락(設計之樂)’ 개최

2014. 11. 24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014. 11. 27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사와 함께 하는 예술교육이 바뀐다’

사업 선정

2014. 12. 04 ‘제 4회 사회봉사공모전 대회’ 개최

2014. 12. 16 대경협동조합연합회와 산학협력 협정 체결

2015. 01. 16 칠곡군과 향토생활관 협약 체결

2015. 01. 29 ‘제 4회 KIU산학협력의 밤’ 개최

2015. 02. 13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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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27 2015학년도 입학식 거행(신·편입생 1,997명 입학)

2015. 03. 01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선정(교육부)

2015. 03. 03 경산시와 향토생활관 협약 체결

2015. 03. 04 달성군과 향토생활관 협약 체결

2015. 04. 29 【조직 개편】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신설

기획처 비서팀, 홍보디자인팀 → 대외협력처 비서팀, 홍보디자인팀

시니어 창업센터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015. 05. 08 교육부 주관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

2015. 06. 11 간호교육평가 인증(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5. 07. 01 디자인학부 아이디어팩토리사업 선정(교육부)

2015. 08. 07 【조직 개편】

KIU-MI인력양성센터, 아이디어팩토리사업단 신설

2015. 09. 16 【조직 개편】

BLS-TS 신설

【직제 개편】

부총장 → 교학부총장, 경영부총장

2015. 09. 18 UNIVais 대학회계정보시스템 도입

2015. 12. 11 【조직 신설】

부설연구소.환태평양전략연구소

부설연구소.컨셉·디자인제품개발연구소

부설연구소.베이비부머복지연구소

2016. 02. 01 【조직 개편】

기초교양대학 후지오네 칼리지(Fusióne College) 설립

교무처.교양교직부 → 교무처.교직과정부

학생취업처 → 학생처, 취업처

사무처.관리팀 → 사무처.자산관리팀

사무처.경리팀 → 사무처.재무팀, 구매팀

대외협력처.홍보디자인팀 → 대외협력처.홍보전략실

학술정보원.전산운영팀 → 전산정보원.정보화지원팀, 정보보안팀

국제교류교육원.한국어교육실 → 국제교류교육원.한국어학당

국제교류교육원.국제교류교육팀 → 국제교류교육원.글로벌행정지원팀

학생생활관.행정팀 → 학생생활관.생활관행정팀, 생활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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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책임멘토교수센터 → 창업지원단.창업사업화지원팀

산학협력단.산학경리팀 → 산학협력단.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조직 삭제】

학생취업처.취업지원센터

기획처.평가지원센터

2016. 05. 16 산한혁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결과 발표 ‘우수’

- 우수 대학 내 수주액 최대달성(총 사업비 40억)

2016. 05. 31 2016년 대학특성화(CK)사업 중간(성과)평가 결과

- KIU-MI,LIPE,GO-FIRST,CVCS 계속지원 사업선정

2016. 07. 01 규정관리시스템(LMX) 도입

2016. 09. 29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

2016. 10. 11 【조직 신설】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단 신설

2016. 11 .01 【조직 개편】

Design Thinking 위원회 → KIU교육혁신위원회

2016. 11. 29 중국 일조국제해양성 및 아진산업(주)과 3자간 MOU체결

2016. 11. 23 교육부 주관 ‘2주기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6. 12. 01 【조직 신설】

국책사업추진단 신설

2017. 02. 16 【조직 개편】

경영부총장 → 산학부총장

2017. 03. 22 창업선도대학 운영평가 전국 최우수대학 선정

2017. 04. 01 【조직 신설】

학생행복상담실, K-MOVE팀

2017. 04. 16 교육부 주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 선정

2017. 04. 18 ‘2016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3개 분야 최우수 획득(기계·자동차·건축)

2017. 04. 26 【조직 신설】

LINC+사업단

2017. 05. 08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

2017. 05. 23 러시아 국립소방대학교(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와 MOU체결

2017. 06. 01 【조직 신설】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단, 산업정책연구소

2017. 07. 11 K-뷰티융합학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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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도 방기시와 상호교류협약 체결

2017. 09. 01 【조직 신설】

건축변환디자인연구소

2017. 10. 17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2017. 11. 29 베트남 응웬짜이대학과 MOU 체결

2017. 12. 13 전국 최초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2018. 01. 01 【조직 개편】

KIU대학일자리센터 신설

교학부총장.취업처 → 산학부총장.취업처

2018. 02. 23 3년 연속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

2018. 03. 01 【학제 개편】

소방대학, 간호대학 신설

보건안전대학 → 사회안전대학, 아트&휴먼사이언스대학 → 예술대학

2019. 01. 17 국토교통부 선정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기관 지정

2019. 02. 25 2019학년도 입학식 거행(신입생 2,019명 입학)

2019. 03. 01 【조직 신설】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학제 신설】

단과대학 : 안전인프라융합대학, 창의융합대학, 휴먼사이언스대학

미래융합대학 신설

학부(과)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신설

2019. 03. 11 4년 연속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

2019. 04. 10 LINC+사업 2단계 진입

2021년 까지 미래車부품 등 3개 분야 인재 육성

2019. 03. 01 【조직 개편】

【조직 신설】

산학협력단 / 융복합콘텐츠 RCC

부속기관 / 대학교육개발원 / 창의융합센터

2019. 07. 01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최종 선정(참여대학,총 5년)

【조직 신설】

직속기구 / 창업지원단 /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



33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019. 09. 09 【조직 신설】

본부 / 교육혁신처 / 교육성과관리센터 / 혁신지원팀

본부 / 교육혁신처 / KIU자율주행차혁신사업단

2019. 11. 01 【조직 신설】

본부 / 기획처 / KIU지역선도대학사업단

대학 / 스마트융합학부

부설연구소 / 스마트웰니스융합연구소

부설연구소 / 스마트콘텐츠&미디어연구소

부설연구소 /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2020. 02. 19 【조직 신설】

직속지구 / KIU교육혁신위원회 / 국책사업추진단

2020. 03. 01 【조직 개편】

【조직 신설】

본부 / 교육혁신처 / 혁신평가팀

대학 / KIUM산학칼리지 / 산학교육개발센터, 산학교육운영센터

【학제 개편】

【대학 신설】

SMART엔지니어링대학, SMART인프라대학, SMART라이프대학,

기업인재대학*(조기취업), 미래융합대학*(평생교육),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육), KIUM산학칼리지*(산학교육)

【학과 신설】

기계자동차학부 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 컴퓨터사이언스학부 AI소프

트웨어전공, 영상콘텐츠제작학과, 평생교육컨설팅학과

2020. 03. 02 2020학년도 입학생 (1,991명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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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  인

      1. 학교법인 일청학원 정관
      2. 학교법인 일청학원 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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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 일청학원 정관
2020. 03. 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학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일청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일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에 둔다. <개정 2014.11.1>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에 따른 적립금 및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19.11.15.>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5.>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15.>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그 밖에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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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
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5.>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해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
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1.15.>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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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    사  9인(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18.7.13>
2. 감    사  2인

제22조의2(상근임원) ①제22조의 임원중 2인의 상근임원(이사장 포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

② (삭제)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
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
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총장은 취임일로부터 퇴임일까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⑥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감사 중 1인은 추천감사로 선임한다.<개정 2018.11.22>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본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24조의3(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또는 추천감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감사는 추천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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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삭제)

제24조의4(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②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개
정 2019.11.15.>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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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그 밖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15.>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그 밖에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9.11.15.>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개정 2019.11.15.>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9.11.15.>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1.15.>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9.11.15.>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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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
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11.15.>

제35조의 3(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인
2. 직원 3인
3. 학생 2인
4.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개정 
2019.11.15.>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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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5(회의) ①평의원회는 이사장,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15.>

제35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35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11.1
5.>

제35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임대업  <개정 2018.7.13>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임대업: 서반빌딩  <개정 2018.7.13>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7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반빌딩: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5  <개정 2018.7.13>
제39조(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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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19.11.15.>

제 5 장  해   산

제40(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5.>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3.1.>
②제1항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7.3.1.>

1. 근무기간
가. 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7.23>

2. 보수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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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산학협력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24>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계약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개정 2019.11.15.>
⑤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7.1>
⑥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임용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
정 2017.3.1.><개정 2019.7.1>
⑦제2항의3호 및 제2항의5호에 따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5.>
⑧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

이 보한다.<개정 2015.08.19>
⑨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17.3.1.>
<개정 2019.11.15.>

제43조의 2(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3.1.><개정 2019.11.15.>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7.3.1.>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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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개정 2013.7.1>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3.7.1>
6. 국제기구, 외국기관ㆍ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개정 2013.7.1><개정 2019.11.15.>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3.7.1.><개정 2017.3.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개정 2017.3.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개정 2017.3.1.>
12. 그 밖에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개정 2020.3.1.>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4조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개정 2019.11.15.>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5.>
3. 제44조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개정 2019.11.15.>
4. 제44조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5. 제44조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5.>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 제7호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9.7.1>
8. 제44조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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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
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 제1호에 따라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44조 제5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19.11.15.>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에 따라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개정 2019.11.15.>
③제44조 제7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3.7.1><개정 2019.11.15.>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3.1><개정 2019.11.15.>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
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개정 2017.3.1>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3.1><개정 2019.11.15.>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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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개정 2019.11.15.>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7.3.1>
⑥제5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⑦제1항 및 제2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삭제 <개정 2017.3.1><개정 2017.4.28>

제48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
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 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정 또는 폐지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5.>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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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명예퇴직수당) ①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학의 규정에 의거 퇴직하는 
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15.>

제50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제43조 2항, 6항 임용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3.1><개정 2019.7.1>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개정 2017.3.1><개정 2019.7.1>
2. (삭제)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
정 2019.11.15.>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24>
4. 교육관계법령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24>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대학교의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및 
사무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3인의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2.7.23><개정 
2014.11.1><개정 2015.2.1><개정 2016.1.19.><개정 2018.7.13>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1.15.>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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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대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3.7.1>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7.23.><개정 2017.3.1>

1. 학교법인의 이사
2. 해당 학교의 교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19.7.1>
  2. 외부위원은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자가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3.1>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3.1>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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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0조(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1.15.>
③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①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7.1>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9.7.1>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
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9.11.15.>
③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
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제63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
야 한다.<개정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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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7.3.1>
④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3.1><개정 2017.4.28>
⑤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야 한다.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3.
1.><개정 2019.7.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51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대학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3.7.1>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행정직, 사서직, 기술직, 사무직/
기능직,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6.2.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사무직/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6.2.23>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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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5.>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08.19>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를 둘 수 있으며, 각 과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08.19><개정 2016.1.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5.>

제 2 절  대 학 교

제90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19.11.15.>
③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5.08.1
9.>
<개정 2015.11.19><개정 2017.3.1>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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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1.19><개정 2017.3.1>
제91조(대학원장, 학장) ①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둔다.<개정 2012.3.1><개정 2014.11.1><개정 2015.08.19.><개정 2016.2.23>
<개정 2017.3.15><개정 2017.8.21.><개정 2018.3.22.><개정2019.3.01.><개정
2020.03.20.>
②대학원장 및 학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2.3.1><개정 2012.7.23>
<개정 2015.2.1><개정2020.03.20.>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2.3.1.><개정2020.03.20.>
④학장은 총장이 부여한 교무 및 학사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2.3.1.><개정2020.0
3.20.>

제92조(대학교 본부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무처, 교육혁신처, 학생취업처, 기획처, 
사무처, 입학처를 두며, 총장 직속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9.1><개정 2011.5.1>
<개정 2014.4.1><개정 2014.11.1><개정 2015.4.24><개정 2016.1.19><개정 20
16.2.23><개정 2018.7.13><개정 2019.7.1>
②각 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직원으로 보하며, 각 처에는 부처장 
또는 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0.9.1><개정 2011.5.1><개정 2012.7.23><개정 
2014.4.1><개정 2014.11.1><개정 2015.2.1><개정 2015.08.19><개정 2018.3.22>
③총장 직속기구 및 부속기관 등의 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4.4.1><개정 2015.2.1>
④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위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9.1><개정 2011.5.1.><개정 2014.4.1><개정 2019.11.15.>
⑤삭제 <2010.9.1.><개정 2014.4.1>
⑥삭제 <2010.9.1.><개정 2014.4.1>
⑦삭제 <2010.9.1.><개정 2014.4.1>
⑧삭제 <2010.9.1.><개정 2014.4.1>
⑨삭제 <2010.9.1.><개정 2014.4.1>
⑩삭제 <2010.9.1.><개정 2014.4.1>

제93조(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원 및 단과대학에 교학팀, 교양교학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1><개정 2016.2.23.><개정 2017.08.21><개정 
2019.11.15.>
②삭제 <2010.9.1>
③제1항에 따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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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부속기관) ①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삭제 <2010.9.1>
③부속기관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9.1>
④제1항에 따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5.>

제95조(부설연구소) ①대학교에 필요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설연구소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2.7.23><개정 2015.08.19>
③부설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설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외부전문인사로 보하며, 부단장은 전임교원
으로 겸보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2.1>

제 3 절  정    원

제97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7.23.>
<개정 2015.08.19.><개정 2016.2.23.><개정 2019.11.15.>

제 8 장  보    칙

제9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9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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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당초의 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 사 장 하 영 수 1921.  1.  6 4년 대구시 중구 종로2가 59
이    사 이 효 상 1906.  1. 14 4년 서울시 영등포구 상도동 143-59
이    사 백 남 억 1914. 11. 11 4년 서울시 서대문구 평창동 274-5
이    사 윤 혜 승 1928.  1. 19 4년 대구시 남구 대봉동1구 97
이    사 변 세 우 1917.  2. 10 2년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1-11
이    사 김 성 주 1922.  7. 26 2년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33-1
이    사 한 덕 기 1933.  2.  2 2년 대구시 남구 대봉동 439-3
감    사 전 경 화 1930.  2. 21 2년 대구시 서구 비산동 506

부    칙
('74. 12. 17.) 문교공업 1030-4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10. 29.) 문교공업 1030-44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 5. 28.) 문교공업 1030-26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8. 26.) 문교공업 1030-5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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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79. 1. 8.) 문교과학 1040-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2. 23.) 문교전행 1042.3-73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은 제외한

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2. 2. 24.) 문교전행 1042.3-1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26.) 문교전행 1042.3-67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2. 27.) 문교전행 1042.3-1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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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84. 12. 24.) 문교사회 1042.3-6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북공업전문대학은 재학생 및 소속 교직원

의 신분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1986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대학 일반직원 임용) 1986년 2월말 현재 경북공업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일반직

원은 개방대학 일반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 임용) 1986년 2월말 현재 경북공업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중 교육법 제79조 제3항에 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개방대학 교원으
로 임용하여야 한다.

부    칙
('86. 5. 23.) 문교사회 2560-27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6. 8. 22.) 문교사회 25422-4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26.) 문교제도 25422-5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12.) 문교제도 25422-1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9. 7.) 문교제도 25422-28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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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90. 1. 18.) 문교제도 2542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2. 12.) 문교제도 25422-39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제6조(정원) 제3절 제98조(정원) 별표2의 기능직계 변경 사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92. 3. 28.) 제도 25413-13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재직교원의 임용기간에 있어 임용기간 만료 후의 재임용 및 신규채용 교원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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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93. 12. 8.) 제도 81422-43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산업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본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교원의 임용기간에 있어 임용기간 만료 후의 재임용․승진임용 및 신규임
용 교원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경북산업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4. 8. 22.) 개대 81422-9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26.) 대학 81421-38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2. 10.) 대학 81422-16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산업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한 경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대

학교는 2003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일대학교에서 관리한다.

제4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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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를 경일대학교가 승계한다.

부    칙
('98. 9. 7.) 대학 81422-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산업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한 경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대

학교는 2003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경일대학교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일대학교
에서 관리한다.

제4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
업대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를 경일대학교가 승계한다.

부    칙
('99. 5. 21.) 대학 81422-65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2.) 대재81422-3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3.) 대재81422-109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3.) 대재81422-14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20.) 사학정책과-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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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산업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한 경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대

학교는 2008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경일대학교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일대학교
에서 관리한다.

제4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
업대학교의 교육용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를 경일대학교가 승계한다.

부    칙
(2005. 9. 29.) 사립대학지원과-48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 사립대학지원과-7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9.) 사립대학지원과-22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적용 할 수 있다.
     1. 교    수: 7년
     2. 부 교 수: 6년 



62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3. 조 교 수: 4년
     4. 전임강사: 2년

부    칙
(2007. 7. 10.) 사립대학지원과-306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6.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07-0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사립대학지원과-49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제1항제2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2. 20.) 사립대학지원과-88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1.) 대학경영지원과-207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31.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09-0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30.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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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0. 10. 2.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3.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4) 사립대학제도과-69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11.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3) 사립대학제도과-60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5.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3-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1.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4-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0.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4-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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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5. 4. 24.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9.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19.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4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9.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7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3.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5-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7.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6-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5.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7-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8.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7-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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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7.  8. 21.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7-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2.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8-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2.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8-4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2.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8-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2. 20.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8-9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28.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9-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43조(임용)제6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적용 이전에 임용된 강사, 겸임·초
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 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하는 것으로 본다.<제정 2019.7.1.>

부    칙
(2019.  11. 15.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9-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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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0.  02. 20.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9-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20.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20-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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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법인일반직원정원표  

직종별 계급 직 명 정 원

행정직

2급 참 여 1명

3급 부참여 1명

4급 참 사 1명

5급 부참사 1명

6급 주 사 1명

7급 부주사 1명

8급 서 기 2명

9급 부서기 2명

총 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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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개정 2012.7.23><개정 2015.8.19.><개정 2016.2.23.><개정2019.1
1.15.>

  대학일반직원정원표  
직종별 계급 직 명 정 원

행정직

2급 참 여
3급 부 참 여
4급 참 사
5급 부 참 사
6급 주 사
7급 부 주 사
8급 서 기
9급 부 서 기

소 계 77명

사서직

2급 사서참여
3급 사서부참여
4급 사서참사
5급 사서부참사
6급 사서주사
7급 사서부주사
8급 사서서기
9급 사서부서기

소 계 7명

기술직

2급 기술참여
3급 기술부참여
4급 기술참사
5급 기술부참사
6급 기술주사
7급 기술부주사
8급 기술서기
9급 기술부서기

소 계 24명

사무직/기능직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소 계 31명

별정직

4급 참 사
5급 부 참 사
6급 주 사
7급 부 주 사
8급 서 기
9급 부 서 기

소 계 1명
총 계 1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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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법인 일청학원 임원 현황
(2020. 4. 1. 기준)

직 위 성 명 연령 임 기

이사장 하성규 43 2019.11.05. ~ 2023.11.04

이 사 이청대 62 2018.07.24. ~ 2022.07.23

이 사 손삼락 51 2018.05.14. ~ 2022.05.13

이 사 정현태 69 2018.09.01. ~ 2022.08.31

이 사 김정행 77 2018.05.14. ~ 2022.05.13

이 사 조진현 82 2017.07.07. ~ 2021.07.06

이 사 류장호 44 2019.01.03. ~ 2023.01.02

이 사 윤순갑 64 2019.01.03. ~ 2023.01.02

이 사 서중호 61 2018.05.14. ~ 2022.05.13

감 사 임성웅 55 2019.06.30. ~ 2022.06.29

감 사 권태균 56 2020.03.29.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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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구 및 조직

        1. 기구표
        2. 구성 및 직제
        3. 교직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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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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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직제
1) 총  장

직 위 성 명

총 장 정 현 태

2) 부총장
직 위 성 명

교 학 부 총 장 
산 학 부 총 장 홍 재 표

3) 본부보직

직 위 성 명

교 무 처 장 강 우 종
교 육 혁 신 처 장 최 정 아
학 생 취 업 처 장 홍 창 기
학 생 취 업 부 처 장 유 소 연
기 획 처 장 김 성 찬
사 무 처 장 유 병 선
입 학 처 장 최 종 호
입 학 부 처 장 장 부 환
교 직 과 정 부 장 강 우 종
교 수 학 습 개 발 센 터 장 유 미 나
교 육 과 정 혁 신 센 터 장 홍 효 정
공 학 교 육 혁 신 센 터 장 김 용 대
창 의 융 합 교 육 센 터 장 박 종 원
사 회 봉 사 센 터 장 유 소 연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장 유 소 연
학 생 상 담 센 터 장 유 소 연
K I U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장 홍 창 기
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장 홍 창 기
건 강 증 진 센 터 장 김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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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

5) 산학협력단 보직

디 자 인 기 획 실 장 류 지 헌
K I U 지 역 선 도 대 학 사 업 단 장 박 진 남

직 위 성 명

대 학 원 장 강 우 종
산 업 경 영 대 학 원 장 임 정 훈
보 건 복 지 대 학 원 장 박 현 숙
S M A R T 엔 지 니 어 링 대 학 장 김 해 수
S M A R T 인 프 라 대 학 장 안 승 섭
S M A R T 라 이 프 대 학 장 박 현 숙
기 업 인 재 대 학 장 이 진 춘
미 래 융 합 대 학 장 이 홍 배
후 지 오 네 칼 리 지 학 장 김 영 숙
K I U M 산 학 칼 리 지 학 장 홍 재 표

직 위 성 명

산 학 협 력 단 장 김 현 우
산 학 협 력 부 단 장 한 경 희
중 소 기 업 산 학 협 력 센 터 장 한 경 희
기 술 이 전 센 터 장 김 현 우
공 용 장 비 운 영 센 터 장 김 현 우
K I U 융 복 합 콘 텐 츠 사 업 지 원 센 터 장 김 호 권
자 동 차 부 품 시 험 R I C 센 터 장 한 경 희
자 동 차 부 품 H R D 사 업 단 장 한 경 희
드 론 활 용 전 문 인 력 양 성 사 업 단 장 이 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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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속기구 보직

직 위 성 명

K I U 교 육 혁 신 위 원 회 부 위 원 장 이 현 준
국 책 사 업 추 진 단 장 이 현 준
K I U 인 권 센 터 장 강 우 종
대 학 혁 신 지 원 사 업 단 장 김 두 연
대 학 혁 신 지 원 사 업 부 단 장 홍 효 정
조 기 취 업 형 계 약 학 과 사 업 단 장 이 진 춘
조 기 취 업 형 계 약 학 과 사 업 부 단 장 박 광 서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단 장 이 홍 배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부 단 장 이 경 섭
성 인 학 습 지 원 센 터 장 홍 효 정
K I U 자 율 주 행 차 혁 신 사 업 단 장 유 병 용
자 율 주 행 차 융 합 기 술 연 구 소 장 유 병 용
스 마 트 콘 텐 츠 & 미 디 어 연 구 소 장 김 호 권
소 프 트 웨 어 융 합 연 구 소 장 윤 은 준
스 마 트 웰 니 스 융 합 연 구 소 장 박 재 영
창 업 지 원 단 장 권 성 근
창 업 보 육 센 터 장 권 성 근
기 업 가 정 신 교 육 센 터 장 권 성 근
중 장 년 기 술 창 업 센 터 장 (칠 곡) 한 웅
중 장 년 기 술 창 업 센 터 장 (달 성) 김 진 우
메 이 커 스 페 이 스 사 업 단 장 권 성 근
L I N C + 사 업 단 장 김 현 우
L I N C + 사 업 부 단 장 강 상 균
K O L L A B O 센 터 장 하 일 규
인 재 K I U M 센 터 장 강 상 균
지 역 혁 신 센 터 장 엄 태 영
산 학 특 화 센 터 장 하 일 규
창 업 교 육 센 터 장 권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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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속기관장

8) 부설연구소장

9) 학부(과)장, 학부(과) 부속센터장, 전공주임교수

직 위 성 명

도 시 문 제 연 구 소 장 우 용 한
독 도 · 간 도 교 육 센 터 장 이 범 관
지 구 관 측 센 터 장 이 영 진
식 품 과 학 연 구 소 장 남 지 운
범 죄 피 해 연 구 소 장 김 동 혁
지 반 방 재 센 터 장 유 지 형
일 자 리 정 책 연 구 소 장 남 병 탁
건 축 변 환 디 자 인 연 구 소 장 석 강 희
미 술 심 리 치 료 연 구 소 장 박 주 령
수 소 에 너 지 연 료 전 지 연 구 소 장 박 진 남

직 위 성 명

기 계 자 동 차 학 부 장 신 재 호
기 계 공 학 전 공 주 임 교 수 신 재 호
기 계 시 스 템 설 계 전 공 주 임 교 수 신 재 호

직 위 성 명

국 제 교 류 교 육 원 장 남 병 탁
한 국 어 학 당 장 남 병 탁
학 생 생 활 관 장 배 광 훈
평 생 교 육 원 장 이 홍 배
평 생 교 육 원 부 원 장 박 선 민
B L S – T S 센 터 장 황 정 현
K A L S – T S 센 터 장 김 미 정
재 해 구 호 전 문 인 력 양 성 센 터 장 이 상 구
학 술 정 보 원 장 김 신 영
전 산 정 보 원 장 정 석 봉
신 문 사 주 간 류 지 헌
K I U 철 도 아 카 데 미 원 장 김 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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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융 합 시 스 템 전 공 주 임 교 수 신 재 호
자 율 주 행 모 빌 리 티 학 과 장 유 병 용
자 율 로 봇 공 학 과 장 김 동 길
전 자 공 학 과 장 김 해 수
컴 퓨 터 사 이 언 스 학 부 장 윤 은 준
컴 퓨 터 공 학 전 공 주 임 교 수 윤 은 준
A I 소 프 트 웨 어 전 공 주 임 교 수 윤 은 준
사 이 버 보 안 전 공 주 임 교 수 윤 은 준
토 목 공 학 과 장 안 승 섭
건 축 학 부 장 엄 신 조
건 축 학 전 공 주 임 교 수 김 병 주
건 축 공 학 전 공 주 임 교 수 엄 신 조
국 토 정 보 학 부 장 박 기 헌
부 동 산 지 적 전 공 주 임 교 수 박 기 헌
공 간 정 보 전 공 주 임 교 수 박 기 헌
소 방 방 재 학 과 장 이 세 명
철 도 학 부 장 우 용 한
철 도 차 량 운 전 전 공 주 임 교 수 우 용 한
철 도 운 전 시 스 템 전 공 주 임 교 수 우 용 한
전 기 공 학 과 장 함 상 환
화 학 공 학 부 장 함 성 원
화 학 공 학 전 공 주 임 교 수 함 성 원
에 너 지 공 학 전 공 주 임 교 수 함 성 원
사 진 영 상 학 부 장 석 성 석
영 상 콘 텐 츠 제 작 학 과 장 한 상 균
만 화 애 니 메 이 션 학 과 장 김 호 권
디 지 털 미 디 어 디 자 인 학 과 장 안 지 선
간 호 학 과 장 박 현 숙
응 급 구 조 학 과 장 한 승 우
상 담 심 리 학 과 장 김 은 영
경 찰 행 정 학 과 장 박 해 룡
복 지 서 비 스 학 부 장 엄 태 영
사 회 복 지 전 공 주 임 교 수 엄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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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체 육 복 지 전 공 주 임 교 수 엄 태 영
스 포 츠 학 과 장 박 재 영
K – 뷰 티 화 장 품 산 업 학 부 장 권 수 경
뷰 티 케 어 전 공 주 임 교 수 권 수 경
화 장 품 산 업 전 공 주 임 교 수 권 수 경
항 공 서 비 스 학 과 장 이 종 호
식 품 개 발 학 과 장 김 미 현
상 경 학 부 장 임 정 훈
경 영 학 전 공 주 임 교 수 임 정 훈
국 제 통 상 학 전 공 주 임 교 수 임 정 훈
자 율 전 공 학 부 장 김 신 영
스 마 트 팩 토 리 융 합 학 과 장 임 경 국
스 마 트 전 력 인 프 라 학 과 장 박 현 수
스 마 트 푸 드 테 크 학 과 장 남 지 운
스 마 트 산 업 학 부 장 배 상 욱
스 마 트 자 동 차 전 공 주 임 교 수 배 상 욱
스 마 트 팩 토 리 전 공 주 임 교 수 배 상 욱
I C T 경 영 학 부 장 이 진 춘
산 업 경 영 전 공 주 임 교 수 이 진 춘
빅 데 이 터 응 용 전 공 주 임 교 수 이 진 춘
원 자 력 에 너 지 융 합 학 과 장 안 현 수
평 생 교 육 컨 설 팅 학 과 장 홍 효 정
교 양 학 부 장 김 영 숙
글 쓰 기 K I U M 센 터 장 김 신 영
산 학 교 육 개 발 센 터 장 강 상 균
산 학 교 육 운 영 센 터 장 한 경 희
K I U M 산 학 학 부 장 김 현 우
자 기 진 로 설 계 학 부 장 석 강 희
국 제 K I U M 학 부 장 임 정 훈
스 마 트 융 합 학 부 장 정 석 봉
산 업 경 영 학 과 장 (계 약 학 과) 이 홍 배
산 업 시 스 템 경 영 학 과 장 (계 약 학 과) 이 진 춘
패 션 디 자 인 전 공 주 임 교 수 이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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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계전공주임교수

아 동 문 헌 정 보 전 공 주 임 교 수 김 신 영
의 용 공 학 과 장 박 종 원
공 간 정 보 공 학 과 장 안 재 성
신 재 생 에 너 지 학 부 장 박 진 남

직 위 성 명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 C S I 과 학 수 사) 김 동 혁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앱 창 업) 김 현 성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아 동 보 육 학) 김 은 영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벤 처 창 업) 권 성 근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글 로 벌 I C T 융 합) 김 영 길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스 마 트 인 프 라 안 전 융 합) 박 기 범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친 환 경 자 동 차) 한 경 희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항 공 관 광 서 비 스) 이 종 호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뷰 티 케 어 마 스 터) 권 수 경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글 로 벌 한 국 학) 임 정 훈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웹 툰 스 마 트 콘 텐 츠) 김 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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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처장, 부단장 및 센터장

직 위 성 명

입 학 부 처 장 장 부 환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단 부 단 장 이 경 섭
중 년 기 술 창 업 센 터 장 김 진 우

12) 관장

직 위 성 명

학 생 생 활 관 관 장 배 광 훈

13) 부장

직 위 성 명

교 무 부 장 권 오 윤
학 생 취 업 처 부 장 김 용 성
자 산 관 리 팀 부 장 최 우 성
기 획 부 장 이 수 미
홍 보 비 서 팀 부 장 강 열 석
재 무 팀 부 장 김 동 명
감 사 팀 부 장 박 재 우
K I U 교 육 혁 신 위 원 회 부 장 이 칠 희
학 술 정 보 원 부 장 박 종 철
전 산 정 보 원 부 장 김 형 호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단 부 장 윤 성 일

14) 팀장

직 위 성 명

교 직 과 정 부 팀 장 김 제 량수 업 학 적 팀 장
혁 신 평 가 팀 장 석 광 중
교 수 학 습 개 발 센 터 팀 장 장 규 하
교 육 과 정 혁 신 센 터 팀 장 전 철 민 공 학 교 육 혁 신 센 터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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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의 융 합 교 육 센 터 팀 장
학 생 상 담 센 터 팀 장

류 승 우장 학 사 정 관 실 팀 장
건 강 증 진 센 터 팀 장
학 생 지 원 팀 장
입 학 관 리 팀 장 황 태 수
입 학 홍 보 팀 장 장 용 종
기 획 팀 장 이 유 호
총 무 팀 장 김 준 환
자 산 관 리 팀 장 김 홍 석
구 매 팀 장 박 종 국산 학 구 매 팀 장
국 제 K I U M 학 부 팀 장 김 정 미
교 양 교 학 팀 장 장 용 종
산 학 교 육 개 발 센 터 팀 장 김 형 규산 학 교 육 운 영 센 터 팀 장
교 학 팀 장 오 상 명산 업 경 영 대 학 원 팀 장
대 학 혁 신 지 원 사 업 단 팀 장 장 규 하
평 생 교 육 행 정 팀 장 진 지 연
사 이 버 기 술 지 원 팀 장 김 형 호
창 업 보 육 센 터 팀 장

서 석 교
메 이 커 스 페 이 스 사 업 단 팀 장
창 업 기 술 지 원 팀 장
창 업 사 업 화 지 원 팀 장
창 업 경 영 지 원 팀 장
학 생 창 업 지 원 팀 장
KOLLABO 센 터 팀 장

이 진 우
인 재 KIUM 센 터 팀 장
지 역 혁 신 센 터 팀 장
산 학 특 화 센 터 팀 장
창 업 교 육 센 터 팀 장
기 획 운 영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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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장

직 위 성 명

교 무 계 장 조 용 헌
취 업 지 원 계 장 박 수 진진 로 개 발 계 장
학 생 지 원 계 장 손 지 영
기 획 계 장 김 영 신
감 사 계 장 홍 성 화
생 활 관 행 정 계 장 곽 동 호
생 활 관 행 정 계 장 김 석 수
정 보 보 안 계 장 최 성 환
산 학 진 흥 계 장 박 청 연

성 과 관 리 팀 장
조 기 취 업 형 계 약 학 과 사 업 단팀 장 이 종 덕
학 술 정 보 운 영 팀 장 김 혜 진 
학 술 정 보 개 발 팀 장 안 영 진
국 제 교 류 팀 장 손 용 호국 제 학 생 지 원 팀 장
한 국 어 학 당 팀 장 김 정 미
평 생 교 육 원 팀 장 진 지 연
생 활 관 행 정 팀 장 조 준 현
K I U 철 도 아 카 데 미 팀 장 박 영 주
중 소 기 업 산 학 협 력 센 터 팀 장

김 형 규
기 술 이 전 센 터 팀 장
자 동 차 부 품 HRD 사 업 단 팀 장
산 학 진 흥 팀 장
연 구 지 원 팀 장
산 학 재 무 팀 장 김 동 명
K – M O V E 팀 장 이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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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 명단
1) 교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전공 분야 학  위

기계
자동차
학부

교수 김도태 열.유체공학 공학박사(동경공업대학교)

교수 김병하 유체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김정현 기계제작 공학박사(영남대학교)

교수 용기중 열및유체 공학박사(인하대학교)

교수 용부중 자동제어 공학박사(The University
of New Mexico)

교수 우현구 메카트로닉스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종호 자동제어 공학박사(서울대학교)

교수 이광구 기계공학 공학박사(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조현덕 CAD/CAM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김경진 기계공학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신재호 생체역학 공학박사(University
of Virginia)

부교수 한경희 기계공학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김용대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김용호 기계공학 공학사(인하대학교)

조교수 이광일 기계설계 공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천해광 경영학 경영학석사(경북대학교)

초빙
교수 이상창 금속재료 공학석사(영남대학교)

겸임
교수 류기현 기계공학 공학석사(경희대학교)

기계
자동차
학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학과

부교수 강우종 기계공학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송인용 기계공학 공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유병용 제어 공학박사(포항공과대학교)

기계
자동차
학부
자율로봇
공학과

부교수 박종원 전기공학 공학박사
(Univ. of Missouri)

부교수 조성윤 제어계측 공학박사(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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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한봉수 Mechanical
Engineering

공학박사(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조교수 김동길 제어 및
임베디드시스템 공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루치러
에란가
위제싱허

영상 및 의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전자
공학과

교수 구본호 전력전자 공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권대혁 반도체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김진호 컴퓨터병렬처리 공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임성운 전력변환 공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홍재표 마이크로파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부교수 권성근 전자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부교수 김해수 전자공학 공학박사(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컴퓨터사이
언스학부
컴퓨터
공학전공

교수 김권양 인공지능 공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정연기 정보통신 공학박사(영남대학교)

조교수 하일규 컴퓨터응용 및
멀티미디어전공 공학박사(영남대학교)

컴퓨터사이
언스학부
AI소프트
웨어전공

부교수 윤은준 컴퓨터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부교수 조현철 Computer Science 공학박사
(Colorado StateUniversity)

조교수 전병환 신경과학 및
혈관생물학 이학박사(연세대학교)

조교수 최재운 정보통신
공학학제전공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최태종 컴퓨터공학 공학박사(성균관대학교)

컴퓨터사이
언스학부
사이버
보안전공

교수 김현성 정보보안 공학박사(경북대학교)

부교수 김혜정 컴퓨터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정기현 정보보호 공학박사(경북대학교)

명예
교수 박희주 신경망컴퓨터 이학박사(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사이
언스학부 조교수 김우재 경영학 경영학박사(경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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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공학과

교수 김재석 국토개발 공학박사
(University of Kentucky)

교수 김희덕 강구조 공학박사(Osaka
University)

교수 안승섭 수리수문학 공학박사(영남대학교)

교수 유지형 토목공학 공학박사(연세대학교)

교수 이영진 측지학 공학박사(한양대학교)

교수 이종헌 구조공학 공학박사(성균관대학교)

부교수 김두연 건설경영 공학박사(연세대학교)

조교수 박기범 수자원환경공학 공학박사(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정영철 건축공학 공학박사(한양대학교)

부교수 최영선 Architecture 공학박사(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조교수 김병주 건축역사·이론 공학박사(교토대학)

조교수 석강희 건축설계 공학석사
(슈투트가르트대학교)

조교수 우승학 건축토목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이광현 건축학 공학박사(고려대학교)

석좌
교수 최무혁 건축학 공학박사(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현택수 건축계획 및

설계 공학박사(고려대학교)

겸임
교수 구찬우 건축전공 건축학석사

(일리노이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

교수 하기주 건축구조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엄신조 건축공학 공학박사(연세대학교)

부교수 최동희 건축학 공학박사(서울대학교)

조교수 김법렬 구조공학 공학석사
(Lehigh University)

조교수 이동렬 건축구조 및
공법 공학박사(경일대학교)

국토정보
학부

부동산지적
전공

교수 이범관 지적학 행정학박사
(단국대학교)

부교수 이현준 행정법 법학박사
(단국대학교)

부교수 장재일 도시설계학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조교수 박기헌 지리정보체계 이학박사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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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
학부
공간정보
전공

부교수 안재성 지리정보체계 지리학박사(서울대학교)

부교수 한수희 공간정보공학 공학박사(서울대학교)

부교수 홍창기 측지학 공학박사(The Ohio
State University)

소방방재
학과

교수 김명철 무기공업화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김성찬 열/유체학 공학박사(중앙대학교)

교수 소수현 기계공학 공학박사(University
of Tokyo)

교수 제갈
영순 화학 이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곽동순 전기재료 공학박사(경상대학교)

부교수 김동준 물질과학공학 공학박사(요꼬하마국립대학)

부교수 이세명 재난과학 재난과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김화영 환경매니지먼트공학 공학박사(구마모토대학)

조교수 문종식 Chemistry
이학박사(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조교수 이지수 도시방재 공학박사(경북대학교)

특임
교수 안일근 지방자치ㆍ

도시행정전공 행정학석사(연세대학교)

특임
교수 이기환 지역사회개발 행정학박사(대구대학교)

철도
학부

교수 우용한 교통공학 공학박사(영남대학교)

부교수 김한영 경영학 경영학박사(경일대학교)

부교수 김현우 산업공학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윤동희 전기전자공학 공학박사(고려대학교)

부교수 정석봉 정보통신공학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남경탁 불어불문 문학사(경북대학교)

특임
교수 전배운 지반공학 및

시공학 공학박사(계명대학교)

겸임
교수 박성호 중어중문학 문학석사(동아대학교)

전기
공학과

교수 김홍필 제어공학 공학박사(한양대학교)

부교수 강상균 전력계통운용 및
제어 공학박사(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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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박광서 에너지 및
환경전자 공학박사(영남대학교)

부교수 함상환 전기공학 공학박사(한양대학교)

조교수 박현수 전력전자 공학박사(성균관대학교)

조교수 최은혁 에너지 및
환경전자 공학박사(영남대학교)

석좌
교수 송종호 명예경영학박사 명예경영학박사

(순천향대학교)
겸임
교수 박숭규 에너지 및

환경전자전공 공학박사(영남대학교)

겸임
교수 임창호 에너지 및

환경전자전공 공학박사(영남대학교)

화학
공학부
화학
공학전공

교수 남석태 화학공학 공학박사(동국대학교)

교수 한명진 화학공학 공학박사
(University of Kentucky)

교수 함성원 환경촉매 공학박사(포항공과대학교)

조교수 이창훈 화학공학 공학박사(한양대학교)

조교수 황형진 화학공학 공학박사(포항공과대학교)

화학
공학부
에너지
공학전공

교수 강광선 재료공학 공학박사(University North
Carolina at Charlotte)

부교수 박진남 공업화학 공학박사(서울대학교)

부교수 최종호 전기화학/연료전지 공학박사(광주과학기술원)

조교수 김영길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계명대학교)

조교수 이동욱 광및전자 공학박사(경북대학교)

사진
영상학부

교수 석성석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미술학석사
(국립베를린예술대학교)

교수 윤정헌 국문학 문학박사(영남대학교)

교수 이인희 광고사진 미술학석사(중앙대학교)

교수 조선희 의생활학 이학사(연세대학교)

부교수 김유진 디지털과학사진 영상예술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손영실 예술매체이론 문학박사(파리8대학)

부교수 최종성 순수사진 미술학석사
(New York University)

조교수 이재욱 비디오영상제작 미술학석사
(Academy of Art College)

조교수 이혁준 순수사진 미술학석사(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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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좌
교수 구본창 사진디자인 디자인학석사

(함부르크조형미술대학)
특임
교수 김준 예술과미디어 예술학석사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특임
교수 우창원 광고사진 미술학사(중앙대학교)

특임
교수 이종국 Cinematography

(촬영) 사진학석사(AFI)

특임
교수 최용빈 사진영상학 미술학사(경일대학교)

영상콘텐츠
제작학과

부교수 한상균 Art,
Entertainment

미술학석사
(Columbia CollegeChicago)

조교수 정혜경 디지털콘텐츠 미술학박사
(경희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부교수 김호권 3D Animation
Editing

미술학석사
(School of Visual Art)

조교수 류지헌 문화예술경영학 경영학석사(홍익대학교)

조교수 서재일 만화애니메이션 예술학석사(세종대학교)

조교수 원현재 만화애니메이션 예술학석사(세종대학교)

조교수 한수희 애니메이션 미술학석사
(School of Visual Arts)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과

부교수 김대성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자인학석사(리용2대학)

부교수 안지선 Digital Media 미술학석사(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조교수 강명지 산업디자인 공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나정조 미디어아트 공학박사(숭실대학교)

겸임
교수 강동근 시스템디자인 디자인학석사(국민대학교)

간호
학과

교수 김미한 간호학 간호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이동진 무기화학 이학박사(영남대학교)

부교수 김미정 성인간호학 간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박용경 간호학 간호학박사(경북대학교)

부교수 박현숙 간호학 간호학박사(경북대학교)

부교수 손신영 간호학 간호학박사(서울대학교)

부교수 양인숙 성인간호학 간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엄지연 성인간호학 간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유소연 정신간호학 간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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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권민지 신경과학 및
혈관생물학 이학박사(연세대학교)

조교수 김경진 간호학 간호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김은휘 간호학 간호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변진이 성인간호 간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양지원 간호과학 간호학박사(고려대학교)

조교수 하영선 간호학 간호학박사(경북대학교)

응급
구조학과

부교수 김영화 해부학 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김아정 의학전공 이학박사
(아주대학교)

조교수 이상구 발생생물학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조교수 한승우 간호학 간호학박사
(경북대학교)

조교수 황정현 응급구조학 응급구조학석사
(강원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부교수 이은아 교육상담 교육학박사(서울대학교)

조교수 고은영 협동과정특수교육 교육학박사(서울대학교)

조교수 김은영 Clinical
Psychology 철학박사(Biola University)

조교수 박주령 교육학 교육학박사(경희대학교)

초빙
교수 박은희 상담심리 철학박사(경일대학교)

초빙
교수 추선희 심리학 심리학석사(영남대학교)

경찰행정
학과

교수 김광주 조직론 정치학박사(The University
of Georgia)

교수 김시윤 관료제,
발전행정 행정학박사(고려대학교)

교수 김재민 법학 법학박사(전남대학교)

교수 박해룡 정책분석 행정학박사(영남대학교)

교수 최근열 지방재정 행정학박사(영남대학교)

부교수 김동혁 법학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부교수 박동수 정보보호공학 공학박사(한세대학교)

부교수 오태원 법학 법학박사(연세대학교)

특임
교수 이근영 행정학 행정학박사(경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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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교수 김상규 행정학 행정학사(영남대학교)

복지
서비스학부
사회복지
전공

교수 이상준 사회복지방법론 문학박사(가톨릭대학교)

부교수 신효진 임상사회사업 철학박사(Columbia
University)

부교수 심성지 사회정책 철학박사(뮨스터대학교)

부교수 엄태영 공적부조 및
취약계층

사회복지학박사
(연세대학교)

부교수 최정아 사회복지 사회복지학박사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 최원영 사회복지 사회복지학박사

(연세대학교)
겸임
교수 전재수 사회학 사회학박사(계명대학교)

복지
서비스학부
노인체육
복지전공

부교수 김경오 kinesiology 체육학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조교수 이건영 체육학 이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이원희 체육학 이학박사(경북대학교)

스포츠
학과

부교수 박상일 스포츠마케팅 사회체육학박사
(연세대학교)

부교수 박인성 운동해부학 이학박사(고려대학교)

부교수 박재영 운동생리학 체육학박사(서울대학교)

조교수 김상범 체육학 이학박사(영남대학교)

조교수 정지규 체육교육 체육학박사(서울대학교)

K-뷰티
화장품
산업학부

부교수 권수경 Performance 미술학석사(Nottingham
Trent University)

부교수 박선민 노화과학협동과정 이학박사(연세대학교)

조교수 서승욱 식품공학 이학박사(럿거스
뉴저지주립대학교)

특임
교수 서유미 화학 이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겸임
교수 채정주 뷰티케어 미용보건학석사

(동명대학교)
겸임
교수 황시안 분장예술 예술학석사

(한성대학교)

항공
서비스학과

부교수 허은아 마케팅 경영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홍보경 보건학 보건학박사
(원광대학교)

조교수 김은주 관광경영 경영학박사
(계명대학교)

조교수 이종호 항공경영 경영학박사
(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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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홍지숙 관광경영 경영학박사
(계명대학교)

식품
개발학과

부교수 김미현 영양학 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노광택 비지니스정보공학 공학석사(아주대학교)

조교수 민원기 농생명공학전공 농학박사(서울대학교)

겸임
교수 차명화 식품학전공 이학박사(영남대학교)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교수 김용 관리회계 경영학박사(계명대학교)

교수 김지승 재고관리 공학박사(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호 재무관리 경영학박사(고려대학교)

교수 이원균 회계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영남대학교)

교수 정재일 마아케팅 경영학박사(숭실대학교)

조교수 임경국 산업경영공학 공학박사
(포항공과대학교)

상경학부
국제
통상학
전공

교수 서준석 국제경영론 경영학박사(고려대학교)

교수 손수석 국제경제학 경제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윤태한 무역실무및국제통상 경제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최명국 무역상무론 경제학박사(성균관대학교)

교수 한상인 경제사 경제학박사(동경대학교)

부교수 임정훈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박사(University
of Texas-Pan American)

자율
전공학부

부교수 김신영 문헌정보학 문학박사(연세대학교)

부교수 김충 열및유체공학 공학박사(고려대학교)

부교수 유호정 영어교육 철학박사
(Arizona State University)

부교수 이주영 London College
of Fashion

디자인학석사(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초빙
교수 강혜영 도서관전공 도서관학석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초빙
교수 안정향 수학 이학박사(대구대학교)

스마트푸드
테크학과

조교수 남지운 식품영양학 이학박사
(경북대학교)

조교수 손상수 식품가공 식품학박사
(영남대학교)

스마트
산업학부 교수 배상욱 제어공학 공학박사(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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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경영학부

교수 남병탁 경제학 경제학박사(The
University of Iowa)

교수 이진춘 생산관리 경영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이홍배 경영정보 경영학박사(부산대학교)

명예
교수 권중생 인사,조직 경영학박사(경북대학교)

원자력
에너지
융합학과

조교수 안현수 의공학 공학박사(영남대학교)

조교수 한영민 전력공학 공학석사
(뮌헨공과대학교)

평생교육
컨설팅
학과

조교수 유미나 교육공학 교육학박사(서울대학교)

조교수 홍효정 평생교육.
교육공학

교육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겸임
교수 하영자 교육공학/

컴퓨터교육
교육공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후지오네
칼리지

특임
교수 김명현 윤리신학 신학박사

(교황청립울바노대학교)
특임
교수 손성호 신학 신학석사

(광주가톨릭대학교)
객원
교수 박태섭 법무행정 행정학석사(경북대학교)

객원
교수 이태호 북한정치 정치학석사(서강대학교)

교
양
학
부

교수 강형구 목조형가구학 미술학박사(홍익대학교)

교수 김관중 의상학 이학박사(경희대학교)

교수 김병두 미분기하학 및
대국적기하학 이학박사(영남대학교)

교수 김영숙 조형학 미술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정원 복식사회학 가정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도규희 복식의장학 가정학박사(영남대학교)

교수 신재기 국문학 문학박사(고려대학교)

교수 원철호 컴퓨터비전제어 공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이인직 영문학 문학박사(경북대학교)

교수 이재희 물리 이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점찬 제품도자 미술학석사(홍익대학교)

교수 하태후 일본문학 문학박사
(바이코 가꾸인대학교)

교수 황원숙 영어영문학 문학박사(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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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오은주 교육공학 철학박사
(University of Tennessee)

부교수 임형연 도서관정보학 교육학박사(도쿄대학교)

부교수 황규성 통신및네트워크 공학박사(고려대학교)

조교수 Agawa
Taeko 일어일문학 문학석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Brian
Gannon 지리학 문학사(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조교수
Brian
Keith
Vacher

esse
Divinity 신학석사

(Acadia Divinity College)

조교수 Eduardo
Tavares 영어교육 교육학석사(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조교수 Jeffrey
Molasky TEFL 문학석사(University

of Birmingham)

조교수 Jones
Gregory 국제법 법학석사(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조교수
Joseph
Amy
Nah
Ree

TESOL 교육학석사(Framingham
State Univerisity)

조교수 Michael
Darmour 환경정책 공학석사(American

Public University)

조교수 Michael
Morgan 환경정책 공학석사(American

Public University)

조교수 Quinn
Walker 범죄학 법학사(Carleton

University)

조교수 Ryan
Mondor TESOL 교육학석사(Framingham

State Univerisity)

조교수
Whitacr
e, Paul
Daniel

심리학 문학사(Marshall
University)

조교수 김외현 영문학 문학박사(영남대학교)

조교수 김춘미 테솔 문학석사
(The university of Leeds)

조교수 김홍화 교육학 교육학박사(영남대학교)

조교수 노유수 영어교육 교육학석사(계명대학교)

조교수 박순복 영어학 문학박사(고려대학교)

조교수 박윤경 영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박희영 영문학 문학박사(하와이 주립대)

조교수 배정혜 유아교육 교육학박사(계명대학교)

조교수 배혜진 국어학 문학박사(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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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백선주 영어학 문학박사(영남대학교)

조교수 백승찬 건축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이미경 영어영문 문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전은경 국어국문 문학박사(경북대학교)

조교수 정재욱 Mathematics 이학박사(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조교수 조설희 교육상담 교육학박사(계명대학교)

조교수 최영인 영어학 문학박사(경북대학교)

LINC+
사업단

조교수 도순욱 인사관리 경영학석사(경북대학교)

조교수 박미선 사회복지정책전공 철학박사(대구대학교)

조교수 이수호 관광경영 관광학박사(경기대학교)

조교수 정낙원 행정학 행정학박사(대구대학교)

조교수 조웅희 전파공학 공학박사(경북대학교)

특임
교수 배영자 사회복지 사회복지학박사

(경일대학교)
자율

주행차
융합기술
연구소

조교수 오영철 전기및전자공학 공학석사
(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한지형 기계공학 공학사(한양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조교수 박수진 외국어로서의한국어 교육학박사(영남대학교)

KIU철도
아카데미

특임
교수 김경진 교육 교육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특임
교수 김장운 문학사 문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학습
개발센터

특임
교수 김형철 독어독문학전공 문학석사(서울대학교)

국제교류
교육원

명예
교수 서보근 비교정치학 정치학박사(영남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

산학
협력
중점
교수

오봉근 경영학 경영학박사(경일대학교)

산학
협력
중점
교수

우종현 지리학 문학박사(경북대학교)

학생상담
센터

특임
교수 송위덕 상담심리 교육학석사

(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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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명단
(1) 교무처

(2) 교육혁신처

(3) 학생취업처

소 속 직 책 성 명

교 무 처 부 장 권 오 윤

교 직 과 정 부 팀 장 김 제 량
팀 원 이 선 애

교 무 팀 계       장 조 용 헌
팀       원 강 규 현, 김 명 재, 김 선 화, 이 주 양

수 업 학 적 팀 팀 장 김 제 량
팀 원 손 유 화, 이 선 애, 최 성 은, 함 현 정

소 속 직 책 성 명

혁 신 평 가 팀 팀 장 석 광 중
팀       원 김 선 연, 박 소 희

교 수 학 습 개 발 센 터 팀 장 장 규 하
팀 원 김 호 교, 박 은 선

교 육 과 정 혁 신 센 터 팀       장 전 철 민
팀       원 김 성 지, 변 효 종, 이 재 임

공 학 교 육 혁 신 센 터 팀 장 전 철 민
팀 원 노 승 환

창 의 융 합 교 육 센 터 팀       장 전 철 민
팀       원 노 승 환, 조 현 민

소 속 직 책 성 명

학 생 취 업 처 부 장 김 용 성

사 회 봉 사 센터 연 구 원 김 현 정
팀       원 김 도 현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연 구 원 김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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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학처

팀 원 김 도 현, 김 도 형

학 생 상 담 센 터 팀       장 류 승 우
연 구 원 김 현 정

KIU 대 학 일 자 리 센 터 팀      장 김 용 성
팀 원 김 태 희, 성 민 기, 현 명 숙

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팀 장 김 용 성
장 학 사 정 관 실 팀       장 류 승 우

건 강 증 진 센 터 팀 장 류 승 우
팀 원 김 경 미

학 생 지 원 팀
팀       장 류 승 우
계       장 손 지 영
팀 원 이 하 람, 임 수 연, 진 민 수, 최 호 태

체 육 지 원 팀

부       장 장 부 환
팀 원 최 호 태
감       독 곽 완 섭, 허 규 옥
코       치 최 희 영, 황 장 근, 권 영 호

취 업 지 원 팀 계       장 박 수 진
팀       원 이 영 목, 김 건 오, 김 준

진 로 개 발 팀 계       장 박 수 진
팀       원 권 민 재

예 비 군 연 대
연  대  장 이 대 훈
팀       장 안 영 진
팀       원 김 도 현

소 속 직 책 성 명

입 학 처 부 처 장 장 부 환

입 학 관 리 팀 팀 장 황 태 수
팀 원 천 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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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처

(6) 사무처

입 학 홍 보 팀 팀       장 장 용 종
팀       원 조 남 길

입 학 사 정 관 실
팀 장 장 부 환
팀       원 김 홍 석, 변 효 종, 윤 성 일, 이 수 미, 

장 용 종

소 속 직 책 성 명

기  획  처 부       장 이 수 미
디 자 인 기 획 실 팀       원 류 다 은

기 획 팀
팀       장 이 유 호
계       장 김 영 신
팀       원 김 종 호

홍 보 비 서 팀 부 장 강 열 석
팀 원 김 혜 영, 박 귀 남, 서 보 영, 함 지 수

KIU지역선도대학사업단 팀 원 김 종 호

소 속 직 책 성 명

사  무  처 처 장 유 병 선

총  무  팀
팀 장 김 준 환
팀 원

정 진 규, 고 은 별, 김 민 성, 시 은 미, 
음 지 영, 이 근 철, 이 연 우, 전 명 수, 
한 원 경, 전 진 우, 정 태 영, 허 우 순 

자 산 관 리 팀
부 장 최 우 성
팀 장 김 홍 석
팀       원 김석규, 김형규, 김형봉, 김용호, 임은석

한동준, 박선학, 신효식, 이기영, 장성규
재  무  팀 부 장 김 동 명

팀 원 정 진 솔, 최 재 은, 최 효 진

구 매 팀 팀 장 박 종 국
계 장 서 장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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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KIUM학부

(8) 후지오네칼리지

(9) KIUM산학칼리지

(10) 대학

소 속 직 책 성 명

국 제 KIUM 학 부 팀 장 김 정 미
팀 원 강 슬

소 속 직 책 성 명

글 쓰 기 KIUM 센 터 팀 원 조 현 정

교 양 교 학 팀 팀 장 장 용 종
팀 원 조 선 영, 조 현 정

소 속 직 책 성 명

산 학 교 육 개 발 센 터 팀 장 김 형 규
산 학 교 육 운 영 센 터 팀 장 김 형 규
KIUM 산 학 학 부 팀       원 정 해 창

소 속 직 책 성 명

기 계 자 동 차 학 부 기 사 전 진 영
I C T 경 영 학 부 팀       원 김 준 영
원 자 력 에 너 지 융 합 학 과 팀 원 최 인 호
평 생 교 육 컨 설 팅 학 과 팀 원 최 인 호
스 마 트 팩 토 리 융 합 학 과 팀 원 김 유 정
스 마 트 전 력 인 프 라 학 과 팀       원 김 유 정
스 마 트 푸 드 테 크 학 과 팀       원 김 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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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원

(12) 대학혁신지원사업단

(13)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14) 창업지원단

소 속 직 책 성 명

교  학  팀 팀 장 오 상 명
팀       원 이 민 형

교  학  팀
(산 업 경 영)

팀 장 오 상 명
팀       원 이 민 형

소 속 직 책 성 명

대 학 혁 신 지 원 사 업 단 팀 장 장 규 하
팀 원 정 유 은

소 속 직 책 성 명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단 부 단 장 이 경 섭
부       장 윤 성 일

성 인 학 습 지 원 센 터 팀       원 이 승 진

평 생 교 육 행 정 팀 팀       장 진 지 연
팀       원 김 준 영, 이 승 진, 최 인 호

사 이 버 기 술지 원 팀 팀       장 김 형 호
팀       원 최 성 환

소 속 직 책 성 명

창 업 보 육 센 터 팀  장 서 석 교
팀 원 박 충 기, 이 효 진

중 장 년 기 술 창 업 센 터 센  터  장 김 진 우
팀 원 김혜진, 박수자, 박수정, 이상미, 한정엽

메 이 커 스 페 이 스 사 업 단 팀 장 서 석 교
팀 원 이 준 호, 정 연 재, 조 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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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15) LINC+사업단

(16) KIU교육혁신위원회

(17)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

창 업 사 업 화 지 원 팀 팀 장 서 석 교
창 업 지 원 단 팀       원 오 창 규

창 업 기 술지 원 팀 팀 장 서 석 교
팀 원 김 성 환, 박 진 선

창 업 경 영 지 원 팀 팀 장 서 석 교
팀 원 김 성 환, 박 진 선

학 생 창 업 지 원 팀 팀       장 서 석 교
팀       원 김 경 태, 김 성 환

소 속 직 책 성 명

L I N C + 사 업 단 팀 장 이 진 우
K O L L A B O 센 터 팀 원 김 대 훈, 김 민 균, 정 해 창
인 재 KIUM 센 터 팀 원 우 수 정, 이 다 혜, 이 지 혜, 정 석 원
지 혁 혁 신 센 터 팀       원 정 아 름, 정 해 창

산 학 특 화 센 터 계 장 박 청 연
팀       원 김 대 훈, 김 민 균, 정 해 창, 우 서 현 

창 업 교 육 센 터 팀 원 김 경 태, 김 하 나, 이 지 혜
기 획 운 영 팀 팀 원 김민균, 김민정, 우수정, 정해창, 탁수지
성 과 관 리 팀 팀 원 권 아 현, 김 민 균, 김 민 정, 탁 수 지

소 속 직 책 성 명

국 책 사 업 추 진 단 부 장 이 칠 희

소 속 직 책 성 명

조 기 취 업 형
계 약 학 과 사 업 단

팀 장 이 종 덕
팀     원  김 유 정, 이 정 민, 채 윤 아, 최 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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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사실

(19) KIU인권센터

(20) 스마트혁신본부

(21) 학술정보원

(22) 전산정보원

소 속 직 책 성 명

감 사 팀 부 장 박 재 우
계       장 홍 성 화

소 속 직 책 성 명

K I U 인 권 센 터 팀 원 김 현 정, 김 도 현, 최 호 태

소 속 직 책 성 명

자 율 주 행 차
융 합 기 술 연 구 소 팀 원 전 진 영

소 속 직 책 성 명

학 술 정 보 원 부 장 박 종 철

학 술 정 보 운 영 팀 팀 장 김 혜 진
팀 원 김 웅 진, 이 경 나, 한 영 지

학 술 정 보 개 발 팀 팀       장 안 영 진
팀       원 김 상 헌, 오 지 은, 정 미 숙

소 속 직 책 성 명

전 산 정 보 원 부 장 김 형 호
정 보 화 지 원 팀 팀 원 강창길, 김명진, 박경민, 성지현, 장문석

정 보 보 안 팀 계       장 최 성 환
팀 원 김 영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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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제교류교육원

(24) 평생교육원

(25) 학생생활관

(26) 신문사

(27) 철도아카데미

소 속 직 책 성 명

국 제 교 류 팀 팀 장 손 용 호
팀       원 김 종 율, 최 세 헌

국 제 학 생 지 원 팀 팀       장 손 용 호
팀       원 강 슬, 최 세 헌

한 국 어 학 당 팀       장 김 정 미
팀       원 강 슬

소 속 직 책 성 명

평 생 교 육 원 팀 장 진 지 연
연 구 원 김 선 연

소 속 직 책 성 명

학 생 생 활 관 관       장 배 광 훈

생 활 관 행 정 팀
팀 장 조 준 현
계       장 곽 동 호, 김 석 수
팀       원 맹 광 호, 신 태 훈, 허 양 순

소 속 직 책 성 명

신 문 사 간 사 강 열 석

소 속 직 책 성 명

K I U철 도 아 카 데 미 팀 장 박 영 주
팀       원 황 경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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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산학협력단

소 속 직 책 성 명

산 학 진 흥 팀
팀 장 김 형 규
계 장 박 청 연
팀 원 김 민 정, 김 지 희, 정 세 은

연 구 지 원 팀 팀 장 김 형 규
팀 원 박 혜 진, 조 은 지

산 학 재 무 팀 팀 장 김 동 명
팀 원 권 아 현, 손 지 영, 정 진 솔

중 소 기 업 산 학 협 력 센 터 팀 장 김 형 규
팀 원 손 지 영, 조 은 지

기 술 이 전 센 터 팀 장 김 형 규
계 장 박 청 연

공 용 장 비 운 영 센 터 계 장 박 청 연

자 동 차 부 품 시 험 R I C
계 장 박 청 연 
팀 원 남 진 모, 서 윤 석, 이 성 순, 장 승 규, 

정 대 일, 정 유 진, 최 장 영
테 크 노 파 크 팀 원 김 성 환
KIU 무 인 항 공 교 육 원 팀       원 권 오 현, 김 영 철, 김 상 경, 

박 종 신, 서 상 훈, 양 재 욱
드 론 활 용 전 문
인 력 양 성 사 업 단 팀       원 김 영 철 

자동차부품HRD사업단 팀 장 김 형 규
팀 원 김 덕 희, 김 지 희, 우 서 현, 조 은 지

산 학 구 매 팀 팀 장 박 종 국
팀 원 서 장 휴

K – M O V E 팀 팀 장 이 진 우
팀       원 김 민 정, 김 정 미, 박 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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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29) 법인사무국

소 속 직 책 성 명

법 인 사 무 국 과 장 박 재 우
팀       원 우 혜 정, 홍 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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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사

        1. 경일대학교 학칙
        2. 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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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1. 경일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칙은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과 교육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진의·창의·열의의 이념 아래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1.>

제3조(편제) ① SMART엔지니어링대학, SMART인프라대학, SMART라이프대학, 기업

인재대학(조기취업), 미래융합대학(평생교육), 후지오네칼리지(교양교육), KIUM산학

칼리지(산학교육),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1.8.17., 2003.3.27., 2008.11.20., 2010.10.1., 2012.3.1., 2014.11.1. 2016.11.1.,

2017.3.1., 2017.7.4., 2018.03.01., 2019.3.1., 2020.3.1.>

② 각 대학에 학부 또는 학과를 둘 수 있으며, 학부에는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3.1.><개정 2019.6.1.>

③ 각 대학원의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조(설치학부(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교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1, 별표1-

2, 별표1-3과 같다. <개정 2002.10.17., 2004.3.1., 2005.5.11., 2006.5.16., 2006.12.21., 2007.2.1

6., 2007.6.1., 2007.12.26., 2008.5.29., 2008.6.20., 2012.3.1., 2012.8.9., 2012.10.1., 2013.5.1.,

2013.5.9., 2014.4.1., 2015.1.1.. 2015.3.1., 2016.6.1., 2016.11.1., 2017.2.10., 2017.7.4.,

2018.6.1., 2019.6.1.>

② 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3.3.27>

제5조(직제) 본 대학교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교원과 직원, 조교

등을 두며,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5.11., 2012.7.22.,

2014.11.1., 2019.8.1.>

제5조의 2(교원의 재임용·재계약)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재임용․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제53조의 2 규정에준하며, 이에 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신설 20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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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6조(부속기관ㆍ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는 경일대학교 직제규

정에 따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2.1., 2011.5.1.>

제7조(부설연구소) 삭제 <2011.5.1.>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3.3.27., 2010.9.1., 2014.11.1.>

②학·석사연계과정을 허가받은자의수업연한은 3.5년또는 4년으로한다. <개정 2006.2.23.>

③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2.01.>

④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학기는매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정하며, 필요에따라전공과정, 학년또는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하계 및 동계방학 동안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절학기(학기당 6학점 이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6.15., 2017.7.17., 2018.11.1.>

③ 필요에 따라 다학기제 또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7.17.> <개정

2018.11.1.>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수업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산학연계맞춤형교육과정인 경우 매학년도를

40주(매학기 10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6.15.>

② 계약학과 등은 학과 및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수업을 통한, 제1항에 따른

학기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신설 2017.4.12.>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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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4월 11일)

②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과할 수 있다.

④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입 학

제12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11.1.>

1. 고등학교 졸업자

2. 삭제 <2014.1.1.>

3. 법령에 의해 대학 입학자격이 인정된 자

제14조(입학지원 및 입학전형)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입학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방법 등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2016.9.1.>

② 신입학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대구․경북권소재 고교졸업생으로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선발

한다. <신설 2014.4.1.>, <개정 2016.9.1.>

제15조(입학사정)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

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하여 선행학습영

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입전형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4.4.1.> <개정 2016.9.1.>

제16조(입학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부정입학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납입금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1.>

제17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재입학자 제외)는 지정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1.1.>

② 제1항의 절차를정당한이유없이완료하지아니하거나 지원서에 첨부된 서류를 임의로

정정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증인) ① 삭제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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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4.11.1.>

③ 삭제 <2014.11.1.>

④ 삭제 <2014.11.1.>

제19조(편입학) ①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1.6.1., 2014.11.1.>

② 편입학생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다른 학부(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되,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 2014.11.1.>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거 본 대학교와 연계협력을 체결하여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정원외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3%, 당해연도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3학년에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4.2.1., 2014.11.1.>

⑤ 편입학 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0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전학기 제적인원

범위 내에서 제적당시의 해당학부(과) 학년이하에 매학기초 소정기간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0.17.>

② 재입학자의 자격과 취득학점의 인정범위 및 재입학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6.1.>

제 6 장 전부(과) 및 전공변경

제21조(전부(과) 및 전공변경) ① 총장은 학부(과)별로 전부(과)와 소속학부 내에서 전공변

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3.1.>

② 전부(과) 및 전공변경은 2학년이상재학생을대상으로매학기시작 30일전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6.6.1., 2017.7.17.>

③ 전부(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3.1.>

제 7 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2조(휴학절차)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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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휴학은 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② 품행이 불량하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

② 병역복무를위한 휴학기간은제1항의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병역복

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

④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1.1.>

⑤ 휴학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3.1.> <개정 2014.11.1.>

제24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학년 또는 그 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도 있다.

제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자는본 대학교가 정하는구비서류와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6.1., 2006.5.16., 2012.3.1.>

제26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적된다. <개정 2001.6.1.,

2012.9.1., 2018.02.01.>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5. 이중 학적을 가진 자

6.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 8 장 수료 · 학위수여 및 학위종류

제27조(학년별 수료학점) ① 각 학년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9.1.,

2014.11.1.,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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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학년
120학점 126학점 130학점 140학점 160학점 170학점

1학년 30 32 32 35 32 34
2학년 60 63 65 70 64 68
3학년 90 95 97 105 96 102
4학년 120 126 130 140 128 136
5학년 160 170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의 수료학점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따른다.<신

설 2019.02.01>

③ 전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의 범위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 및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학점을 변경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구분 총 취득학점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미래융합대학

120학점

공학계열, 자연계열 126학점
간호학과 130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개정 2003.3.27., 2010.2.1., 2010.9.1., 2014.11.1., 2018.11.1>

제29조(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최종학기에졸업논문을제출하여심사에합격하여야한다.

②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졸업논문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자격증취득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2014.11.1.>

제30조(조기졸업) ① 6학기또는 7학기에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전 과정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1.>

②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1조(학위수여)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2 및 별표

2-1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논문 미제출자, 심사에 불합격된 자 및 중도수료자에게

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11.1.1., 2014.1.1.,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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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학위종류)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사 학위의 종류는 별표 2의 학위 및 연계전공에

의한 별표 2-1의 학위와 같다. 단, 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전공)의 인증프로그램

학위명은 그 인증기준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 2014.1.1.,

2016.2.5., 2017.2.10., 2017.11.13., 2018.02.01.> <개정 2018.5.1.>

제 9 장 교육과정·수업·시험 및 성적관리

제33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교직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

하고, 이를 다시 선택과 필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7.7.17.> <개정 2018.5.1.>

②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4조(교과목코드 및 교육과정 편성) 각 교과목은 코드로서 구분하여 표시하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제34조의 2(특별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4.>

1. 30세 이상의 연령으로 신입학한 성인 학생

2. 단위 부대장이 선발·추천하는 군 위탁학생

3.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발·추천하는국가·지방공무원위탁학생

4.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초·중등 교원

제34조의 3(인증제 교육과정) 학부(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국내외 교육과정

인증기준에 적합한 인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0.16.>

제35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실습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3.1., 2017.7.17.>

제36조(수업시간표 편성) ①매학기수업시간표를편성하여개강전에총장의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매학기 폐강기준 등 시간표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현장실습)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 수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업성적의 평가) ① 각 교과목의 평가는 중간, 기말, 추가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으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단,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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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학점취득 특별시험) 삭제 <2010.6.1.>

제39조(학점인정) ① 재학 중 학생이 국내·외의 타 대학(가상 캠퍼스 수업 및 창업 관련

수업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0.6.1., 2014.11.1.>

② 편입학생 등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에 관해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6.1.>

③ 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본교에 입학한 경우 그 취득학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5., 2007.11.13., 2010.6.1., 2010.9.1.>

④ 재적생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 경우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9.1., 2014.11.1.>

⑤ 재학 중 취득한 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5.>

⑥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7.1.>

⑦ 재학 중 협정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및 총장이 승인한 기타 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7.17.>

제40조(성적평가등급) ① 학업성적은 상대평가 하되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교과목의

평가 구분별 급제는 "D" 이상으로 한다.

등 급 실 점 수 평 점
A+

A
B+

B
C+

C
D+

D
F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70 - 74
65 - 69
60 - 64
59 이하

4.5
4.0
3.5
3.0
2.5
2.0
1.5
1.0
0

② 성적 상대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1조(성적의 정정 및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교수의 착오 또는 학생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착오로 인한 성적

정정에는 담당 교수의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42조(학사경고) ① 재학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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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복수전공(연계전공) · 부전공 · 학·석사연계과정

제43조(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①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전공과 둘

이상의 학과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 등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 및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학부(과) 및 연계전공의 전공과

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③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제44조(부전공) ①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4.3.1.>

② 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45조(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

계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06.2.23.>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시행에관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2.23.>

제 11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46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연기 및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등록의 절차는 수강신청을 필한 후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삭제 <1999.8.4>

제46조의 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제47조(수강신청) ①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강좌가 폐강되지 않는 한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01.6.1.>

제48조(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범위) ①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0.2.1.,

2011.3.1., 2014.11.1.,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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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매학년도 취득가능 학점 매학기당 수강가능 학점

120학점 33 17

126학점 35 18

130학점 36 19

140학점 39 21

160학점 36 19

170학점 39 21

② 직전학기에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 외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③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학기당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6.2.2

3., 2014.11.1.>

제 12 장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시간제등록

제49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본대학교에교양및 학술 또는 실무에필요한이론과 응용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자에게 공개강좌나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제50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의 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1조(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관계법령에의하여대학입학자격이있는자에게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 선발법 등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1.>

제54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은 학칙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8.15., 2014.11.1.>

②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은 매학기 9학점 이내(계절학기 포함)로 하며, 신청교과목은

당해학기 개설교과목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

제55조(등록금)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소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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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학점은행제 <신설 2006.1.17.>

제56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대학교총장이수여하는학위를취득하기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②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학점을인정받은후, 본대학교학위신청서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7조(학위수여) ① 제56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8.15.>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제31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1조에

따른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8.15.>

제 14 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장애학생 등 <개정 2011.3.1.>

제58조(위탁생) 법령에 규정한 위탁생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을 때에는 정원외로

입학(편입학 포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14.11.1.>

제59조(위탁생의 제적) 위탁생은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

로 제적된다.

제60조(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 재외국민은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외 모집이 가능

하며, 외국인 학생이 입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외로 입학(편입

학 포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06.12.21.,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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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위탁생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전형방법 등) 위탁생과외국인및재외국민등의

입학 전형방법 등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제62조(학칙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등에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62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의 입학전형과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체계를 수립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3.1.>

제 15 장 교원의 교수시간

제63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년도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직교원에 대한 책임시간의 일부면제와 교원에 대한 초과 강의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64조(겸임교수 등) ① 삭제<2019.8.1.>

② 삭제<2019.8.1.>

제64조의1(교수시간의 예외) 비전임교원, 강사 등에 관한 교수시간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신설 2019.8.1.>

제 16 장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제65조(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총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되며 휴학,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6.8.15.>

③ 총학생회는 국가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66조(학생대표 자격) ①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성적이 수강신청 학점의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2.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생자치단체의 정·부회장 및 제간부는 학칙에 의하여무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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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학생단체의 조직) ①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8조(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학생회의 경비는 예산회

계법상 통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69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

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및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및 시설물 이용

제70조(간행물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부정기의 모든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제71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수업과 연구 및

행정행위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저해되는 개인적 또는 단체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72조(학생지도) ① 학생회 활동의 제반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8.25.>

②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 장 장 학 금

제73조(장학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②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학내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수혜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④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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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포상 및 징계

제7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한 행동을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9 장 납 입 금

제76조(납입금) ①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비용(이하“납입금”이라 한다)은 매학기 지정된

등록일까지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록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③ 납입기일과 납입금액은 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고시한다.

제77조(납입금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결석 또는 정학 등으로 인하여 감면되지 않는다. <개정 2005.1.24.>

②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1. 만학도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한 자

2. 단위 부대장이 선발·추천하는 군 위탁학생

3.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발·추천하는국가·지방공무원위탁학생

4.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초·중등 교원

제78조(기타 납입금)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동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6.1.>

제79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과오납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할 수도 있다. <개정 2003.3.27., 2005.1.

6., 2007.11.13.,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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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학칙 개정

제80조(학칙개정) ① 학칙개정은 교수회 또는 총장이 발의한다.

②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1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개정안은공고된날로부터 4주이내에교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공포한다.

<개정 2014.11.1.>

④ 삭제 <2014.11.1.>

제 21 장 교무위원회

제81조(교무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필요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3.27.,

2003.9.1., 2005.10.21., 2007.3.27., 2010.2.1., 2010.9.1., 2011.9.1., 2011.1.1., 2011.5.1., 2012.3.1.>

제82조(교무위원회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3조(교무위원회 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2. 교수회의 위탁을 받은 사항

3. 대학·학부(과) 및 부설 소속기관의 설치와 폐지

4. 학칙 및 기타 중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5. 입학·수료 및 졸업

6.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무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2 장 각종 위원회

제84조(산학협력위원회) ①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교환을 통한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

기 위하여 본 대학교 교원과 산업체 인사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처리한다.

1.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

2. 교재의 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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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교육 참여(강사 및 특강강사)

4. 학생의 현장실습, 취업 및 유학에 관한 사항

5. 산업체의 위탁교육

6.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

7. 교수의 산업체 현장 연수 및 견학

8. 기술개발 공동 연수

9. 산업기술의 정보 수집

10. 산학협력기구 확보(장학금, 연구비 기타)

11.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5조(기타 위원회) 본 대학교의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장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학제정원조정위원회,

학위검증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6.1., 2005.8.25., 2011.10.1.>

제85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본 대학교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

제 23 장 교 수 회

제86조(교수회 구성) ①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1

0.17., 2005.1.24., 2010.10.1.>

② 교수회는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87조(교수회 성립 및 의결) 교수회의는재적인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8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 사항

3.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14.11.1.>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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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장 산학협력기관

제89조(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하여 설치한다. <개정 2004.2.1.>

제 25 장 학교기업 <개정 2004.6.28.>

제90조(학교기업)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

② 학교기업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

③ 삭제 <2014.11.1.>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1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35학점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 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일대학교학생현장실습에관한규

정에 따른다.

제92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6 장 계약학과 <개정 2005.1.6., 2009.2.17.>

제93조(계약에 의한 학부 및 학과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

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사한 학부 또는 학과를



123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6.1.>

제94조(정원 및 학위종류) 계약학과의 입학정원 및 학위종류는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따른

다.<신설 2019.02.01.>

제95조(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6.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신설 2010.6.1.>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신설 2010.6.1.>

3.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과 학생 선발기준, 근무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1호의

계약학과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산업체

등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2호의 계약학과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혼합형)<신설 2019.2.01>

②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0.6.1.>

제96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한다. <신설 2010.6.1.>

② 계약학과의교육과정과관계되는근무경력을가진자의경우에는 당해계약학과 교육과

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6.1.>

제97조(교육경비)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6.1.>

② 제9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9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6.1.>

제98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설치 및 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0.6.1.>

제99조(기타사항) 계약학과 운영에 관해 학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경일대학교 계약학

과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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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장 평가 <개정 2009.5.20.>

제100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8 장 시행세칙

제101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학생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199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통합된 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납입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에 이미 납부한 납입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76조의 변경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997학년도 2학기

이후의 납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된 경북산업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당시 경북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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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적생은 본 학칙에 의한 본 대학교의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북산업대학교의 기계공학과와 기계설계학과의 재적생 중 199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할 경우 기계공학부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전자공학과

재적생은 전자정보공학과에, 전자계산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공학과에, 회계학과 재적생

은 세무회계정보학과에, 무역학과 재적생은 국제통상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군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에 학과 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과군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학과군의 재적생으로 보며, 학과 배정시에

입학당시 학과로 우선 배정한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섬유공학과

재적생은 섬유패션학과에, 산업공학과 재적생은 산업시스템공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산업시스템공학과 및 안전공학과 학생이

2001학년도 이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1999학년도 산업시

스템공학과군의 입학생은 산업시스템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의 산업시스템공학부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에는 해당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 전에 상경정보학과군으로 입학한 자 중 2001학년도 이후

1학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e-비즈니스학부 또는 세무회계정보․인터넷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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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 전에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의 재적생 중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수학할 경우 e-비즈니스학부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 전에 입학한 재적생의 경우 측지공학과 재적생은 도시정보지

적공학과에, 국제통상학과 재적생은 인터넷국제통상학과에, 의상디자인학과 재적생은

패션디자인산업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편제의 IT대학과

별표1의 대학 및 설치학과(전공)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IT대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전에 입학한 전기․전자정보․컴퓨터․제어계측공학과군

의 재적생은 IT대학에 전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의

재적생은 IT대학 해당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별표1-1·1-2와 제31조 및 제32조의 별표2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

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대학․학부(전공)․학과군

및 학과의 재적생은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

고, 2003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당초의 모집단위 내의

통합․분리된 학부(전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2의 학부·전공별 학위종류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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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학부·전공별 학위종류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4조 별표1-1, 1-2, 1-3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4학년도 e-비즈니스학부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

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경영공학과, 철도경영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 중 택일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2004학년도 행정·복지학부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

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경호학

과 중 택일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2004학년도 패션학부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뷰티패션학부의 패션디자인전공, 뷰티패

션학부의 뷰티코디네이션전공 중 택일한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자동차설계학과는 기계차량공학과, 경영공학과는 산업물류학과, 도시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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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공학과는 건설정보공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는 소방방재학부, 자율전공학과는

자연계열자율전공, 무역전시컨벤션학과는 국제통상학과, 미디어문학과는 교육문

화콘텐츠학과, 인테리어조형디자인학부는 공예디자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신소재환경공학과와 생명화학공학과는 통합된 제약공학부, 세무회계정보학과와 여

성공무원비서학부는 통합된 회계비서학부, 영어학과와 관광통역학부는 외국어통

역학부, 광고홍보학과와 인터넷신문방송학과는 통합된 광고홍보학과의 재적생으

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2005학년도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주간, 야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

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컴퓨터제어·

전기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의 학위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1, 별표1-2, 별표1-3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7학년도 입학생

부터, 별표2의 학부·전공별 학위종류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6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7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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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공학부는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건설정보공학과는 건설정보공학과와 위성정

보공학과, 자연계열자율전공은 자연계열자율전공학과, 회계비서학부는 세무회계

정보학과, 뷰티패션학부의 섬유패션전공, 패션디자인전공, 뷰티코디네이션전공은

각각 섬유패션학과, 패션이벤트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뷰티패션학부 뷰티코디네이션전공의 학위는 2005학년도 입학

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별표1-4의

계약학과의 학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정원표도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학부·전공별 학위종류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1, 별표1-4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4의 학위종류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1, 별표1-2, 별표1-3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2008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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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7학년도에 입학한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8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는 제어·전기공학부, 사진영상학부는 사진영상학과, 패션

이벤트학과는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학부․전공별 학위종류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학점취득 특별시험은 200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1의 200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

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1의 200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별표 1-4의 2009학년

도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09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건설정보공학과와 위성정보공학과는 국토정

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공학과, 경찰경호학부는 경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1의 200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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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1의 2009학년도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전자정보통신공학부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밖의 인증제

실시 학부(과)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1-4의 모집단위별 정원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27장 평가는 200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0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10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표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09학년도 이전에입학한자가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10학년도에입학한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차량공학과는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설계전공으로, 토목공학과, 건설정보공학

과는 각각 건설공학부의 토목공학전공, 건설정보공학전공으로 본다.(통합)

2. 소방방재학부의 소방방재정보전공, 소방방재행정전공은 소방시스템전공, 소방안

전전공 중 택일,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전공, 다문화복지전공에

서 택일, 사진영상학과는 사진 영상학부의 사진전공, 영상전공에서 택일, 제어․전

기공학부는 전기공학과, 로봇응용학과 중 택 일하여야 한다.(전공확대 및 분리)

3. 전자정보통신공학부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철도경영학부는 철도학부, 세무회계

정보학과는 세무․회계학과, 관광비즈니스학과는 금융증권학과, 외국어통역학부

는 실무외국어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4.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생이 2010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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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 학년별 수료, 제28조 졸업학점, 제48조 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

점 범위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별표 1-4의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표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1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11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표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0학년도 이전에입학한자가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11학년도에입학한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경영학과는 경영학부 경영전공,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는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는 철도․전기공학부의 전기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과는 전자공학과, 스포츠

학부 스포츠마케팅전공, 스포츠의학전공은 스포츠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철도학부 철도경영전공은 경영학부의 철도경영전공, 철도학부 철도기술전공은 철

도․전기공학부의 철도기술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아트공학전공에서 택일, 뷰

티코디네이션학과는 뷰티학부의 뷰티스타일링전공, 뷰티테라피전공에서 택일하

여야 한다.(전공확대 및 분리)

4.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는 디자인학

부 패션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 생활제품디자인전공으로 본다.

(통합)

5.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생이 2011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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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4의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정원표는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8조 수강신청학점및 취득학점 범위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2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12학년도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 표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1학년도 이전에입학한자가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12학년도에입학한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실무외국어학부 영어전공은 비즈니스외국어학부의 영어전

공, 실무외국어학부 일어전공은 비즈니스외국어학부의 일본어전공, 건축학부 건축디자

인전공(4, 5년제)은 건축학과(4년, 5년),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학과, 컴퓨터공

학부는 컴퓨터공학과, 디자인학부 생활제품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생활디자인전공,

스포츠경영학과는 스포츠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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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3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13학년도 모집단

위별 입학정원표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2학년도 이전에입학한자가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13학년도에입학한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비즈니스외국어학부 영어전공은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비즈니스외국어학부 일본

어전공은 외국어학부 일본어전공,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계열자

율전공학과는 인문계열자율전공학과, 소방방재학부는 소방방재학과, 위성정보공

학과는 공간정보공학과, 뷰티학부는 뷰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건설공학부 건설정보공학전공은 건설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 건설플랜트전공에

서 택일,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생활디자인전공에서 택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6조 제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4의 계약학과의 학과 편성

및 모집단위별 정원표, 제23조 휴학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2014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2014학년도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표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3학년도 이전에입학한자가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14학년도에입학한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철도․전기공학부는 전기․철도공학부, 식품과학부는 식품과

학과, 사진영상학부는 사진영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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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4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1의 2014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2015학년도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표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2015학년도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표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첨단의료기학과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5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③ 건설공학부의 2014학년도 입학생 중 도시교통공학전공과 건설플랜트전공으로 전공

배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5학년도 도시방재공학전공으로 전공배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2016학년도 모집단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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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표는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4의 입학정원 및 학위종류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17학년도 모집단

위별 입학정원표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6학년도 이전에입학한자가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17학년도에입학한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로봇응용학과는 로봇공학과,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은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

가공전공,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은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영양전공, 경영학

부 경영전공 및 철도경영전공은 테크노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전기·철도공학부 전기공학전공은 전기공학부 전기자동차전공, 전기공학전공에서

택일하여야하며, 전기·철도공학부철도기술전공은철도학과의재적생으로본다.(분리)

3. 세무·회계학과와금융증권학과는재무투자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와영어학과는 글로

벌통상학과, 행정학과와 경찰학과는 경찰행정학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과

생활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시각·산업디자인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통합)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③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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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39조 ⑦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6호는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2018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18학년도 모집단
위별 입학정원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7학년도 이전에입학한자가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18학년도에입학한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건축학부 건축학(4,5년)전공은 건축학과(4,5년),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

학과, 식품산업융합학부의 식품가공전공 및 식품영양전공은 식품산업융합학과,

테크노경영학과는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재무투자정보학과는 상경학부 재무·투자

정보전공, 글로벌통상학과는 상경학부 글로벌통상전공, 사회복지학과는 복지서비

스학부 사회복지전공, 문헌정보학과는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보육·문헌정보전공,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은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스마트자동차SW전공에서 택일하여야하

며, 로봇공학과는 로봇공학부 로봇공학전공, 자율주행융합전공에서 택일, 신재생에

너지학과는 신재생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수소자동차전공에서 택일, 디자

인학부의 시각·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에



138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서 택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7조,제28조,제48조는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19학년도 모집단

위별 입학정원표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 이전에입학한자가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19학년도에입학한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로봇공학부 로봇공학전공 및 자율주행융합전공은 로봇공학과, 건설공학부 도시방

재공학전공 및 토목공학전공은 도시인프라공학부 도시방재공학전공 및 토목공학

전공,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및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식품산업융합학과는 식품개발학과,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은 상경학부 경영

학전공, 상경학부 글로벌통상전공은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보육·문헌정보전공은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K-뷰티융합학부

뷰티화장품산업전공은 K-뷰티화장품산업학과, 융합산업기술학부 스마트자동차

융합전공은 스마트산업학부 스마트자동차전공, 융합산업기술학부 스마트경영시

스템전공은 ICT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융합산업기술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전

공은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생이 2019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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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 응급구조학

과는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0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20학년도 모집단

위별 입학정원표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9학년도 이전에입학한자가학적변동으로인하여 2020학년도에입학한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자동차학부 전산기계설계전공 및 자동차IT융합전공은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시

스템설계전공, 자동차융합시스템전공,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스마트자동차S

W전공은 전자공학과, 로봇공학과는 기계자동차학부 자율로봇공학과,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자동차전공은 전기공학과, 신재생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

공, 수소자동차전공은 화학공학부 에너지학공학전공, 화학공학과는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도시인프라공학부 도시방재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은 토목공학과,

건축학과(4,5년)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4년의 경우, 건축학과(4,5년) 유지),

건축공학과는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공간정보공학과는 국토정보학부 공간정보

전공, 철도학과는 철도학부 철도차량운전전공, 철도운전시스템전공,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전공, 행정학전공은 경찰행정학과, 부동산지적학과는 국토정보학부 부동

산지적전공,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학

과는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사이버보안전공, 심리치료학과는 상담심리학과, K-뷰티

화장품산업학과는 K-뷰티화장품산업학부 뷰티케어전공, 화장품산업전공의 재적

생으로 본다.

2. 모집이 정지된학부(과)생이 2020학년도 이후의입학자와동일학년에복학또는 수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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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는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1]의 웹툰스마트콘텐츠 연계전공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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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개정2005.5.11., 2005.10.21., 2006.1.17., 2006.5.16., 2006.12.21., 2007.2.16., 2007.6.1., 2007.12.26., 2008.5.29., 2008.6.20., 2008.1

0.16., 2009.8.10., 2009.9.21., 2010.8.12., 2011.8.12., 2012.3.1., 2012.8.9., 2012.10.1., 2013.5.1., 2013.5.9., 2014.4.1., 2015.1.1.,

2015.3.1., 2016.6.1., 2016.11.1., 2017.2.10., 2017.7.4., 2018.6.1., 2019.6.1.>

2020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자율전공학부 60

SMART
엔지니어링
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80기계시스템설계전공

자동차융합시스템전공
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 40
자율로봇공학과 40

전자공학과 30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공학전공 30
AI소프트웨어전공 20
사이버보안전공 30

SMART
인프라대학

토목공학과 50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 40
건축공학전공 39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 30
공간정보전공 25

소방방재학과 85

철도학부
철도차량운전전공

50
철도운전시스템전공

전기공학과 45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30
에너지공학전공 30

SMART
라이프대학

사진영상학부 100
영상콘텐츠제작학과 30
만화애니메이션학과 60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30
간호학과 130
응급구조학과 50
상담심리학과 30
경찰행정학과 70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35
노인체육복지전공 40

스포츠학과 35

K-뷰티화장품산업학부
뷰티케어전공

50
화장품산업전공

항공서비스학과 50
식품개발학과 30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25
국제통상학전공 20

미래융합
대학

스마트산업학부
스마트자동차전공

12
스마트팩토리전공

ICT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13
빅데이터응용전공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8
평생교육컨설팅학과 12

계 1,584

※ 전공 운영 최소모집단위 인원 : 20명(단, 미래융합대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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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201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자율전공학부 60

자동차
융합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110전산기계설계전공
자동차IT융합전공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50
스마트자동차SW전공

로봇공학과 40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50
전기자동차전공

신재생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45
수소자동차전공

화학공학과 35

안전인프
라융합

도시인프라공학부
도시방재공학전공

66
토목공학전공

소방방재학과 86
건축학과(4,5년) 42
건축공학과 42
공간정보공학과 30
철도학과 40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전공

75
행정학전공

부동산지적학과 40

창의융합

컴퓨터공학과 45

사이버보안학과 43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0

사진영상학부 90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30

휴먼
사이언스

간호학과 130

응급구조학과 50

심리치료학과 35

의용공학과 35

식품개발학과 30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25
국제통상학전공 20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35
아동문헌정보전공 20
노인체육복지전공 30

스포츠학과 33

K-뷰티화장품산업학과 32

항공서비스학과 30

미래융합

스마트산업학부
스마트자동차전공

12
스마트팩토리전공

ICT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12
빅데이터응용전공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6
계 1,584

※ 전공 운영 최소모집단위 인원 : 20명(단, 미래융합대학은 최소모집단위 인원 없음)

※ 건축학과 5학년 편제정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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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201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후지오네
칼리지

자율전공학부 62

자동차
융합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117전산기계설계전공
자동차IT융합전공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52
스마트자동차SW전공

로봇공학부
로봇공학전공

45
자율주행융합전공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50
전기자동차전공

신재생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45
수소자동차전공

공과

화학공학과 40

건설공학부
도시방재공학전공

70
토목공학전공

건축학과(4,5년) 42
건축공학과 42
공간정보공학과 30
철도학과 35
의용공학과 35
식품산업융합학과 32

ICT융합

컴퓨터공학과 45
사이버보안학과 43
부동산지적학과 43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20
재무·투자정보전공 20
글로벌통상전공 20

융합산업기술학부
스마트자동차융합전공

3스마트경영시스템전공
원자력에너지융합전공

사회안전

경찰행정학부
행정학전공

75
경찰행정전공

심리치료학과 40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40
아동보육·문헌정보전공 22
노인체육복지전공 22

스포츠학과 33

소방
소방방재학과 86
응급구조학과 50

간호 간호학과 130

예술

사진영상학부 100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21
산업디자인전공 21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21
뷰티화장품산업전공 32

계 1,584

  ※ 전공 운영 최소모집단위 인원 : 20명

※ 건축학과 5학년 편제정원 : 20명

※ 융합산업기술학부 : 정원 내 3명, 정원 외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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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후지오네
칼리지

자율전공학부 65

자동차
융합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산기계설계/자동차IT
융합 120

전자공학과 55
로봇공학과 45
전기공학부 전기자동차/전기공학 50
화학공학과 40
신재생에너지학과 45

공과대학

철도학과 30
소방방재학과 80
건설공학부 토목공학/도시방재공학 70

건축학부
건축학(4,5년) 43
건축공학 43

공간정보공학과 30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가공/식품영양 40
의용공학과 35

ICT융합
대학

컴퓨터공학과 45
사이버보안학과 43
부동산지적학과 45
문헌정보학과 30
테크노경영학과 30
재무투자정보학과 30
글로벌통상학과 30

보건안전
대학

간호학과 100
응급구조학과 40
심리치료학과 40
사회복지학과 50
경찰행정학부 행정학/경찰행정 75

아트&
휴먼사이

언스
대학

사진영상학부 100
디자인학부 시각·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 55
뷰티학과 35
스포츠학과 45

계 1,584

※ 전공 운영 최소모집단위 인원 : 20명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학년 편제정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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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자율전공학부 50

자동차IT
융합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산기계설계/자동차IT
융합 110

신재생에너지학과 45
전자공학과 50
로봇응용학과 40
컴퓨터공학과 40
사이버보안학과 40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40
소방방재학과 80
건설공학부 토목공학/도시방재공학 70

건축학부
건축학(4,5년) 40
건축공학 40

공간정보공학과 30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식품영양학 40
전기․철도공학부 전기공학/철도기술 70
의용공학과 30

글로벌경영
대학

경영학부 경영/철도경영 50
세무․회계학과 35
금융증권학과 30
국제통상학과 35
영어학과 30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 35
경찰학과 60
부동산지적학과 35
사회복지학과 50
문헌정보학과 30

간호보건
대학

간호학과 100
응급구조학과 40
심리치료학과 40

예체능
대학

사진영상학부 100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생활디자인 60
뷰티학과 30
스포츠학과 40

계 1,615

※ 전공 운영 최소모집단위 인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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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자동차IT
융합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산기계설계/자동차IT융합 110
신재생에너지학과 50
전자공학과 50
로봇응용학과 40
컴퓨터공학과 43
사이버보안학과 42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45
소방방재학과 80
건설공학부 토목공학/도시방재공학 70

건축학부
건축학(4,5년) 40
건축공학 40

공간정보공학과 30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식품영양학 50
전기․철도공학부 전기공학/철도기술 70
의용공학과 35
자연계열자율전공학
과 45

글로벌경
영
대학

경영학부 경영/철도경영 60
세무․회계학과 40
금융증권학과 30
국제통상학과 40
영어학과 30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 40

경찰학과 60

부동산지적학과 35

사회복지학과 50

문헌정보학과 30

간호보건
대학

간호학과 100
응급구조학과 40
심리치료학과 40

예체능
대학

사진영상학부 사진&뉴미디어/영상 100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
생활디자인

70

뷰티학과 30
스포츠학과 35

계 1,670

※ 전공 운영 최소모집단위 인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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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글로벌경
영
대학

경영학부 경영/철도경영 80
세무․회계학과 40
금융증권학과 30
국제통상학과 40
외국어학부 영어/일본어 45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 40
경찰학과 60
사회복지학과 50
부동산지적학과 40
문헌정보학과 30
인문계열자율전공학
과 40

공과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자동차공학/기계설계 110
화학공학과 40
신재생에너지학과 50
소방방재학과 80

건설공학부 토목공학/도시교통공학/
건설플랜트 70

건축학과(4년, 5년) 40
건축공학과 40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식품영양학 50
자연계열자율전공학
과 40

IT융복합
대학

전기․철도공학부 전기공학/철도기술 70
전자공학과 50
컴퓨터공학과 40
로봇응용학과 40
공간정보공학과 35
사이버보안학과 40

간호보건
대학

간호학과 100
응급구조학과 40
심리치료학과 45
첨단의료기학과 35

예체능
대학

사진영상학과 100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
생활디자인

70

뷰티학과 45
스포츠학과 35

계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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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글로벌
경영
대학

경영학부 80
세무․회계학과 40
금융증권학과 35
국제통상학과 40
외국어학부 영어/일본어 45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 40
경찰학과 60
사회복지학과 50
부동산지적학과 40
문헌정보학과 30
인문계열자율전공학
과 40

공과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자동차공학/기계설계 110
화학공학과 40
신재생에너지학과 50
소방방재학과 80

건설공학부 토목공학/도시교통공학/
건설플랜트 70

건축학과(4년, 5년) 40
건축공학과 40
자연계열자율전공학
과 40

IT융복합
대학

철도․전기공학부 전기공학/철도기술 70
전자공학과 50
컴퓨터공학과 40
로봇응용학과 40
공간정보공학과 35
사이버보안학과 40

간호보건
대학

간호학과 100
응급구조학과 40
심리치료학과 45
첨단의료기학과 35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식품공학 50

예체능
대학

사진영상학부 사진/영상 100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
생활디자인

70

뷰티학과 50
스포츠학과 35

계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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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4.3.1., 2005.1.6., 2005.8.25., 2006.5.16., 2007.2.9., 2007.11.13., 2011.3.1., 2016.2.5., 2017.2.10., 2019.3.1.,

2020.3.1.>

학부(과)․전공별 학위종류

학 위 학부(과)/전공

간호학사 간호학과
건축학사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경영공학사 ICT경영학부 빅데이터응용전공, ICT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경영학사 경영학부 경영전공, 경영학부 철도경영전공,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상경학부 재
무·투자정보전공, 세무·회계학과, 재무투자정보학과, 테크노경영학과

경제학사 금융증권학과
경찰행정학사 경찰학과,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전공, 경찰행정학부 행정학전공

공학사

건설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 건설공학부 도시방재공학전공, 건설공학부 토목
공학전공, 건축공학과, 건축학과(4년),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공간정보공학과,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설계
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자동차IT융합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자동차공학전공, 기계
자동차학부 전산기계설계전공, 도시인프라공학부 도시방재공학전공, 도시인프
라공학부 토목공학전공, 로봇공학과, 로봇공학부 로봇공학전공, 로봇공학부 자율
주행융합전공, 로봇응용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소방방재학과, 스마트산업학부
스마트자동차전공, 스마트산업학부 스마트팩토리전공, 신재생에너지학과, 신재
생에너지학부 수소자동차전공, 신재생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원자력에
너지융합학과, 융합산업기술학부 스마트경영시스템전공, 융합산업기술학부 스
마트자동차융합전공, 융합산업기술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전공, 의용공학과, 전
기·철도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철도공학부 철도기술전공, 전기공학부 전기
공학전공, 전기공학부 전기자동차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부 스마트자동차S
W전공,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철도학과, 첨단의료기학과, 컴퓨터공학과, 화
학공학과, 컴퓨터사이언스학부 Al소프트웨어전공,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
공학전공,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사이버보안전공, 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 화학공
학부 에너지공학전공,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국토정보학부 공간정보전공

관광학사 항공서비스학과

무역학사
국제통상학과, 글로벌통상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상경학부 글로벌통상
전공

문학사 심리치료학과, 영어학과,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외국어학부 일본어전공,
상담심리학과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과,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보육·문헌
정보전공

미술학사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생활
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시각·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디자
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사진영
상학과, 사진영상학부, 영상콘텐츠제작학과

미용학사 K-뷰티융합학부 뷰티화장품산업전공, K-뷰티화장품산업학과, 뷰티학과
부동산지적학사 부동산지적학과,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
사회복지학사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과
응급구조학사 응급구조학과

이학사 식품개발학과,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산업
융합학과,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가공전공,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영양전공

체육학사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전공, 스포츠학과
행정학사 행정학과

평생교육학사 평생교육컨설팅학과

※ 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전공)의 인증프로그램 학위명은 그 인증기준에 따라 프로그
램별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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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개정2014.1.1., 2016.2.5., 2017.2.10., 2017.11.13., 2018.2.1., 2018.5.1., 2019.3.1., 2020.3.1.>

연계전공별 학위종류

연계전공명 학 위

CSI과학수사 경찰행정학사

앱창업 경영학사

아동보육학 보육학사

벤처창업 경영학사

글로벌ICT융합 공학사

스마트인프라안전융합 공학사

친환경자동차 공학사

항공관광서비스 경영학사

뷰티케어마스터 미용학사

글로벌한국학 문학사

웹툰스마트콘텐츠 미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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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1.1., 2014.11.1.>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

하였으므로 이에 학사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학위 (전공) : OO학사(OO학과)

       

       학 위 번 호 : 경일대-2000-학-0000

    년    월    일

 

경일대학교총장   ○ ○ ○○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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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11.1.>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 ○ 학(부)과(전공) 

제 학년을 수료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일대학교총장 ○ ○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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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관리 업무에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01.>

제 2 장 교육과정

제3조(교과목구분) ①학칙 제33조와 관련,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및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7.17., 2018.5.1.>

②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2.1., 2012.3.1., 2019.11.01.>

1. 교양필수 : 우리대학의 고유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는 교양교과목 <개정 2012.3.1.>

2. 교양선택 :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안목을

길러 줄수 있는 교양교과목 <개정 2012.3.1.>

③전공교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

을 위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교직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6.7.18.>

⑤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7.7.17., 2012.3.1., 2018.5.1.>

⑥삭제<개정 2018.5.1.>

제4조(교과목의 편성) ①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다만, 사회봉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2.1., 2012.3.1.,

2014.9.1., 2016.7.18., 2019.11.01.>

1. 교양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로 27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개정 2008.9.1., 2010.2.1., 2012.3.1., 2014.9.1., 2015.12.1., 2016.7.18., 2017.3.1., 2017.

5.1., 2018.11.29.>

2. 교양선택 교과목은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한다. <개정 2010.2.1.,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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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8., 2017.3.1., 2018.2.1.>

②전공교과목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융합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개정

2010.2.1., 2012.3.1., 2017.7.17.>

③교직교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서 22학

점으로 편성하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에 편성된 22학점(교직소양 6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 2014.9.1., 2019.11.01.>

④학부(과)의 전공 편성학점과 연간 편성학점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학부인 경우 전공공통 편성학점을 15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0.9.

1., 2012.3.1., 2014.9.1., 2014.12.1., 2017.3.1., 2018.11.29.>

졸업학점 전공 편성학점 연간 편성학점
120학점 70학점 33학점
126학점 75학점 35학점
130학점 78학점 36학점
140학점 88학점 39학점
160학점 126학점 36학점
170학점 136학점 39학점

⑤삭제 <신설 2017.7.17.><개정 2018.11.29.>

제5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실습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그 편성은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3.1., 2017.7.17.>

제6조(교육과정의 결정) 교육과정의 결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조(교육과정의 변경) 교육과정은 필요시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의 적용) 신입생은 입학 해당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복학 및 편입․재

입학생은 복학 및 편입․재입학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교양교과목의

경우 입학 해당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0.2.1., 2013.9.1., 2019.11.01.>

제9조(교과목 인정) ①이미이수한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또는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또는 실격한 필수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점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 3 장 수 업

제10조(수업시간표 편성) ①실험․실습․제도를 제외한 과목은 3시간 이상 연강 할



155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수 없다. 다만, 야간수업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②수업시간표는 주 5일이 되도록 편성한다.

③전임교원은 주 4일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다만, 보직교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④편성된 시간표는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개강 1주일 전까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01.>

⑤교시별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교무처의 승인을 얻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7.8.28., 2019.11.01.>

< 주 간 > < 야 간 >

교시 수업시간 75분 수업 50분 수업 교시 수업시간 75분 수업 50분 수업
09A 09:00~09:30

09:00-10:15
09:00-09:50

18A 18:00~18:25
18:00-19:15

18:00-18:50
09B 09:30~10:00 18B 18:25~18:50
10A 10:00~10:30

10:00-10:50
19A 18:55~19:20

18:55-19:45
10B 10:30~11:00

10:30-11:45
19B 19:20~19:45

19:20-20:3511A 11:00~11:30
11:00-11:50

20A 19:50~20:15
19:50-20:40

11B 11:30~12:00 20B 20:15~20:40
12A 12:00~12:30

12:00-13:15
12:00-12:50

21A 20:45~21:10
21:45-22:00

20:45-21:35
12B 12:30~13:00 21B 21:10~21:35
13A 13:00~13:30

13:00-13:50
22A 21:40~22:05

21:40-22:30
13B 13:30~14:00

13:30-14:45
22B 22:05~22:30

22:05-23:2014A 14:00~14:30
14:00-14:50

23A 22:35~23:00
22:35-23:25

14B 14:30~15:00 23B 23:00~23:25
15A 15:00~15:30

15:00-16:15
15:00-15:50

15B 15:30~16:00
16A 16:00~16:30

16:00-16:50
16B 16:30~17:00

16:30-17:4517A 17:00~17:30
17:00-17:50

17B 17:30~18:00

제11조(수업계획서) ①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수업계획서를 작성(입력)하

여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미입력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1.>

②담당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평가방법(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과 학생성적 산출기준

(시험, 출석, 과제물 평가, 수업참여도 평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분반된 동일 교과목의 경우 책임교수의 수업계획서에 따라 공통의 수업계획서 입력과

균형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통의 수업계획서에 따라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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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폐강 및 분반) ①개설강좌 중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한다. <개정 2015.12.1.>

1. 외국어 회화과목 10명 미만

2. 컴퓨터 실습과목 15명 미만

3. 일반 교양과목 20명 미만

4. 전공 과목 10명 미만

②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설강좌는 해당학부(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반한다. <개정 2014.12.1.>

1. 외국어 회화과목 31명 이상

2. 컴퓨터 실습과목 41명 이상

3. 일반 교양과목 81명 이상

4. 전공 이론과목 81명 이상

5. 전공 실습과목 41명 이상

6. 간호학과 임상 실습과목 31명 이상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제조정에 따른 재학인원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학부(과)에서는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폐강 및 분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1.>

제13조(휴․결강과 보강) ①학기 중 발생하는 모든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결

과확인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9.9.1.>

②교무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학칙에서 규정한 휴업일에 대한 보강일을 결정하여 학사일

정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담당교수는 학사일정표에 공시되지 않은 휴강에 대해서 휴․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담당교수가 제③항의 보강계획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교무처

에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담당교수에게 경고하고 보강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2.19.>

⑤보강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교원은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9.><개정 2019.9.1.>

제14조(수업평가) ①학생은 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에 한 학기동안 수강한 전 강좌에

대하여교내전산망또는홈페이지에접속하여수업평가에응하여야한다. <개정 2018.11.29.>

②수업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교내 각종 학사정보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수업평가결과의 강좌별 점수가 3.50미만인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업개선방안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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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2회 연속일 경우 다음 학기 해당 강좌 수업배정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9.1.><개정 2012.3.1., 2017.12.19.>

④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3.50미만인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은 수업설계

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한다. 2회 연속일 경우 수업촬영 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2.3.1.><개정 2016.7.18., 2017.12.19.>

⑤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3.50미만인 강사는 다음 학기 해당 강좌 수업배정

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개정 2019.9.1.>

⑥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은 우수교원으로 포상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개

정 2017.12.19.>

제15조(출석부 및 시험답안지 관리) ①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전자출석부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②담당교수는 전산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자를 임의로 등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

③담당교수는 학생의 부정출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하며, 부정출석 학생을 적발할

시 출석점수 또는 최종 성적을 제한할 수 있다.

④담당교수는 출석부 및 시험답안지를 기말고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각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부(과)에서는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제 4 장 수강신청․학습구분변경

제16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학기 전 소정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강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각종 시험(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11.01.>

②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은 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③실험실습 및 강의실 활용인원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소속학부(과)

학생의 수강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01.>

제17조(수강신청 절차) 매학기 소정기간 내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이 직접 컴퓨터로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제18조(수강신청 학점범위) ①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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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매학년도 취득가능학점 학기최대수강가능 학점
120학점 33 17
126학점 35 18
130학점 36 19
140학점 39 21
160학점 36 19
170학점 39 21

 ②직전학기에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1.3.1., 2014.12.1.>

③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8학기부터 1학점)을 최소신청학점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

④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19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①수강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한 교과

목이 폐강되었거나 시간표 변경으로 시간중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기간 내에 정정할 수 있다.

②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01.>

제20조(수강신청교과목의 포기) ①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교과목 포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교과목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으며, 납입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는 1개 학기당 1개 교과목에 한한다.

제21조(학습구분변경) 학생이 주간 또는 야간으로 입학하여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당시 학적사실과 달리 수업을 받고자 할 때는 학습구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2조(학습구분변경 허가 범위) 학부(과)의 형편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부(과)장

은 학생의 정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좌 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학습구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8.28.>

제23조(학습구분변경 절차) ①학습구분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내 학부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부(과)장은 학습구분변경자명단을 작성 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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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습구분변경 승인을 얻은 학생은 반드시 학습구분변경대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7.8.28., 2020.03.01.>

③학습구분변경은 한 학기만 유효하므로 매학기 학습구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학습구분변경자의 학적유지) 재학 중 학습구분 변경과 상관없이 입학 당시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 5 장 시험․성적

제25조(시험) ①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추가시험으로 나눈다.

②중간고사는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추가시험은 질병, 상고, 입대 및 병무소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해당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개별적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제26조(학업성적평가) ①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2.

9.1., 2014.9.1.>

②상대평가는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70% 이내로 하되 A+등급과 A등급을 합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9.1., 2014.9.1.>

③절대평가는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9.1.>

④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9.1.>

⑤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교과목 및 대상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9.1., 2014.9.1.,

2016.8.29., 2017.3.1., 2017.11.1., 2018.5.1., 2019.6.1., 2019.11.01.>

⑥전공 및 교양 교과목의 학문적 특성(실험․실습․실기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에

따라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⑦교과목의 성적은 본조 제8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담당교수가 시험(평가)성적 및

출석, 기타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2.3.1., 2019.11.01.>

⑧학업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요소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

1. 시 험 : 40 ~ 60%

2. 출 석 : 10 ~ 20%

3. 기 타 : 20 ~ 50%

⑨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한다.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7학기 이상(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 재학 중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고 최종 성적처리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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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7.><개정 2017.3.1.>

1. 취업여부 확인 서류

2. 출석 인정 관련 별도 평가자료(과제물, 시험, 기타)

⑪ 제10항 1호의 취업여부 확인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확인서(고용노동

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에 한한다. <신설 2016.11.7.><개정 2017.3.1.>

제27조(성적평균점) ①매학기 성적 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

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눈 그 수치를 해당 학기의 평점(실점)

평균 점수로 한다. <개정 2019.11.01.>

※평점(실점)평균 = [교과목별 학점수 × 교과목별 평점(실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②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총 이수학점수로 나눈 수치를 졸업 종합 평점(실점) 평균 점수로

한다.

※졸업 종합평점(실점)평균 = [취득과목별 평점(실점) × 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총 이수학점수

③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평점(실점) 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평점총점이 높은 자

2. 실점평균이 높은 자

3. 실점총점이 높은 자

4.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자

제28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9.1., 2019.11.01.>

등급 실점수 평점 등급 실점수 평점

A+

A
B+

B
C+

95 ~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4.5
4.0
3.5
3.0
2.5

C
D+

D
F
P

70 ~ 74
65 ~ 69
60 ~ 64
0 ~ 59

2.0
1.5
1.0
0

pass

제29조(성적처리) ①교수는 기말고사 종료와 함께 해당 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내 통신망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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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성적공시및이의신청기간종료후성적평가내역서를출력하여본인이보관하여야한다.

③부정행위 자의 성적은 실격(F) 처리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제30조(성적공시)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 후 7일 이내에 교내 통신망을 통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성적이의신청) 학생은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공시기간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성적정정) ①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누락, 기재(입력)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답안지, 출석부, 과제물등)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소정기일 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②총장은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정규 성적정정기간 이후 정정된 성적은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반영되지

않는다.

제33조(엄정한 성적부여관리) ①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성적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학기 성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교무처에서 공시한 성적처리일정(공시,

이의, 정정)에 따라 성적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②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강의 담당교수는

교무처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성적산출시 그 근거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19.3.1.>

제34조(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인정) ①군입영휴학자 중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고사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2/3선

5일전부터 2/3선까지 입영휴학자는 성적과 등록금 중 학생이 택일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②일반휴학자 중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5조(체육특기자 성적인정) 삭제

제36조(출석인정) ①학기 초 폐강으로 인해 수강정정한 교과목의 경우, 정정 이전의

미출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5.1.>

②본인결혼, 직계존․비속의 사망, 병사관계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의 출석인

정 기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9.1., 2017.3.1., 2018.5.1., 2019.3.1., 2019.11.01.>

③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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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이수) ①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점이

B미만인 경우에 한해 학기당 6학점 범위 내, 재학기간 중 30학점 이내에서 재이수를

허용한다. <개정 2014.9.1., 2015.6.1., 2018.2.1.>

②재이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17.8.28.>

③재이수시에는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9.1., 2014.12.1., 2015.12.1.>

④재이수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4.9.1.>

⑤재이수 신청교과목은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취득 성적은 삭제 처리한다.

제38조(학사경고) ①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 2014.12.1.>

②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허용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을 이수한 경우는 수강허용학점 삭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9.>

③학사경고자는 본인 및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학업계획서를 전담지도교수에

게 제출 후 상담하여야 하며, 더키움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2.9.1., 2014.12.1., 2017.11.1., 2017.12.19.>

④연속 2회 이상의 학사경고자는 학업계획서를 전담지도교수에게 제출 후 상담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17.11.1.><개정

2017.12.19.>

⑤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한다. <신설 2017.12.19.>

제38조의 1(더키움학습)①해당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과 상담 등을 실시하

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습증진 프로그램으로 더키움학습

제도를 운영한다.

<신설 2017.11.1.>

②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11.1.>

제 6 장 휴학․복학․자퇴․제적

제39조(일반휴학) ①가정사정 또는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등록자는 수업일수 1/3선까지, 등록자는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라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1.,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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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록을 마친 자가 휴학할 때 휴학일을 기준으로 복학 시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1., 2019.11.01.>

1.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부터 1/2선 까지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개정 2019.11.01.>

2.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개정 2019.11.01.>

③등록을 마친 자로서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자(또는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

후 군입대하는 자도 포함)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④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2012.6.1., 2013.9.1.>

⑤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병역의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 2017.12.19., 2019.11.01.>

제40조(입영휴학) ①군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

여야 하며, 개강 일로부터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 시 등록금을 인정하고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군입영 휴학자 중 성적인정자는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신청교과

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서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휴학기간) ①일반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군입대 휴학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9.1., 2019.11.01.>

②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2년간 연장 할 수 있다.

③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휴학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42조(귀향신고 의무) 군입영 휴학자가 입영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43조(군입대 휴학 제출기간) 군휴학 제출기간은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3.1.>

제44조(휴학취소)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4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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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휴학취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군입영자는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45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총장이 정하는 복학기간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강 후 4주 이전까지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휴학한 학기에는 복학할 수 없다. <신설 2012.6.1.><개정 2019.11.01.>

③군입영휴학자가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일 경우 또는 군복무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수업일수 1/3선 이전부터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복학할 수 있다.

<신설 2012.6.1.>

제46조(일반휴학자의 복학) <삭제 2012.6.1.>

제47조(입영휴학자의 복학) <삭제 2012.6.1.>

제4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01.>

제4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 조치한다. <개정 2012.9.1., 2018.2.1.,

2019.11.01.>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11.01.>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5. 이중학적을 가진 자

6. 이 규정 제38조 ⑤항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9.11.01.>

제 7 장 편입학·재입학·학점인정

제50조(편입학의 학점인정) ①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과 성적을 소속 학부(과)장이 심사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으

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잔여학점에 대하여는 인정 학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1.>

②편입학생은 학칙 제27조(학년별 수료)가 정하는 최소 수료학점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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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졸업학점

120학점 126학점 130학점 140학점 160학점 170학점

2학년편입 30 32 32 35 32 34

2학년 2학기편입 45 47 48 52 48 51

3학년편입 60 63 65 70 64 68

제51조(보충과목) ①비동일계 편입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부(과)장은 편성된 전공 교과목

중 12학점 이내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②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학부(과)장은 교과목을 지정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은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졸업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19.11.01.>

③비동일계 편입생이 전공기초필수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으

로 인정한다.

제52조(재입학) ①재입학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당시 소속되었던 학부(과,전공)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2.3.1.>

②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③재입학은제적된학기를제외한 1개 학기가 경과하여야신청할수 있다. <개정 2008.9.1.>

④재입학자의 성적은 제적 당시 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성적불량으로

인한 제적자의 성적은 학부(과)장이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⑤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학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전공)로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015.6.1.>

⑥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3.1.>

제53조(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①학칙 제39조에 의거,

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은 1강좌당 2학점으로 하며 1강좌당 시수

는 3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9.1.>

②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

다. <개정 2010.9.1.>

③학점인정은 신입학한 학기 수업1/3선 이전에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

1., 2019.11.01.>

제53조의 2(군복무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①학칙 제39조에 의거,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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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및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9.1.><개정 2014.9.1.>

②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

다. <신설 2010.9.1.>

③군 교육훈련을 통한 학점인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의 「군교육훈련학

점인정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개정 2014.9.1.,

2019.3.1.>

제53조의 3(외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에 대한 학점인정) 학칙 제39조에 의거, 외부 공인기

관 시험성적을 교양필수 영어교과목의 성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7.18.>

제53조의 4(협정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①학칙 제39조에 의한 협정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7.7.17.>

1. 재학 중 협정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신설 2017.7.17.>

제 8 장 학위수여․수료

제54조(졸업의 기준)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

1. 교육과정총취득학점은 다음의범위이상취득하여야한다. 다만, 학부(과) 및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학점을 변경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0.9.1., 2014.9.1., 2018.11.29.>

   

구분 총 취득학점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미래융합대학 120학점

공학계열, 자연계열 126학점
간호학과 130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2.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포함하여 2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편

입생은 제외) <개정 2010.2.1., 2012.3.1., 2014.9.1., 2017.3.1., 2018.5.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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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선택 교과목은 입학 해당 연도의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육과정개편으로 해당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16.7.18.><개정 2017.3.1., 2018.2.1., 2019.11.01.>

4. 전공교과목은 다음의 범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2010.2.1., 2010.9.1., 2012.3.1.,

2014.09.1., 2018.11.29., 2020.03.01. >

   

졸업학점
전공
이수학점

3학년 편입생의
전공 이수학점

비고

120학점 54학점 40학점

126학점 58학점 40학점

130학점
140학점

60학점

40학점
2020학년도
이후 편입생
(간호학과 제외)

50학점
간호학과 및
2019학년도
이전 편입생

160학점
170학점

90학점 90학점

5.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 2017.3.1., 2017.7.17.>

6. 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전공필수포함)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목을 다음의

범위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성적표에

표기한다. <개정 2010.2.1., 2014.9.1., 2018.11.29.>

졸업학점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120학점 66학점

126학점 70학점
130학점
140학점 72학점

160학점
170학점 116학점

7. 인턴십전문과정을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제외 한다.

②학부(과)별 교육과정에 편성된 소정의 필수교과목(교양, 전공)은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③졸업예정자는 졸업학년도에 졸업논문을 통과하여야 하며, 졸업논문과 관련된 세부사

항은 졸업논문시행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9.1.><개정 2010.2.1., 2012.3.1.,

2016.7.18.>

④전공기초필수교과목 이수대상자는 졸업 해당 학기 이전까지 지정 받은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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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교직이수자 및 학․석사연계과정이수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9.1.>

⑥인증제의 졸업사정 기준과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인증제 교육과정에 참여하

는 학생은 학칙의 졸업사정 기준과 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개정 2017.7.17.>

⑦외국인 유학생은 졸업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다

만,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7조 6호에 해당하는 학부(과)는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 2014.9.1., 2016.7.18., 2017.8.28.>

⑧계약학과졸업사정기준은별도로편성된계약학과교육과정을따른다. <신설 2017.8.28.>

⑨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7.8.28.>

1. 동일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학점

2. 그 밖에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9.1., 2019.11.01.>

제54조의 2(학사학위취득 유예) ①제54조의 졸업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경우 학기 단위로 최대 4회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락할 수

있다.

②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교무처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개정 2012.9.1., 2015.12.1., 2016.7.18., 2019.6.1.>

제55조(졸업에 필요한 학기) ①졸업에 필요한 등록학기는 8학기(2학년 편입생 6학기,

2학년 2학기 편입생 5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 이상으로 하며, 학칙 제8조 1항, 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10학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9.1.,

2010.9.1., 2014.9.1.>

②인턴십전문과정을 이수한 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기에서 제외한다.

제56조(타학부(과) 교과목 인정) 타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7.17., 2018.5.1.>

제57조(수료) ①학칙 제27조 1항에 의거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수료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할 경우 해당 학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③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전문대학학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

제58조(졸업 및 수료증서 발급) 졸업 및 수료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169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졸업 및 수료증서는 각 대장에 등재하여 발행한다.

제 9 장 조기졸업

제59조(조기졸업) ①조기졸업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매학기당(계절학기 포함) 성적 평점평균 4.20 이상인 자(계절학기는 4.0 이상)

<개정 2016.7.18., 2017.7.17.>

2. 학사운영규정 제54조 의거,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0.2.1., 2014.12.1., 2016.7.18.>

3. 졸업논문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개정 2012.3.1.>

②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5년제 전공자는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9.1.>

③매학기 평점평균 성적은 성적포기, 재이수포기, 실격성적 교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6.7.18.><개정 2017.3.1.>

④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6.7.18.>

제60조(조기졸업 절차)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학기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납 입 금

제61조(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부과한 제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이 취소된다. <개정 2019.11.01.>

제62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을 필한 후 우리 대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자를 위하여 추가등록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63조(학점단위등록) ①등록학기가 8학기(5년제 전공은 10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졸업

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8.29.>

1. 1학점 이상 4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개정 2019.11.01.>

     2. 4학점 이상 7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개정 2019.11.01.>

3. 7학점 이상 10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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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개정 2019.11.01.>

②학점단위등록 대상자는 수강신청학점이 최종 확정된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복학생 등록) ①개강 후 수업일수 2/3선 이전 군 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하되 의무복무자에 한한다.

②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복학 시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1.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1/2선까지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개정

2019.11.01.>

2.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개정 2019.11.01.>

③휴학 시 미등록자 또는 등록금 소멸 후 휴학한 자는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제65조(재입학생 등록) 재입학생은 제적 또는 자퇴 당시의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입학 학기 현재 소정의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장 학적부정정․제증명발급

제66조(학적부정정)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학적부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제증명 신청절차)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발급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제 증명 발급시간) 학칙에 규정된 휴업일을 제외한 모든 날의 정상업무시간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여 증명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발급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민원 및 팩스민원을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69조(제 증명의 종류) 우리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01.>

1. 재학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2. 성적증명서 : 우리 대학교 재적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 증명 <개정

2019.11.01.>

3. 휴학증명서 : 우리 대학교 재학 중 휴학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4. 재적증명서 : 휴학, 제적, 수료, 유보한 자에 대한 우리 대학교 재적 사실 증명

<개정 2019.11.01.>

5. 제적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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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6. 수료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적생으로 수료증명은 학칙 제27조에 의거, 학년에

준하는 소정의 기준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6.7.18., 2019.11.01.>

7.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취득예정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0.2.1., 2010.9.1., 2012.3.1.,

2014.12.1., 2019.11.01.>

8. 졸업증명서 : 우리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2019.11.01.>

9. 학적부사본 : 학생의 학적사실이 기록된 내용을 증명

10.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 인정학기 7학기 이상 이수자 중 ‘교육실습’ 또는 ‘학교현

장실습’ 교과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증명 <신설 2012.3.1.>

11. 교직과정이수확인서 :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 대한 증명 <신설 2012.3.1.>

제70조(성적증명서 발급 기준) 성적증명서의 발급은 학기 중 이수한 모든 성적(F학점

포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제11장 보칙

제71조(기타) 학사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9. 5. 14)

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시행세칙 중 제75조는 1999학년도 입학 자부터 적용하며, 1998학

년도 이전 입학생이 1999학년도 입학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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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중 제39조 및 제63조는 200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 중 제51조는 200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이 규정 중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교양이수학점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경북산업대학 및 경북산업대학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중 제4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교양이수학점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회봉사는 2000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3학년

편입생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52조 제③항은 1985학년도 이후에 신·편입학한 학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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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6. 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3. 8.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4. 29)

제2조(경과조치) 제18조 1항 및 제58조 1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4. 9. 7)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④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5. 10. 12)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①항 2호, 3호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3조 ①항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 3.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8.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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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8.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09학년도 이

전 입학자가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8조 ②항은 2010년 1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⑦항은 2011학년도 외국인 신ㆍ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11학년도 이

전 입학자가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조, 제17조, 제53조 1항 4호 및 3항, 제58조 1항 3호는 2012년 1학

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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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 ③항, ④항은 2014학년도 재적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①항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③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6조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2회 12학점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53조 ①항 2호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⑦항은 2014학년도

2학기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70조는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

동으로 인하여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재적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년 9월 1일 개정 시행 전의 제36조(성적포기)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대 12학점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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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10항 및 11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의 4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제26조 ⑤항, 제38조의 1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⑤항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①항 2호 및 제54조 ①항 3호는 2018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유예조치로 2017학년도 이전 졸업필수 요건인 교양선택 영역별 필수 이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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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않는다.(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26조, 제36조, 제56조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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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 및 대상 범위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 및

대상범위

사회봉사 교과목

교직 교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과교육 등)

캡스톤디자인 인정 교과목

외국인학생 및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

현장실습 및 교외실습 교과목

외부기관 초청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되는 사업단 교과목

교양영어 교과목

그 밖에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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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호 사 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1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입원치료, 법정전염병또는등교
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5 징병검사또는징소집(복무기간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6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단대체육대회
등) 또는교외행사에학교대표자격으
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학생취업처장의 승인 서류

7 교육실습, 현장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8
취업[7학기 이상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전제로한인턴/연수/교

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채용 전제 관련 확인서

9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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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

    1. 교육과정의 구성
    2. 교육과정의 편성
    3. 학부(과)별 교육목표
    4. 학부(과)



1. 교육과정의 구성
가.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

나.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1) 교양필수 : 우리대학의 고유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는 교양교과목

2) 교양선택 :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양교과목

다. 전공교과목은 학과 또는 학부(전공)의 전문학술연구에 필요한 교과목을 말하며,

전공선택으로 편성한다. 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전공필수로 편성한다.

라.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마. 일반선택교과목은 교양교과목·전공교과목을 제외하고 선택 이수한 교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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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의 편성
가. 교양교육과정

1) 편성방향

① 전인교육, 조화로운 인격 함양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자유민주시민 육성

을 위해 다양하고 균형있는 교과목을 편성한다.

② 전공 학문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목을 적절하게 편성함

으로써 전공과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③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외국어

교육과 정보화교육을 강화한다.

2) 편성내용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그 편성은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은 모집단위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편성하며 이수학점은 최

소 2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교양과목은 크게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고,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은

다시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④ 교양필수는 대학의 교육목적을 구현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이

라고 판단되는 과목으로 편성하고, 모든 학생들은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양 교육과정은 3개 영역(신인재기초, 신인재중점, 신인재균형)으로 나누

어 편성한다.

⑤ 교양선택은 7개 영역(대학특성화, 의사소통,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기술과학,

예술/체육, 자기설계)으로 나누어 편성하며,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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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과목 최소 이수학점표

영역 분야 이수기준 최소학점

신인재
기초

(진의)
사고와 표현

국어영역: 2개 교과, 양 학기 필수이수 4학점 / 2과목

외국어영역:동일외국어 2개교과목필수이수 4학점 / 2과목

(창의)
창의적문제해결

2개 교과 필수이수 영역 4학점 / 2과목

(열의)
리더십∙진로

(리더십) KIUM리더십 2학점 / 1과목

(진로) 1학년 또는 4학년 진로교과목 중 택1 2학점 / 1과목

신인재중점 대학 특성화 과목 4학점 / 2과목

신인재
균형

대학특성화

최소 4개 영역 1개 교과목 필수 이수

2학점 / 1과목

의사소통 2학점 / 1과목

인문학 2학점 / 1과목

사회과학 2학점 / 1과목

자연/
기술과학

2학점 / 1과목

예술/체육 2학점 / 1과목

자기설계 2학점 / 1과목

자유교양
• 일부 학과의 계열기초 영역
•재정지원사업또는대학의정책적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교과목

총 계 34학점/ 17과목

나. 전공교육과정

1) 편성방향

① 학부(과)의 교육목표와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습자 특성·산업사회의 요구·학문적

특성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편성한다.

③ 사회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④ 저학년에 기초(개론)과목을, 고학년에는 심화응용과목을 편성하되 학년․

학기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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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성내용

① 학부(과)별로 비공학계열(120학점) 전공은 70학점, 공학계열(126학점) 전

공은 75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단 트랙제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학부(과)에

서는 트랙별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편성이 가능하다.

② 학부(과)별 편성학점은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년간 36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③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전공필수로 편성하며, 그 외 교과목은 전공선택으

로 편성한다.

④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실습의 경우 30

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그 편성은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⑤ 전공과목은 단일전공, 심화과정,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자기설계

전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⑥ 교과내용에 따른 정확한 교과목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부(과)별로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⑦ 교과목의 명칭은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

사용을 피한다.

⑧ 선수와 후수를 필요로 하는 동일 교과목의 번호는 로마자 표기법으로 한다.

예）한글 ： 유기화학Ⅰ, 유기화학Ⅱ

영문 ： Engineering MathematicsⅠ, Engineering MathematicsⅡ

3) 최소전공인정 학점표

단일
전공

심화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자기설계

전공

54/58
학점

66/70
학점

36(42)
학점

21(54/58)
학점

36(42)
학점

*( )안은 소속 학부(과) 전공임
*5년제는 단일전공 90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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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양 및 전공과목 편성 및 이수기준

구 분 편성 기준 비 고

교양

교양필수 20학점

교양선택 7개 영역 중
4개 영역 필수 이수

대학특성화, 의사소통, 인문학, 사회과
학, 자연/기술과학, 예술/체육, 자기설계

전공

비공학계열
(120학점) 70학점 이내

캡스톤디자인(전공필수) 포함
공학계열
(126학점) 75학점 이내

전공트랙 6학점 이내 트랙별 6학점 이내 추가 개설

교직과정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전공선택으로 추가 편성

연간 편성학점 36학점 이내

<2020학년도 교육과정 편성기준>

구 분 이수 기준 비 고

졸업학점 비공학계열 120학점
공학계열 126학점 5년제는 160학점

교양필수 20학점

교양선택 7개 영역 중
4개 영역(8학점)필수 이수

교양합계 최소 28학점 이상 이수

전공

단일전공 54/58학점 이상 5년제는 90학점

심화전공 66/70학점 이상

복수전공
연계전공

주전공 42학점 이상
복수(연계)전공 36학점 이상

부전공 주전공 54/58학점 이상
부전공 21학점 이상

자기설계전공 주전공 42학점 이상
자기설계전공 36학점 이상 36학점은 자기설계전공

<2020학년도 교육과정 이수기준>

라. 이수원칙

1) 편성방향

- 졸업이수학점은 비공학계열 120학점, 공학계열 12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5년제 교육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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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과목 이수학점

① 교양과목의 이수는 교양교육과정 전체편성표를 따른다.

② 교양과목은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최소 2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전공과목 이수학점

① 단일전공

㉮ 소속된 학과의 전공(제1전공)만을 이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단일전공 이수학점은 54/58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5년제 교육과정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심화과정

㉮ 소속된 학과의 전공학점을 55/70학점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복수전공․연계전공

㉮ 소속학부(과)의 전공 이외에 적성에 맞는 학부(과) 전공 또는 둘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을 선택하여 2개의 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 소속학부(과)의 전공 42학점 이상,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36학점 이상을

최소전공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소속학부(과) 교과목이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이수할 수 없다.

④ 부전공

㉮ 소속학부(과)의 전공 외의 적성에 맞는 학부(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 소속학부(과)의 전공 54/58학점 이상, 부전공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자기설계전공

㉮ 소속학부(과)의 전공 이외에 관심과 삶의 목표에 따라 교내 타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기설계전공 방식을 말한다.

㉯ 소속학부(과)의 전공 42학점 이상, 자기설계전공 36학점 이상)을 최소전공학

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4) 기타

- 학점취득 특별시험제 및 계절학기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마. 교직교육과정

1) 편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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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 학과(전공)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 취득과정으로 교원자격 검정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학부(과)에서 재학 중

동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교직과목 이수학점

- 교직과목 22학점(교육실습 포함)이상과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

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졸업최저요구학점(60학점)

충족)이상 이수하고, 표시과목이 공업계열인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

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직과목 교과과정표

영 역 과 목 명 학점 개설
학년

개설
학기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2 1

6과목
12학점

교육심리 2 2 1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2

교육사회 2 3 1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3 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3 2

교육과정 2 3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 1 4주 이상

60시간 이상교육봉사활동 2 4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 개론 2 2 2

6학점 이상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2 2

교직실무 2 4 1

소 계 22

교과교육
영역

교과교육론 3 4 1
전공선택
으로 개설교과교재 및 연구법 2 4 2

교과논리 및 논술 3 4 2

산업체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 (2) 4주 이상

합 계 30(32)

※ 공업계 표시과목 : 기계, 재료, 화공, 섬유, 건설, 전기, 전자, 통신
※ 교과교육영역의 교과목은 해당 영역별로 각각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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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전체편성표
구 분 영 역 교 과 목 구분

신인재
기초

(진의)
사고와표현

창의적사고와 글쓰기, 비판적사고력과 의사소통,

영어말하기Ⅰ, 영어말하기Ⅱ
필수

(창의)
창의적문제해결

어드벤처디자인, 유쾌한코딩 필수

(열의)
리더십·진로

KIUM리더십

[신인재의진로찾기, 취업실무전략] 中택1
필수

신인재
중점

스마트융합
[사례로보는빅데이터, IoT가바꾸는 세상,인공지능의이해]中택1

[빅데이터와 정보시각화, 클라우드 이해와 응용] 中택1
필수

신인재
균형

대학특성화

자율주행Ⅰ, 자율주행Ⅱ

스마트콘텐츠미디어Ⅰ, 스마트콘텐츠미디어Ⅱ

스마트웰니스Ⅰ, 스마트웰니스Ⅱ

소프트웨어융합Ⅰ, 소프트웨어융합Ⅱ

택1

의사소통

영어읽기와 쓰기, Topic으로 보는 영어, 기초일본어,

일본어회화, 기초중국어, 중국어회화, 명언으로

배우는 실용한문, 공감과 프레젠테이션

택1

인문학

인물로 보는 한국사, 사건으로 보는 한국사,

서양역사와 문화, 동아시아역사와 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문학의 이해, 즐거운 철학이야기,

고전으로 읽는 세상, 세계문화여행, 당신의 삶을

위한 철학의 에피소드, 사회봉사

택1

사회과학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사례로 배우는 생활법률,

대학생이 알기쉬운 경제상식, 공학과 창업경영,

인간생활과 토지, 퍼스널브랜딩과 마케팅,

부모교육과 가족관계, 인간심리와 감정치유

택1

자연/
기술과학

생활속의 물리, 우주로의 여행, 생활속의 수학이야기,

통계로 읽는 세상, 생명과학의 세계, 생활속의

방사선, 뇌과학이야기, 우리생활의 드론, 인간과

로봇의 공존, 문화로 읽는 건축이야기, 보안과 해커,

여성과 건강, 인체질병과 건강한 삶, 식탁의 혁명,

미생물과의 공존, 인간과 환경오염, 재난과 안전,

스마트한 도시설계, 자동차의 진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활속 나노기술

택1

예술/체육
사진으로 세상읽기, 웰빙과 웰다잉, 영화이야기,

만화의 이해, 패션과 개성연출, 감성사회와 디자인,
택1



189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현황

명화속의 미술이야기, 생활속의 호신술, 스포츠와

리더십, 패션과 색채, 뷰티디자인, 문화콘텐츠로

세상읽기, 음악의 이해

자기설계
자기설계교양Ⅰ, 자기설계교양Ⅱ, 자기설계교양Ⅲ,

자기설계교양Ⅳ, 자기설계교양Ⅴ
택1

자유
교양

계열기초
기초수학, 공학수학, 선형대수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 일반화학실험

필요시

윤리 생명윤리, 과학기술자윤리, 사이버윤리

재정지원
사업

신기술트렌드와 벤처창업, 행복한 삶과 가족, 1인

미디어콘텐츠제작과 창업, 5G와 스마트콘텐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웹툰과

스마트콘텐츠, IT창업과 특허기술, 대구경북의

이해, 경산의 문화와 산업, 국제사회와 정치,

민주주의와 선거,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창업, 스타트업투자 재무전략, 실용금융,

직업의 세계와 진로설계, 캠퍼스 스타트업,

영유아발달, SpecialTopicClass2

대학 학부(과) 전공 트랙

후지오네
칼리지 자율전공학부

SMART
엔지니어링
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설계전공

자동차융합시스템전공

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

자율로봇공학과

전자공학과 실무소프트웨어트랙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공학전공

AI소프트웨어전공

사이버보안전공

SMART
인프라
대학

토목공학과
도시재생공학트랙
건설방재공학트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

건축공학전공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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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대학 학부(과) 전공 트랙

공간정보전공

소방방재학과

철도학부
철도차량운전전공

철도운전시스템전공

전기공학과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수소연료전지트랙

SMART
라이프
대학

사진영상학부

아트트랙
커머셜트랙
익스페리멘탈미디어트
랙
어플라이드이미지트랙

영상콘텐츠제작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만화·웹툰트랙
애니메이션·VFX트랙
게임콘텐츠트랙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체육복지전공

스포츠학과

K-뷰티화장품산업학부
뷰티케어전공

화장품산업전공

항공서비스학과

식품개발학과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미래융합
대학

스마트산업학부
스마트자동차전공
스마트팩토리전공

ICT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빅데이터응용전공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패션디자인전공

평생교육컨설팅학과 뷰티화장품산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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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과)별 교육목표
대학 학부(과)

교육

이념
교육목표

S

M

A

R

T

엔

지

니

어

링

대

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진의 - 기계공학에 필요한 기초공학이론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창의

-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기술과 첨단공학도구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 산업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 다양한문제들을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융합적 사고를 갖는 인재양성

열의 - 지식·정보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본소양과 협동 능력,
윤리의식 및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 양성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시스템
설계전공)

진의 - 기계설계분야의 공학이론을 이해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기초설계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창의

- 컴퓨터를 활용한 기계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하여
기계·IT융합실무기술과공학도구활용능력을갖춘인재양성
- 산업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 다양한문제들을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융합적 사고를 갖는 인재양성

열의 - 직업윤리 의식과 엔지니어의 기본소양 및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 양성

기계자동차학부
(자동차융합
시스템전공)

진의 - 미래형자동차공학에필요한기계·IT 융합기초공학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창의

- 미래형자동차공학관련시스템설계를위해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미래형자동기술에필요한기계공학과 IT공학의실무기술과

첨단공학도구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열의 - 엔지니어로서갖추어야할기본소양, 협동능력, 윤리의식
및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 양성

기계자동차학부
(자율주행
모빌리티학과)

진의 -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초 공학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창의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설계를 위한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전문 일력 양성

열의 - 직업윤리 의식과 엔지니어의 기본소양 및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 양성

기계자동차학부
(자율로봇공학과)

진의 - 전통적 로봇기술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창의 -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설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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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대학 학부(과)
교육

이념
교육목표

- 미래 로봇기술에 필요한 자율주행 실무 기술과
첨단 공학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열의 - 공학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전자공학과

진의 -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인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전자공학 전문 인력 양성

창의 - 전자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전자공학 전문 일력 양성

열의
- 산학 협력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경
쟁력 강화 및 지역 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전자공학 전문 인력 양성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진의 - 현장 적응력이 강한 실무형 ICT 전문가 양성

창의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열의 - 전인적인 소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소통능력을 갖춘
사회인 양성

컴퓨터사이언스학부
(AI소프트웨어전공)

진의 - 현장 적응력이 강한 실무형 ICT 전문가 양성

창의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열의 - 전인적인 소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소통능력을 갖춘
사회인 양성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사이버보안전공)

진의 - 현장 적응력이 강한 실무형 ICT 전문가 양성

창의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열의 - 전인적인 소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소통능력을 갖춘
사회인 양성

S

M

A

R

T

인

프

라

토목공학과

진의

-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
회기반시설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로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정의로운 시민의식과 글로벌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기술과 인성 함양

창의

- 21세기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기후
변화의 시대에 맟추어 공학적 창의력과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인문사회적 소양과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인재 양성

열의
-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도전하고 열정을 가진 전문
토목기술인으로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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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과)
교육

이념
교육목표

대

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진의

- 인간, 자연, 환경을 경외하는 전인적인 품성 개발
및 건축물의 공간성·안전성·지속가능성·스마트
성능(spatial·safe·sustainable·smart)을 추구하는 국가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인재 양성

창의
- 건축의 예술성을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건축가
양성하며 특화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실무형 건축전문가를 양성

열의
- 건축문화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정신

함양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소양과 감각
및 협동능력을 지닌 전문적 건축 인재 양성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진의
- 건축물의 공간성·안전성·지속가능성·스마트 성능
(spatial·smart·sustainable·smart)을 추구하는 국가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건축 인재 양성

창의
- 건축공학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물 성능 및
생산과정과 관련된 공학적·기술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창의적인 건축 엔지니어 양성

열의
- 건축물의 고도화 및 대형화에 따른 건축기술 개발과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소양과
감각 및 협동능력을 지닌 전문적인 건축 인재 양성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

진의 - 올바른 국토관을 함양한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 국제화에 걸맞는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창의 - 현장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 정보기술 처리능력을 갖춘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열의 -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국토정보학부
(공간정보전공)

진의 - 전공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계발에
노력하는 지성인 양성

창의 - 실무중심, 실력중심의 첨단 공간정보 융복합기술
전문가 양성

열의 - 국토공간과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하는 전문가 양성

소방방재학과

진의 -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첨단 소방방재
시스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

창의

- 지역 내에서는 유일하게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
석․박사과정을 개설 및 운영
- 소방산업체 재직자 및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체특별편입반(야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상호간의 인적네트워크 및 상호협력체제 구축

열의 - 전국 최다의 소방공무원 배출, 소방설비기사/소방기
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교육사 국내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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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대학 학부(과)
교육

이념
교육목표

합격률, 소방설비기사 100% 합격, 미국 및 일본 유학을
통한 소방분야 고급인력 양성,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등의 선진소방학문 습득

철도학부

진의
- 철도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참된 인성을 가진
특화된 인재 양성

창의

- 21세기 교통·물류의 핵심인 철도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철도기관사의 자질을 갖추고,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IT,
물류정보화 및 SCM/물류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 양성

열의

- 철도 기관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과정과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주도적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

전기공학과

진의 -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한 현장적응능력을 갖춘
공학지식인 양성

창의 - 공학적 해결능력과 창의적 설계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열의 - 도덕적 책임의식과 국제적 협력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진의 - 환경 및 대체에너지분야의 교육으로 청정생산기술을
습득하는 생명친화적인 기술인 양성

창의 - 화학공학의 기초 및 심화교과목을 통해 실제 제조
공정에 대한 응용력 함양

열의 - 설계 및 공정관련 교과목을 통해 효율적인 장비제
작과 플랜트 디자인이 가능한 화공인 양성 교육목표

화학공학부
(에너지공학전공)

진의 - 에너지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그린
에너지 인력 양성

창의 - 에너지 환경 정책을 추진할 전문 인력 양성

열의 - 산업변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에너지
인력 양성

S

M

A

R

T

라

이

프

사진영상학부

진의 - 세계화 따른 다양한 문화 이해와 미적인 감성교육
및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를 위한 예술교육

창의 - 사진과 영상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창조적인 전문인 양성

열의 - 사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을 가진 인력 양성

영상콘텐츠
제작학과

진의 - 열정적으로 도전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주체성 확립

창의 - 영상제작산업에서 창의적인 전문제작자로의 능력배양

열의 - 상생을 염두에 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품성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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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과)
교육

이념
교육목표

대

학

만화애니
메이션 학과

진의 - 기술 중심의 시대에서 인간중심의 관점을 제시하는
교육체계 완성

창의 -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를 이끌어 갈 실무바탕의 창의적
인재 양성

열의 - 창작에서 부딪히는 난관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끈기와
열의 배양

디지털미디어
디자인학과

진의
- 21세기 인간의 삶과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이너, 통찰력 있는 국제적 역량, 다학
제적 융합 역량을 갖춘 디자이너 양성

창의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창의적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 21세기 디자인 전문지식과 실용 기술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실무인재 양성열의

간호학과

진의 - 돌봄의 가치를 기반으로 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간호사 양성

창의 -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전문인력 양성

열의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인류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 국제적 수준의 간호인력 양성

응급구조학과

진의
- 정보화시대,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더
불어 진정한 생명존중과 인간 사랑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현장 리더 양성

창의
-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진의를 바탕으로

응급현장과 같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포함한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된 교육과정 운영

열의 - 병원 및 소방서 실습을 통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탁월한 전문 응급구조사 양성

상담심리학과

진의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식을 함양
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질 향상

창의
-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급속한 변화로 겪는 심리적·
정신적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역량 강화

열의
- 인간 발달과정의 중요한 부분인 인간심리와 행동을
측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과 실습 능력 배양

경찰행정학과

진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진의
적이고 열의적 행정전문인의 양성

창의 - 정보화와국제화및지방자치시대에필요한창의적행정
인의 양성

열의 - 행정이론과 행정실무와의 조화능력이 향상



196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대학 학부(과)
교육

이념
교육목표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진의
- 민주사회의질서를존중하는건전한시민의식함양을 통
한 참된 인재양성으로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양성

창의
- 사회복지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능력을갖추고개인과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적 사회복지사 양성

열의
- 사회복지현장과의밀접한연계를통한양질의실습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전공)

진의 - 노인체육 및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역량과 실기능력을
고루 겸비한 인재 양성

창의

- 노인체육현장에 필요한 실무능력과 사회적 흐름에 부합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

- 다변화하는사회에서한발앞서나갈수있는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 양성

열의 - 사회적 약자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체육지도자 양성

스포츠학과

진의
- 스포츠의세계화, 정보화, 산업화, 과학화에발맞추어, 급
변하는 스포츠 산업 및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덕체를
갖춘 전인적 스포츠 교육 전문가 양성

창의

- 스포츠과학 이론과 다양한 실기 및 실습 프로그램,
직무체험 및 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가진 창조적 전문 인력 양성

열의

-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지역·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맞춤형 운동처방, 재활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요법을
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지역사회및국가에기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K-뷰티화장품
산업학부

진의 - 뷰티화장품산업의 안전과 서비스, 인성을 책임지는 교
양 있는 전문 인재 양성

창의
- 뷰티화장품산업 서비스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전문 인재 양성

열의 - 뷰티화장품산업 서비스분야 종사자로서 모든 부분에
열정을 다하는 전문 인재 양성

항공서비스학과

진의 - 항공분야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인성 및 감성지
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창의
- 서비스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열의
- 서비스분야 종사자로서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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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과)
교육

이념
교육목표

식품개발학과

진의 - 식품과학기술발달과건강지향적가치관의변화에대응
하는 식품산업 융합 인재 양성

창의
- 식품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현장의 제
반 문제점을 이해, 분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열의 -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조‧공급하여 국민건강 향상
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진의 -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문경영인을 양성

창의
- 급변하는 경제, 사회, 기술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지식기반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 서는 전문 경영
인력을 양성

열의
- 글로벌환경하에서도전의장벽을뛰어넘어미래를새롭
게 열어 나가는 Future Maker이자 책임감 있는 리더를
양성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진의 - 전공 관련 전문 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통상 전문가 양성

창의 - 현장 실무 중심의 학습을 통한 인재 양성

열의 - 통상 환경의변화에 대응할수있으며, 통상 관련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기

업

인

재

대

학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진의 - 기업이 신뢰하는 인성과 교양을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

창의 - 기업체 현장실무적용 능력이 탁월한 전문 인력 양성

열의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공정개선
및 R&D 기획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전력
인프라학과

진의 - 전력인프라 기업이 신뢰하는 인성과 교양을 겸비
한 전문인 양성

창의 - 전력인프라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감리
제어부분 리더 양성

열의 - 세계 시장을 무대로 도약하는 최고 수준의 전력
인프라 전문인 양성

스마트푸드
테크학과

진의 - 식품강소기업이 신뢰하는 인성과 교양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

창의 - 스마트식품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 및 푸
드테크 분야 리더 양성

열의 - 세계 시장을 무대로 도약하는 최고 수준의 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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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과)
교육

이념
교육목표

미

래

융

합

대

학

스마트산업학부

진의 - ICT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지식인
양성

창의 - 현장 실무중심의 창의적 융합 설계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열의 - 도덕적 책임의식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ICT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진의 -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전문 경영인 양성

창의 - 변하는 경영 상황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경영인 양성

열의 - 스마트환경에서 ICT기술을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ICT경영학부
(빅데이터응용전공)

진의 - 빅데이터가 지니는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국가와 사
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창의 -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취급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운
영에 필요한 ICT기반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트렌
드 조사 및 분석이 가능하고 데이터기반 문제해결 역량
을 갖춘 전문가 양성

열의

원자력에너지
융합학과

진의 - 원자력과 ICT지식기반 에너지 실무 기술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창의 -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원자력 에너지 전
문 인재 양성

열의
-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고품질
전기에너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융합
기술 전문가 양성

평생교육
컨설팅학과

진의

- 소통과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생애 전 분야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수설계
를 위한 전문 지식과 태도를 갖춘 전인적인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창의
- 변화하는 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교육 환
경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데에 앞장설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열의
- 실천하는 교육전문가로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하고, 도전의 장벽을 뛰어넘어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4. 학부(과)
■ 기 계 자 동 차 학 부 ■

1) 개 황

기계자동차학부는 1963년 우리 대학을 설립하면서부터 약 10,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한 전통과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해 왔으며,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계공학전공, 자동차․IT융

합전공, 전산기계설계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기계자동차학부는 학부 지원사업인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주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NURI)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분야 중심학부로 선정되었고, 2007년 지식경제부 주관

자동차부품 지역혁신센터(RIC), 2008년 노동부 주관 권역별 직업중심대학(HRD), 2011년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2014년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인 기계‧IT융합

자동차부품 인력양성사업단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 최소 수준의

기계‧자동차분야의 교육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완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 적응능력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 전국 산업계관점 기계자동차 분야 최우수학부에 선정되었다.

기계자동차공학은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자동차산업분야에서 생산

및 설계공학, 재료 및 파괴, 동역학 및 제어, 고체 및 구조해석, 열 및 유체공학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분야이다. 최근 첨단 IT 기술과 융합되어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이며, 실용성을 추구하는 기술로써, 이는 우리 대학에서 추구하는

실무교육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적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역학 관련 교과목과 종합적 학문분야인 설계와 생산을

균형 있게 교육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1, 2학년에서

교양교과목과 기초전공과목을 이수한 후 3학년에서 기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설계전공,

자동차융합시스템전공의 심화된 교과목을 4학년까지 이수하게 된다. 전공분야를 성공적으

로 이수한 학생은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공작기계, 자동화 설비, 항공기,

에너지(발전), 제조산업, 건설기계, 방위산업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기계자동차학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첨단정보화·글로

벌화 하는 이 시대 산업사회의 요구와 접목하여 실천함으로써, 기계‧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전문기술 인력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 과학지식에

바탕을 둔 기계‧자동차공학 기술은 미래 세계를 열어 가는 열쇠가 되고, 이 세상을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인류문명을 발전시킬 창조의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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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목표

기계자동차분야 실무교육으로 평생기술자 양성

3) 교육방침

①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② 기계자동차공학의 기초 이론을 충실히 교육하며 실험·실습을 강화한다.

③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④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전공소개

기계공학전공

① 기계공학에 필요한 기초공학 지식 및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교육

② 기계공학 관련 문제를 공식화하여 해결하고, 요구되는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개발

③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기술과 첨단공학도구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④ 특성화 교과목: 유압공학, 제어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열유체시스템설계,

CAD/CAM

자동차융합시스템전공

① 자동차공학에 필요한 탄탄한 기초 공학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

② 자동차 기술과 IT 기술의 융합을 위한 폭넓은 지식과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

③ 미래 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실제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④ 특성화 교과목: 자동차전기전자, 차체섀시, 자동차동역학해석, 자동차전자제어, 자동

차종합설계

기계시스템설계전공

①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 엔지니어 양성

②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설계의 응용 능력 함양

③ 공학적 문제 해결능력과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④ 특성화 교과목 : 기계요소설계, 정밀공작법, 전산응용최적설계, 전산응용수치해석,

컴퓨터응용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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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o 기계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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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동차융합시스템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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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계시스템설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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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해설

E040260,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3-3-0

구조공학의 기본이 되는 재료에 대한 역학을 다룬다. 이를 위한 기초로써, 봉 부재와

보 부재를 중심으로 재료의 역학적 거동인 인장, 압축과 전단 등의 힘에 대해 배우고,

힘의 합성과 분해, 단면의 성질 등 역학을 응용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다룬다.

E040261, 재료역학Ⅰ(Mechanics of MaterialsⅠ), 2-2-0

기계요소 및 각 부재에 작용하는 인장, 압축, 비틀림 하중에 의한 응력․ 변형률 관계를

수학적 논리를 근거로 하여 해석하고, 여러 가지 보(beam)의 외력과 반력의 상관관계

및 보속의 응력에 관한 해석과 이에 따른 평면응력의 좌표변환, 모어의 응력원 등 부재의

역학적 해석의 기본능력을 배양한다.

E040262, 재료역학Ⅱ(Mechanics of MaterialsⅡ), 2-2-0

재료역학Ⅰ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근거로 보(beam)의 응력분포에 관한 일반식,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선도, 처짐 각, 처짐 량 등 보의 변형에 관한 해법을 습득하고, 기둥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한다. 이와 같은 재료에 대한 역학의 기본이론을 체계화함으로써

기계요소설계 및 기계응용설계의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E040310, 창의적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2-1-2

기계자동차학부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성의 개념과 창의적 사고과정을 교육하

고, 창의성에 바탕하여 도출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형상화하고 설계하여 간단한 재료와

도구로 제작하게 해 봄으로서 향후 접하게 될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종합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

E060040, 기계요소설계(Machine Element Design), 3-3-0

기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부품들의 구조 및 기능을 파악하고, 기구학, 정역학, 동역학

및 재료역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역학적 해석을 하고 강도설계를 하며, 이를 통하여 배양된

설계방법과 과정을 여타의 기계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060041, 기계요소설계I(Machine Element Design I), 3-3-0

기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부품들의 구조 및 기능을 파악하고, 기구학, 정역학, 동역학

및 재료역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역학적 해석을 하고 강도설계를 하며, 이를 통하여 배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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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방법과 과정을 여타의 기계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060042, 기계요소설계Ⅱ(Machine Element Design Ⅱ), 3-3-0

기계요소설계Ⅰ에서 학습한 기본지식을 근거로 기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부품들의

구조 및 기능을 심화 학습하고, 기구학, 동역학, 정역학, 재료역학 및 윤활공학 등의 이론을

도입하여 역학적 해석을 하고 강도설계를 하며, 이를 통하여 배양된 설계방법과 과정을

일반적인 기계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060050, 기계재료(Mechanical Materials), 3-3-0

기계의 올바른 재료선정을 위하여 금속의 결정구조, 결정면, 결정방향, 합금의 구조, 금속재

료의 조직 및 결함검사 등을 익힌다. 또한 기계적 성질과 시험법, 철강의 제조법, 순철,

탄소강의 조직, 성질, 용도, 강의 열처리, 특수강의 용도, 특성 등을 이해한다. 각종 주철․합

금, 비금속재료의 특성과 설계 시 재료 선정조건을 이해시킨다.

E060180, 자동차재료(Automotive Materials), 2-2-0

자동차설계 시 올바른 재료선정을 위하여 금속의 결정구조, 결정면, 결정방향, 합금의

구조, 금속재료의 조직 및 결함검사 등을 익힌다. 또한 기계적 성질과 시험법, 철강의

제조법, 순철, 탄소강의 조직, 성질, 용도, 강의 열처리, 특수강의 용도, 특성 등을 이해한다.

각종 주철․합금, 비금속재료의 특성과 자동차설계 시 재료 선정조건을 이해시킨다.

E060070, 기계진동(Mechanical Vibration), 2-2-0

높은 생산성을 위한 고속화 및 초정밀 가공이나 운전조건 유지를 위한 정밀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기계설계를 위해서는 진동해석이 설계단계에서 선행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진동계의 기본요소, 운동방정식, 고유진동수, 감쇠 및 비감쇠 진동, 자유 및 강제진동,

다자유도계, 연속체의 진동 및 비선형 진동을 다룬다.

E062340, 진동공학(Vibration Engineering), 2-2-0

높은 생산성을 위한 고속화 및 초정밀 가공이나 운전조건 유지를 위한 정밀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구조설계를 위해서는 진동공학이 설계단계에서 선행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진동계의 기본요소, 운동방정식, 고유진동수, 감쇠 및 비감쇠 진동, 자유 및 강제진동,

다자유도계, 연속체의 진동 및 비선형 진동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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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0110, 열역학(Thermodynamics), 3-3-0

열역학의 기본개념, 순수물질의 성질, 열과 일, 밀폐시스템과 개방시스템에서 열역학

제1법칙 및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이상기체의 상태변화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파악하

여, 열공학 관련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E060111, 열역학Ⅰ(ThermodynamicsⅠ), 2-2-0

열역학의 기본개념, 순수물질의 성질, 열과 일, 밀폐시스템과 개방시스템에서 열역학

제1법칙 및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이상기체의 상태변화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파악하

여, 열공학 관련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E060112, 열역학Ⅱ(ThermodynamicsⅡ), 2-2-0

열역학(Ⅰ)에서 습득한 기본개념을 기초로 하여, 증기동력 사이클, 냉동 사이클, 압축기

사이클, 열역학 관계식, 기체의 혼합, 가용에너지 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열 시스템

설계 및 공학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60120, 열전달(Heat Transfer), 3-3-0

물체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전도, 강제대

류, 자연대류, 복사열전달 및 열교환기 설계 등에 대한 기본이론과 각종 해석기법을 습득하

고, 열 및 물질전달에 대한 공학적 응용력을 배양한다.

E063280, 열전달시스템설계(Design for Heat Transfer System), 2-2-0

물체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동을 이용하여 전도, 대류, 복사 등에

대한 기본 이론과 응용 방법을 습득하여 복사열전달 및 열교환기 설계 등 다양한 열전달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교육한다.

E060140, 유체역학(Fluid mechanics), 3-3-0

유체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개념, 유체 정역학, 유체 운동학, 운동량 원리, 유체유동에

대한 기본개념과 기본방정식의 이해 및 해석방법을 습득하여, 유체공학 관련분야의 문제해

결 능력을 배양한다.

E060141, 유체역학Ⅰ(Fluid mechanics Ⅰ), 2-2-0

유체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개념, 유체 정역학, 유체 운동학, 운동량 원리, 유체유동에

대한 기본개념과 기본방정식의 이해 및 해석방법을 습득하여, 유체공학 관련분야의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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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능력을 배양한다.

E060142, 유체역학Ⅱ(Fluid Mechanics Ⅱ), 2-2-0

유체역학(Ⅰ)에서 배운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점성유체의 유동, 관로내의 유동, 경계층

이론, 항력과 양력, 차원해석과 상사법칙, 압축성 유동, 유체계측법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유체시스템 의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E060200, 자동차진동소음(Automotive Vibration and Noise), 2-2-0

강건한 자동차설계를 위해서는 자동차진동소음해석이 설계단계에서 선행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진동계의 운동방정식, 고유진동수, 직선운동과 회전운동계의 비교, Shock Absor

ber 및 자동차 각종 방진 및 흡음재들의 특성을 학습한다.

E061040, 동역학(Dynamics), 3-3-0

공학의 중요지식인 역학의 기초적 법칙을 이해하고, 질점 및 강체의 운동 및 운동역학,

뉴턴역학, 일과에너지, 힘과가속도, 충격량과 운동량, 강체의 평면운동학 과 운동역학

등을 벡터적인 풀이와 해석적인 풀이를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동적으로 기계들의 안전설

계에 대한 기본원리와 응용을 학습한다.

E061650, 유압공학(Fluid Power System), 3-3-0

압력이 가해진 유체(유압작동유, 공기)를 사용하여 동력의 발생, 전달, 제어를 다루는

기술 분야이며, 유압펌프, 유압제어밸브, 유압액추에이터의 구조, 작동 원리 및 유압회로의

설계를 다룬다.

E061920, 자동차구조해석(Automotive Structural Analysis), 2-2-0

자동차부품 구조설계를 위한 전처리과정, 후처리과정, 해석과정 등 유한요소해석의 기본

절차를 이해하고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응력해석, 열전달해석, 좌굴해석,

모달해석, 접촉해석 등 구조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해석방법에 대하여 기초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E060400, 자동차전기전자(Automotive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2-2-0

자동차공학과 IT공학 교과목을 융합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반교과목으

로 IT공학 기초지식을 배양하고 IT 비전공자들이 IT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IT공학의 주요 기본 개념 소개 및 IT기술의 자동차 분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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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62720, 센서및계측공학(Sensor & Data Acquisition), 3-3-0

현대의 기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더 정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계의 정밀기술과 자동화 기술은 계측기술 및 센싱기술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다양한

센서의 구조 및 원리를 학습하고 가능한 많은 사진과 그림, 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E060021, 기계공학실험I(Mechanical Experiment I), 2-1-2

기계공학 분야의 재료실험과 소음진동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분야의 핵심적 내용을

실험실습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60022, 기계공학실험II(Mechanical Experiment II), 2-1-2

기계공학 분야의 열·유체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분야의 핵심적 내용을 실험실습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63460, 자동차동역학해석(Automotive Dynamics Analysis), 2-2-0

자동차동역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특히 현가장치의

구조 및 치수변화에 따른 자동차동역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물체동역학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주행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아울러 동역학의 기초가 되는 기구학을 학습한다.

E063330, 기구동역학해석(Mechanical Dynamics Analysis), 2-2-0

기구동역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특히 현가장치의 구조

및 치수변화에 따른 기구동역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물체동역학을 학습하고 아울러

동역학의 기초가 되는 기구학을 학습한다.

E078000, 컴퓨터응용기구설계(Computational Applied Kinematics), 2-2-0

기구설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특히 현가장치의 구조

및 치수변화에 따른 컴퓨터응용기구설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물체동역학을 학습하고

아울러 동역학의 기초가 되는 기구설계를 학습한다.

E062770, 자동차생산공학(Automobile Manufacturing), 2-2-0

주조, 금속성형공정, 용접, 절삭 등의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공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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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 또한 자동차부품의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공정을 중심으로, 미래 제조기술인 3D 프린팅 기술 등 최신기술을 기존의 생산

공정에 접목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62780, 고효율내연기관(High Efficient Combustion Engine), 3-3-0

고효율 친환경 내연기관의 작동원리와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엔진 기술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가솔린엔진의 주요 유해 가스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삼원촉매 기술, 디젤엔진의

유해 배출물의 종류와 최신 배기가스 처리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엔진 내부에서

배기가스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신연소 기술을 다루게 된다.

E060310, 열유체시스템설계(Heat and Fluid System Design), 3-3-0

증기압축 냉동사이클, 압축기, 열교환기, 열펌프 등에 대한 기초이론 및 응용기술을 다룬다.

유체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의 효율적인 변환 방법, 터보 형 펌프, 각종 수차, 용적 형

펌프와 같은 수력기계와 송풍기, 압축기 등의 작동원리의 이해 및 관련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유체를 다루는 기계 장치의 구성, 이론적 원리, 작동방법 등을 다룬다.

E063140, 차체섀시(Body and Chassis), 3-3-0

자동차의 성능, 동력전달장치, 차축, 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각각의 요소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신 개념의 자동차인 대체연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동력전달장치 등에 대해 교육한다.

E062860, 자동차부품시험실습(Automotive Component Experiment and Practice), 2-1-2

자동차의 설계 및 제조 그리고 성능확보를 위한 다양한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강도시험, 진동시험 및 다양한 계측기를 이용한

데이터의 획득과 분석을 통하여 설계기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62110, 자동차전자제어실습(Automotive Control), 2-2-0

자동차의 전자화 추세에 따라 자동차에 적용된 전자제어 요소들을 파악하고 자동차의

각종 장치들의 전자제어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이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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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2870, 자동차전자제어실습(Automotive Control Practices), 1-0-2

자동차의 전자화 추세에 따라 자동차에 적용된 전자제어 요소들을 파악하고 자동차의

각종 장치들의 전자제어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E062890, 자동차열유동해석(Automotiv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2-2-0

상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동차부품 및 기계시스템의 열유동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링 및 해석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자동차 부품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교육한다.

E063310, CAE응용(Applied Computational Analysis Engineering), 2-2-0

CATIA를 통한 자동차부품의 설계 후 설계된 형상 정보로부터 CAE를 연계하여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통합 설계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기계/자동차부품의

사용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형상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최적설계의

기본이론 및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E063400, CAE응용해석(Applied Computational Analysis Engineering), 2-2-0

CATIA를 통한 자동차부품의 설계 후 설계된 형상 정보로부터 CAE를 연계하여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통합 설계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기계/자동차부품의

사용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형상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최적설계의

기본이론 및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E063200, 자동차종합설계Ⅰ(Automobile Design and FabricationⅠ), 1-0-1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기대회 수준의 자동차를 조별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작하여 자동차공

학 관련 지식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단계에서 주행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E063210, 자동차종합설계Ⅱ(Automobile Design and Fabrication Ⅱ), 2-0-2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기대회 수준의 자동차를 조별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작하여 자동차공

학 관련 지식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단계에서 주행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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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3220, 자동차종합설계Ⅲ(Automobile Design and Fabrication Ⅲ), 2-0-2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기대회 수준의 자동차를 조별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작하여 자동차공

학 관련 지식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단계에서 주행시험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E070730,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3-3-0

제어공학의 이해와 제어기 설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제어시스템 개요 및 시스템 모델링,

제어시스템 동특성 해석, 시스템 안정성, 제어시스템 설계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E076700,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Micro processor), 2-1-2

본 교과목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본 내부 구조는 물론 동작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며, 메모리, 입출력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학습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시스템의 설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E110100, CAD(Computer Aided Design), 2-1-2

정밀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작도 및 모델링 방법, CAD시스템

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 모듈의 개발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E111010, 3차원CAD(Three Dimensional Computer Aided Design), 2-2-0

3차원 구조물의 설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Part design, surface modeling방법 등을

3D CAD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기계제도의

기본 지식을 활용하여 3차원 도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E110810, CAD/CAM(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3-3-0

컴퓨터를 활용한 형상설계를 기반으로 NC 프로그래밍, 3차원 프린팅을 통한 제조공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NC 및 3차원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된 제품의

실물 제조를 실습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70300, 디지털시스템(Digital system), 3-3-0

오늘날 정보화 시대는 기존의 아나로그 신호에서 모든 정보를 0과 1로 표현하는 디지털

신호로 전환되면서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의 체계와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의 이진수 표현 방법, 부울대수의 정리와 연산, 기타 논리기술, 논리 게이트

동작원리, 디지털 회로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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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0050,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3-3-0

수학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사적인 수치 해를 구하는 방법들, 즉 고차방정식의

근 및 선형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법, 근사식 및 보간법, 수치적인 미분과 적분,

상미분방정식 및 편미분 방정식 등의 수치해법을 다룬다.

E063430, 전산응용수치해석(Applied Computational Numerical Analysis), 3-3-0

수학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사적인 수치 해를 구하는 방법들, 즉 고차방정식의

근 및 선형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법, 근사식 및 보간법, 수치적인 미분과 적분,

상미분방정식 및 편미분 방정식 등의 컴퓨터응용수치해법을 다룬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2-0-2

공학이론과 실험실습이 조화를 이루며, 복합적인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수행해가면서 현장에서 요구하

는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즉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

prototype 개발 및 전략 수립 기법 등을 익힐 수 있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 2-0-2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 prototype 개발 및 전략 수립 기법

등을 습득하여, 산업 현장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계공학의 각종 원리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계공학 원리들의 종합적인 응용을 통해

설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060010, 기계공작법(Machine Tooling), 2-2-0

주조, 금속성형공정, 용접, 절삭 등의 기계요소 부품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공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 또한 기계 부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공정을 중심으로, 미래 제조기술인 3D 프린팅 기술 등 최신기술을 기존의 생산

공정에 접목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63390, 기계제도및가공실습(Mechanical Drawing and Manufacturing Practice), 2-1-2

본 교과의 학습을 통하여 제도 규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계부품을 도면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고, 도면 작성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한다.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를 선택하는

기술과 재료를 표현하는 기호와 관련된 지식, 기계 가공면의 거칠기의 표현방법 등을

학습하고 실제 가공실습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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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3860, 전기전자개론(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3-3-0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 교과목을 융합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반교과

목으로 전기전자공학 기초지식을 배양하고 전기전자 비전공자들이 전기전자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전자공학의 주요 기본 개념 소개

및 전기전자 공학기술의 기계공학 분야 응용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77980, 전산유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2-1-2

상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계 부품 및 시스템의 유체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링

및 해석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기계 부품 및 시스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교육한다.

E060210, 정밀공작법(Precision Manufacturing), 3-3-0

공작기계의 절삭모델 및 구성 등을 통하여 공작기계의 운전 및 관리 등의 지식을 습득하여

생산관지자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공작기계나 자동화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E063420, 전산응용최적설계(Applied Computational Optimal Design), 2-1-2

기계 부품 및 시스템의 형상 정보로부터 CAE를 연계하여 최적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통합 설계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기계/자동차부품의 사용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형상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최적설계의 기본이론

및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E077950, 마이크로프로세서제어설계(Control Design of Micro Processor), 2-1-2

본 교과목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본 내부 구조는 물론 동작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며, 메모리, 입출력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학습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시스템의 설계와 제어설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E063450, 자동차구동시스템(Automotive Driving System), 3-3-0

자동차의 구동시스템과 동력전달장치 등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각각의 요소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신 개념의 자동차인

대체연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구동시스템과 동력

전달장치 등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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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3440, IT융합실습(Mechanical & IT Experiment), 2-0-2

스마트자동차 부품설계를 위한 기초지식을 실습을 통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하고자 안드로이

드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스마트자동차 차량주행제어를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실무적

으로 학습하고 기계공학 분야의 재료실험, 소음진동실험, 열·유체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분야의 핵심적 내용을 실험실습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70300, 디지털시스템(Digital system), 2-2-0

모든 정보를 0과 1로 표현하는 디지털 신호 시스템의 체계와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의 이진수 표현 방법, 부울대수의 정리와 연산, 기타 논리기술, 논리 게이트 동작원리,

디지털 회로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E062620, NC가공(Numerical Control Manufacturing), 3-2-2

컴퓨터를 활용한 형상설계를 기반으로 NC 프로그래밍, 3D 프린팅을 통한 제조공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NC 및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된 제품의

실물 제조를 실습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자 율 주 행 모 빌 리 티 학 과 ■

1) 개 황

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는 2020년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 신생 학과이다. 경일대

학교에서는 2018년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면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당해 12월에 국내 대학 5번째, 초소형 전기차 기반 국내 최초로 국토부

자율주행 임시면허를 취득하였다.

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는 기계자동차학부에 속해있으며 기계자동차 관련 역학 지식과

자율주행을 위한 SW 지식을 융합한 엔지니어 양성에 목적이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의

주력 기술분야로 자율주행 차량이 손꼽히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하

고 있다. 이것은 자율주행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 지역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향후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기반 사업으로 기업의 재편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본 학과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해당 기업들에 진출하여 4차산업혁명에

맞는 기업 구조로 재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교육목표

기계공학 기반 자율주행 SW 전문기술공학도 양성

3) 교육방침

① 교수, 학생간의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② 공학 기초 이론을 충실히 교육하며 실험․실습을 강화한다.

③ 자율주행 실차 기반으로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④ 긴밀한 산학협동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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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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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해설

E078490, 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Autonomous Vehicle System), 3-3-0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과 기본구성 등에 대해 다룬다. 인지/판단/제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자율주행 레벨에 대한 정의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난재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E040260,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3-3-0

구조공학의 기본이 되는 재료에 대한 역학을 다룬다. 이를 위한 기초로써, 봉 부재와

보 부재를 중심으로 재료의 역학적 거동인 인장, 압축과 전단 등의 힘에 대해 배우고,

힘의 합성과 분해, 단면의 성질 등 역학을 응용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다룬다.

E060110, 열역학(Thermodynamics), 3-3-0

열역학의 기본개념, 순수물질의 성질, 열과 일, 밀폐시스템과 개방시스템에서 열역학

제1법칙 및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이상기체의 상태변화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파악하

여, 열공학 관련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E070891, C프로그래밍Ⅰ(C programmingⅠ), 3-2-2

본 교과목은 C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과 컴파일 및 디버깅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실습해본다. 또한 본인이 구상한 기능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하고 논리적인 오류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E060400, 자동차전기전자 (Vehicle Electronics), 3-3-0

자동차의 다양한 전자장치의 원리와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차량 자세 제어 장치인 ESC

및 전자식 조향장치 MDPS 에 대해 다루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인 ADAS의 다양한

기능과 원리를 이해한다.

E060140, 유체역학(Fluid mechanics), 3-3-0

유체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개념, 유체 정역학, 유체 운동학, 운동량 원리, 유체유동에

대한 기본개념과 기본방정식의 이해 및 해석방법을 습득하여, 유체공학 관련분야의 문제해

결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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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1040, 동역학(Dynamics), 3-3-0

공학의 중요지식인 역학의 기초적 법칙을 이해하고, 질점 및 강체의 운동 및 운동역학,

뉴턴역학, 일과에너지, 힘과가속도, 충격량과 운동량, 강체의 평면운동학 과 운동역학

등을 벡터적인 풀이와 해석적인 풀이를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동적으로 기계들의 안전설

계에 대한 기본원리와 응용을 학습한다.

E070860, 회로이론(Circuit Analysis), 3-3-0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에 대한 기본 이해와 분석 능력을 배양 한다. R-L-C 회로에 대해서

분석하고 원하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학습 한다. 기본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며

회로를 최적화 하는 능력을 기른다.

E070892, C프로그래밍Ⅱ(C programmingⅡ), 3-2-2

본 교과목은 C언어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기본

thread를 사용하여 CAN 데이터를 취득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해당 과목을 통해 자율주행 실차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을

완료 한다.

E062720, 센서및계측(sensor & Data acquisition), 3-3-0

현대의 기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더 정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계의 정밀기술과 자동화 기술은 계측기술 및 센싱기술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다양한

센서의 구조 및 원리를 학습하고 필터링을 통해 실제 센서 취득값을 분석하는 방법에대해

논의한다.

E040310, 창의적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2-1-2

기계자동차학부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성의 개념과 창의적 사고과정을 교육하

고, 창의성에 바탕하여 도출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형상화하고 설계하여 간단한 재료와

도구로 제작하게 해 봄으로서 향후 접하게 될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종합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

E070730,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3-3-0

제어공학의 이해와 제어기 설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제어시스템 개요 및 시스템 모델링,

제어시스템 동특성 해석, 시스템 안정성, 제어시스템 설계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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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0100, CAD(Computer Aieded Design), 2-1-2

정밀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작도 및 모델링 방법, CAD시스템

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 모듈의 개발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E063140, 차체섀시(Vehicle Chassis), 2-2-0

자동차의 성능, 동력전달장치, 차축, 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등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각각의 요소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신 개념의 자동차인 대체연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동력전달장치 등에 대해 교육한다.

E078470, 자동차동역학CAE(Automotive Cax), 3-2-2

CATIA를 통한 자동차부품의 설계 후 설계된 형상 정보로부터 CAE를 연계하여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통합 설계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사용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형상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최적설계의

기본이론 및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E078540, 자율주행프로그래밍(Autonomous Driving Programming), 3-2-2

C언어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센서 데이터 취득 및 해당

데이터 필터링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 한다. 실차 기반으로

다양한 예제를 통해 실무를 익힌다.

N010050,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3-3-0

수학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사적인 수치 해를 구하는 방법들, 즉 고차방정식의

근 및 선형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법, 근사식 및 보간법, 수치적인 미분과 적분,

상미분방정식 및 편미분 방정식 등의 수치해법을 다룬다.

E111010, 3차원CAD(3D-CAD), 2-1-2

3차원 구조물의 설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Part design, surface modeling방법 등을

3D-CAD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기계제도의

기본 지식을 활용하여 2차원 도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E063450, 자동차구동시스템(Vehicle Control System), 3-3-0

자율주행 차량의 종횡방향 제어를 위한 기본적인 구동 시스템에 대해 다룬다. 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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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를 위한 가속도 제어기와 횡방향 제어를 위한 조향 제어기를 설계하고 분석한다.

횡방향 제어를 위한 이탈각, 이탈거리, 목표점에 대해서 학습한다.

E078480, 자율주행센서 (Autonomous Vehicle Sensors), 3-2-2

자율주행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에 대해 학습한다. 카메라

센서 기반으로 딥러닝을 통한 객체 인지 및 분별을 수행한다.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멀티레이어 정보를 처리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E078550, 차량네트워크(Vehicle networks), 2-2-0

차량에서 주로 사용되는 CAN에 대한 개요와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한다. CAN 통신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장비에 대해서도 다룬다. 실차에서

CAN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예제를 다룬다.

E078510, 자율주행차종합설계Ⅰ(Autonomous Vehicle DesignⅠ), 2-0-2

자율주행차량을 설계하기 위한 과목이다. 팀별로 구상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센서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디자인 한다. 기계공학적인 지식과 SW 기술을

융합하여 자율주행 차량 또는 모빌리티를 개발한다.

E078500, 자율주행차량제어(Autonomous Vehicle Control). 3-3-0

자율주행 차량의 종횡방향 제어를 위한 심도있는 내용을 학습한다. 다양한 제어기에

대해 학습하고 gain 튜닝 방법에 대해 다룬다. 곡률에 따른 차량 종횡제어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E078460, 인공지능개요및실습(Artificial Intelligence), 3-2-2

최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 학습하고 YOLO 구조를 통해 주행 상황에서

의 차량, 보행자 등을 인지하고 분류해본다. 본 과목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078520, 자율주행차종합설계Ⅱ(Autonomous Vehicle DesignⅡ), 2-0-2

자율주행차량을 설계하기 위한 과목이다. 팀별로 구상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센서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디자인 한다. 기계공학적인 지식과 SW 기술을

융합하여 자율주행 차량 또는 모빌리티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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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450, 스마트모빌리티(Smart Mobility), 3-3-0

차세대 스마트 시티에서 없어서는 안될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해 학습한다. 자율주행

셔틀, 통합 관제, Infra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본인이 상상하는 스마트 시티의 모습에 대해

구상해본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이슈도 함께 논의한다.

E078530, 자율주행표준화(Autonomous Driving Standard), 3-3-0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표준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표준화 문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학습하고 아직 표준화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 한다.

E076700,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Micro Processor Design), 2-1-2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 가전제품, 휴대폰, 산업용 로봇과 최근에는 자동차의 전자화

흐름에 따라 기계분야에서도 그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본 내부 구조와 동작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며,아두이노 기반으로

원하는 기능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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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율 로 봇 공 학 과 ■

1) 개 황

로봇은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관련 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자동화를 위하여

로봇의 활용은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 및 장애인 복지분야를 비롯하여 우주 및

항공산업을 위한 지능형 로봇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로봇산업은 우리나라

및 대구·경북의 현재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어 취업 가능한 업체가

매우 다양하며, 로봇산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로봇응용산업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다.

본 학과는 시대적 추세에 적극 적응하기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지역연

고산업진흥(RIS)사업,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사업, IT전공역량강화(NEXT) 사업, 대학

산학협동교육 지원사업(I-ACE), 기계·IT융합 자동차부품 전문인력양성사업(CK-I), 산학

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수요지향적 교육 시스템, 첨단의 실험실습 환경 등 로봇응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본 학과는 학생들의 취업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

멘토링(교수-학생-산업체전문가)을 통한 실무프로젝트 수행, 학생 관찰 및 상담시스템을

통한 개인 및 그룹별 학생지도를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합리적 사고와 직업 윤리관의 배양에도 힘을 기울여 보다 성실하고 유능한 전문

기술인 및 연구인을 양성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2) 교육목표

-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한 기초 공학지식 배양

- 공학적 해결능력과 창의적 설계능력 배양

- 산학연계 실무교육을 통한 현장적응능력 배양

- 도덕적 책임의식과 국제적 협력 능력 배양

3) 교육방침

- 전문분야의기초이론들을체계적으로습득하고, 실험교육을통하여실질적응용지식을

넓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 교육한다.

- 기초전공을 바탕으로산업체응용분야의전문적교육을통해능동적이고창의적인고급

기술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산업체와연계된교육과정의운영을통해고급기술인으로서의실무적응 능력을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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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어학능력습득을강화하고, 각종정보취득및분석능력을배양하여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 교수와학생간의정기적대화기회를마련하여상호, 신뢰감을높이며인성교육에도힘을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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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선 로봇공학개론 로봇하드웨어설계 2 2 0 전선 창의적공학설계 로봇소프트웨어개발 2 1 2

소계 2 2 0 2 1 2

전선 회로이론(★)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3 3 0 전선 전자회로(★)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3 3 0

전선 전기전자일반(★)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3 3 0 전선 C++프로그래밍 전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 2 1 2

전선 C프로그래밍 전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 2 1 2 전선 기구학 기계시스템설계 2 2 0

전선 로봇CAD 기계시스템설계 2 1 2 전선 디지털시스템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3 3 0

전선 로봇수학기초 자동제어시스템설계 2 2 0 전선 로봇수학 자동제어시스템설계 2 2 0

전선 로봇전자실험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2 1 2

소계 12 10 4 14 12 4

전선 디지털회로설계(★)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개발 3 2 2 전선 로봇비전 로봇소프트웨어개발 3 2 2

전선 마이크로프로세서(★) 자동제어시스템설계 3 3 0 전선 임베디드시스템실습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3 2 2

전선 동역학 기계시스템설계 3 3 0 전선 로봇운동학 로봇기구개발 3 3 0

전선 제어공학 자동제어시스템설계 3 3 0 전선 로봇제어공학 자동제어시스템설계 3 3 0

전선 신호및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설계 3 3 0 전선 로봇센서공학 로봇하드웨어설계 3 3 0

전선 IoT센서실험 로봇하드웨어설계 2 1 2 전선 공학실무연구 로봇하드웨어설계 1 1 0

소계 17 15 4 16 14 4

전필 캡스톤디자인 로봇하드웨어설계 3 0 3 전선 객체인식 로봇소프트웨어개발 2 2 0

전선 인공지능기반제어 로봇소프트웨어개발 2 1 2 전선 지능로봇공학 로봇하드웨어설계 2 2 0

전선 통신이론(★) 정보통신기기하드웨어개발 3 3 0

전선 공업교육론(★) 중등교육 3 3 0

소계 11 7 5 4 4 0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자율로봇공학과 전공명 :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4

NCS 세분류 학점 

1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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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E070350, 로봇공학개론(Introduction to Robotics), 2-2-0

로봇 시스템의 분류, 로봇산업의 현황, 로봇과 자동화, 로봇구조 동작원리, 제어장치,

제어 알고리즘, 계측원리, 및 로봇의 기구학적 해석 능력을 익히며, 로봇이 생산현장과

인간사회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E040310, 창의적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2-1-2

본 강좌는 창의적 종합설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공학도로서의 자세와 기본 자질을 터득

한다. 또한 최근 산업계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설계경향과 각종 설계이론을 결합시켜

공학도들이 개인 또는 팀으로서 설계활동을 이해하고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설계과

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에 관련된 실습을 수행한다.

E070860, 회로이론(Circuit Theory), 3-3-0

기초적인 전기회로의 해석을 위해 기본 회로소자의 특성과 오옴의 법칙, 키리히호프의

법칙, 마디 및 망회로 해석기법, 전원 변화기법, 테브난의 정리, 노턴의 정리, 중첩의

정리 등을 익히며, RLC회로의 시간응답을 구하기 위한 해석 방법 및 동작특성을 배운다.

E077280, 전기전자일반(Outlin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3-3-0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반도체소자의 기본이 되는 원자의 구조,

반도체소자의 구조와 동작원리, 반도체로 구성되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의 동작원리

및 응용회로, 증폭기회로의 종류 및 대신호 모형,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등을 다룬다.

E070890, C프로그래밍(C Programming), 2-1-2

C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초 지식 및 전산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익혀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기초 과정이다. C언어의 기본문법을 익히고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적용 예를 분석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습득을 목표로 한다.

E071060, 로봇CAD(Robot CAD), 2-1-2

3차원 구조물의 설계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Part Desing, Surface Modeling 방법

등을 3D CAD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기계 제도의 기본

지식을 익힌다. 이론적 기본 지식을 활용하여 2차원 도면 화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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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9130, 로봇수학기초(Mathematics Fundamentals for Robotics), 2-2-0

로봇제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학이 필요하다. 로봇수학

기초에서는 로봇공학도가 필요로 하는 미분방정식 표현, 1차 미분방정식의 해, 행렬 등의

기본법칙을 다룬다.

E070720, 전자회로(Electronic Circuits), 3-3-0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반도체소자의 기본이 되는 원자의 구조,

반도체소자의 구조와 동작원리, 반도체로 구성되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의 동작원리

및 응용회로, 증폭기회로의 종류 및 대신호 모형,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등을 다룬다.

E070880, C++프로그래밍(C++ Programming), 2-1-2

객체지향개념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반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습하고 숙지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본 교과목에서는 객체지향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분명하게 하며 대중적인 객체지향

시스템들(언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E060080, 기구학(Kinematics), 2-2-0

본 교과목의 수업목표는 로봇구조물과 관련된 각종 기구의 운동을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숙지하고 기구의

운동 해석을 위한 위치 및 변위해석, 속도해석 그리고 가속도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E070300, 디지털시스템(Digital System), 3-3-0

디지털 회로의 해석 및 구조설계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논리회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수의 진법과 이진연산, Bool 대수, 조합 논리, 순서

논리, 플립플롭, 간략화, 회로의 동기와 비동기구조, 레지스터 및 카운터설계 등을 배운다.

E079120, 로봇수학(Mathematics for Robotics), 2-2-0

로봇의 제어기 설계에 널리 사용되는 위상평면, 안정도, 미분방정식의 급수해, 직교함수,

Laplace 변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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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9140, 로봇전자실험(Experiment for Robot Electronics), 2-1-2

기본적 계측기인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등의 사용법과 전류, 전압, 전력 등 전자공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리량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며, 주로 수동소자인 저항, 인턱터,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회로이론의 기본원리를 실험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E070340, 디지털회로설계(Digital Circuit Design), 3-2-2

하드웨어 설계언어인 VHDL을 이용하여 각종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및 합성(Synthesis) 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합성으로 얻어진 회로를

EPLD나 FPGA 칩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거대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E070370,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s), 3-3-0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마이크로컴퓨터 구조 및 구성 요소, 내부 레지스터, 프로세서 timing과

control, 메모리, 명령어, 프로그래밍, I/O 및 주변 장치 연결 등에 대해 배우며, 이를

통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E061040, 동역학(Dynamics), 3-3-0

동역학은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질점 및 강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동 현상 그 자체인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을 고찰하는 운동학(Kinematics)과 운동을

유발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운동역학(Kinetics)을 취급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로봇 기구부에 대한 동역학적 해석을 통해 실무적 설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070730,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3-3-0

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먼저 실제의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수학적으로 표현된 간단한 시스템에 대하여 시간응답과 주파수 응답에

대해 배운다. 마지막으로 제어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안정도, 감도, 외란, 정상편차,

과도응답 등에 대해 학습한다.

E072720, 신호및시스템(Signal and System), 3-3-0

로봇에 사용되는 다양한 센서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며, 이는

신호의 정의,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특성,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처리,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처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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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9090, IoT센서실험(Experiment for IoT Sensor), 2-1-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온도, 조도, 연기 등의 다양한 센서를 제어하는 방법을

실습하며, 나아가 Wi-Fi기반의 IoT 환경을 구축하여 원격으로 센서값을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통하여 IoT 환경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E071880, 로봇비전(Robot Vision), 3-2-2

영상획득 장치를 사용하여 디지털형태로 저장된 정지 및 동영상에 대한 신호처리이론

및 실습을 학습한다. 디지털영상의 획득 방법과 획득 영상 신호의 여러 변환방식, 영상신호

의 압축, 복원, 분할 및 분석 등의 영상처리의 기본적 내용을 주 학습내용으로 다룬다.

E076580, 임베디드시스템실습(Experiment for Embedded System) 3-2-2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 가전제품, 휴대폰, 산업용 로봇과 최근에는 자동차의 전자화

흐름에 따라 기계분야에서도 그 활용도는 매우 높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활용하여 모터제

어, 센서값 처리 등의 특정한 기능을 목적하는 임베디드시스템을 제작 및 프로그래밍

실습을 목표로 한다.

E077800, 로봇운동학(Robot Kinematics), 3-3-0

기구학 및 동역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로봇 제어에 필요한 본 로봇 기구부에

대한 동역학적 해석을 통해 실무적 설계 능력을 학습한다.

E077030, 로봇제어공학(Robot Control Engineering), 3-3-0

제어공학에 연속되는 교과목으로서 제어계의 해석과 설계에 관한 방법을 취급한다. 주

내용으로서 계통의 안정도 판별법, 근궤적법에 의한 계통 해석과 설계, 그리고 주파수응답

법에 의한 계통 해석과 설계 등을 배운 후 로봇제어 시스템의 구성과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079110, 로봇센서공학(Robot Sensor Engineering), 3-3-0

로봇에는 다양한 센서 기술이 적용된다. 센서기술은 로봇제어 및 자동화기술의 핵심으로,

정밀한 계측은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및 제어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강의에서는

다학문·복합기술적 배경을 가진 센서 기술을 이해하고, 센서 측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및 응용 회로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9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E044030, 공학실무연구(Research in Engineering Practice), 1-1-0

공학은 인간 삶을 윤택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문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교과목은 문제 발굴 및 문제 분석 기법을 알아보고, 일상에서 문제를

발굴하는 연습을 수행한다.

S090270,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0-3

4학년생을 위한 capstone design 교과목으로서,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이용한

종합적인 설계 프로젝트를 지도교수 지도하에 수행한다.

E079150, 인공지능기반제어(Control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2-1-2

인공지능은 필기인식, 사물 인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본 교과목은 인공지능의 기초와 강화학습을 이용한 제어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70820, 통신이론(Communication Theory), 3-3-0

본 교과목에서는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분석을 위한 Fourier 변환과 그 성질을 이해하

고,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의 변복조 이론에 대해 배운다. 그 외 통신의 원리, 신호해석,

선형시스템,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 변조, 대역확산 통신 등을 다룬다.

E079100, 객체인식(Object Recognition), 2-2-0

로봇비전에서 학습한 영상처리를 기법을 응용하여, 이미지 또는 비디오 상의 사물을

식별하는 객체인식은 기법에 대해서 배운다. 특히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객체인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E074810, 지능로봇공학(Intelligent Robotics), 2-2-0

인간화의 컴퓨터를 위한 사고, 판단의 기본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기본을 익힌다. 퍼지제어, 신경망 이론 등의 원리 및 로봇시스템으로의 응용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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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공 학 과 ■

1) 개 황

본 학과는 국내 최대 산업인 전자산업의 미래형 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75년 창설 이래로 4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대구/경북 지역 내 전자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자공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맞춘 실무 능력을 갖춘 전임교수진과

약 5천명의 졸업생이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전자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교육체계를 제공해 왔으며 2020년부터

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관련 교과목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본 기술로 여겨지는 IoT,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전자공학과는 2014년부터 대규모 국책사업(CK-I/LINC/LINC+/산학맞춤

인력양성사업) 등을 유치하여 학과 개설 이래 가장 많은 교육인프라, 교육프로그램 및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실무인력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중 단일학과(부)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국책 사업비를 유치하여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자체 사업비를 토대로 장학금, 교육장비, 실무교육프로그램, 인성/취업 캠프,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 이외에도 학생자치 프로그램, 2개의 전공 동아리, 학과연구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 양성을 전 교수진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는

다시 한 번 거듭나 전자산업 및 4차 산업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로 나아가겠습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학문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미래 산업사회의 최첨단

학문분야이다. 미래 IT산업을 주도할 전자공학분야는 임베디드하드웨어, 임베디드소프트

웨어, 통신, 반도체, 센서공학, 시스템제어, 컴퓨터 네트워크, 자동차IT 등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있다. 전자공학과의 세부적인 교육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

① 공학도로서의 기초 공학이론을 확립

② 실험 및 설계를 통하여 실용수준의 실무능력 배양

③ 현장 적응력을 갖춘 특성화된 전문기술인 능력 배양

④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윤리관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교양 있는 기술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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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침

① 산학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고급 연구 인력을 배양한다.

② 기본 이론을 충실히 하며 실험․실습 병행수업을 강화한다.

③ 각 분야 및 능력에 따른 그룹별 지도를 활성화 한다.

④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과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장 적응능력을 배가

시킨다.

⑤ 교수와학생간의유대관계를강화하여상호신뢰감을높이며인성교육에힘을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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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선 전기전자일반(★)
전기기기설계, 전자부품
생산, 전자제품생산

3 3 전선 공학설계입문
SW아키텍처, 인베디드
SW엔지니어링, UI/UX엔

2 1 2

전선 디지털시스템(★)
전자부품설계, 전자부품
하드웨어개발

3 3

소계 3 3 0 5 4 2

전선 회로이론Ⅰ(★)
전기기기설계, 전자부품
생산, 전자제품생산

2 2 전선 회로이론Ⅱ(★)
전기기기설계, 전자부품
생산, 전자제품생산

2 2

전선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설계, 전자부품
생산, 전자제품생산

1 2 전선 디지털신호처리
전자부품기구개발, 전자
응용기기기구개발

3 3

전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설계, 전자부품
생산, 전자제품생산

3 3 전선 전기자기학응용
전기기기설계, 전자부품
생산, 전자제품생산

2 2

전선 디지털회로설계(★)
전자제품생산,전자부품
생산,전자부품하드웨어

3 2 2 전선 임베디드하드웨어
전자부품하드웨어개발,
전자부품소프트웨어개

3 2 2

전선 C프로그래밍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
어개발,전자응용기기소

3 2 2 전선 공업수학 응용SW엔지니어링 3 3

소계 12 9 6 13 12 2

전선 전자회로Ⅰ(★)
반도체개발, 전자부품하
드웨어개발

2 2 전선 전자회로Ⅱ(★)
반도체개발, 전자부품하
드웨어개발

2 2

전선 전자회로실험Ⅰ
반도체개발, 전자부품하
드웨어개발

1 2 전선 전자회로실험Ⅱ
반도체개발, 전자부품하
드웨어개발

1 2

전선 통신이론(★) 무선통신시스템구축 3 3 전선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SW아키텍쳐

3 2 2

전선 반도체공학(★)
반도체개발, 디스플레이
개발

3 3 전선 디지털통신(★)
무선통신망구축, 네트워
크구축

3 3

전선 C++프로그래밍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
어개발,전자응용기기소

3 2 2 전선 윈도즈프로그래밍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
어개발,전자응용기기소

3 2 2

전선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부품하드웨어개발,
전자응용기기하드웨어

3 2 2

소계 15 12 6 12 9 6

전필 캡스톤디자인
SW아키텍처, 인베디드
SW엔지니어링, UI/UX엔

3 3 전선 IoT네트워크
무선통신시스템구축, 이
동통신서비스

3 3

전선 디지털영상처리 지상파TV방송 3 3 전선 디스플레이공학
반도체개발, 디스플레이
개발, 디스플레이생산,

3 3

전선 센서공학
반도체개발, 전자부품하
드웨어개발, 전자부품기

3 3

전선 공업교육론(★) 3 3

소계 12 9 3 6 6 0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교양학점계 : 0 학점

전공필수 : 3 학점 전공선택 : 75 학점 전공학점계 : 78 학점

총학점 : 78 학점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전자공학과 전공명 :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4

NCS 세분류 학점 

1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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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무소프트웨어트랙

시수

이론 실습

3 1 전선 C++프로그래밍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전
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응용

3 2 2

3 2 전선 윈도즈프로그래밍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전
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응용

3 2 2

3 2 전선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전
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응용

3 2 2

소계 9 6 6

4 1 전선 모바일프로그래밍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전
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응용

3 2 2

4 2 전선 인공지능딥러닝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개발,전
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응용

3 3 0

소계 6 5 2

합계 15 11 8

2020학년도 트랙제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전자공학과

트랙명 : 실무소프트웨어 트랙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트랙 기본

교과목

(교육과정표에
편성된 교과목)

편 성 학 점

트랙 심화
교과목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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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E077280 전기전자일반 (Introduction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3-3-0

본 교과목에서는 전기전자공학의 입문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와 기본적인 전기/전자공학에

사용되는 개별소자를 설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의 현황과 미래의 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킨다.

E040860 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of Engineering Design) 2-1-2

본 교과목에서는 공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습득하

고, 공학도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자질/권리/의무를 배우며, 의사전달 방법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익혀 창의적인 설계를 해봄으로써 공학설계의 기초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E070300 디지털시스템 (Digital System) 3-3-0

이진수로 이루어진 디지털신호는 컴퓨터신호처리의 기본으로 사용되어 각종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디지털시대의 핵심인 디지털기초이론과

실습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응용 기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기초교과목이다.

E070861 회로이론 I (AC Circuit Theory I) 2-2-0

전자공학의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다. 전하, 전류 등 기본적인 전기량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익히고 옴의 법칙을 비롯한 각종 정리와 법칙을 직류 전기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취급한다.

E077210 전기회로실습 (Electrical Circuit Laboratory) 1-0-2

전자공학의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다. 전하, 전류 등 기본적인 전기량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익히고 옴의 법칙을 비롯한 각종 정리와 법칙을 직류 전기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취급한다.

E070640 전기자기학 (Electromagnetics) 3-3-0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한 학문으로 전기, 전자, 정보통신 및 제어공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으며, 전기나 자기의 제현상에 관한 물리적이면서

수학적인 면을 강조한 학문으로 벡터 해석, 진공중에서 전하사이의 힘, 전계의 정의,

경계조건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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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0340 디지털회로설계 (Digital Circuit Design) 3-2-2

현재 하드웨어 설계 분야에서 시스템 메모리 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HDL을

이용한 ASIC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실정이다 . 본 교과목에서는현재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VHDL을 이용한 ASIC 을 설계 방법을 학습하여 실제 디지털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070890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2-2

C언어는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하드웨어 제어도 가능하며 다양한 공학 분야의 실무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다. 본 교과목에서는 C언어와 친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그림과 각종 강의 자료를 통해 기초 개념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0708625 회로이론 II (AC Circuit Theory II) 2-2-0

직류 전기에이어교류전기를취급한다. 저항, 용량기및 유도기그리고변성기등회로소자를

대상으로 리액턴스 및 임피던스의 개념과 계산법을 익힌다. 또한 공진회로의 개념과

응용 분야를 취급한다.

E070330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3-0

디지털신호처리는 샘플링 된 신호 또는 디지털 데이터 들를 처리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 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각종 정보의 처리 및 가공, 그리고 저장 및 통신 등에 이용

된다. 이 교과목은 이러한 이론과 지식들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최신

디지털 신호처리 장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E0738304 전기자기학응용 (Applied Electromagnetics) 2-2-0

전자기학 응용은 이동통신과 무선통신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전기와 자기 및 전파

등의 물리적인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기초 과목인 전자기학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탐구와 개념 확립 및 공학도로서 응용하며, 전자자기 현상들을 다루며, 전파에 대한 기본적인

시변 전자계와 Maxwell 방정식 및 평면파 등을 다룬다.

E073340 임베디드하드웨어 (Embedded Hardware) 3-2-2

임베디드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예로서 스마트 폰을 대상으로 하드웨어 구성, 펌웨어

구성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특히 스마트 폰의 임베디드

하드웨어 리소스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도 동시에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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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0010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3-0

본 교과목에서는 전자공학의 해석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복소함수, 벡터 및 유수의

정리 등을 다루고, 전자공학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미분방정식을 유도하고

풀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070721 전자회로 I (Electronic Circuits I) 2-2-0

본 교과목은 전자,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1,2학년 학생들에게 필수교과이다. 전자기술자들의

대부분은 전자회로의 이용자들이고 극히 일부만 회로제작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물리는 간락하게 취급한다. 이 교과목의 주요초점은 회로의 모델링, 동작 및 분석, 그리고

그 응용설계이다.

E074601 전자회로실험I (Electronic Circuits I Experiment) 1-0-2

전자회로 이론 교과목에서 습득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들 소자를 이용한 각종 회로의 동작 상태를 실험한다.

E070820 통신이론 (Communication Theory) 3-3-0

신호해석 및 푸리에 변환과 스펙트럼 분석방법을 기초로 하여 AM, FM, PM 등 실제

통신 방식에 관한 이론과 시스템 분석을 하고, PCM 통신 방식, 다중통신방식 등의 이론적

분석 및 그 응용방법에 대해 배운다.

E070390 반도체공학 (Semiconductor Engineering) 3-3-0

본 교과목은 반도체가 어떤 물리적 특성과 전도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학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사회를 혁신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공학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소자의 기본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한다.

E070880 C++프로그래밍 (C++ Programing) 3-2-2

C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기반으로 객체, 클래스, 상속, 연산자 중복, 함수 중복, 템플릿과

예외처리 등의 객체지향언어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여, MFC를 학습하기 위한 기본 바탕을

학습한다.

E070370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3-2-2

정보통신 및 임베디드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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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언어를 학습하며, 각종 제어기, 네트워킹 및 임베디드시

스템을 운용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E070722 전자회로 II (Electronic Circuits II) 2-2-0

전자회로I에서 취급한 다이오드와 BJT의 특성 해석에 이어서, BJT를 이용한 다단증폭기

및 전력증폭기를 해석한다. 그리고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중요 능동소자인 FET의 개요와

이를 이용한 증폭회로를 해석한다. 또 연산증폭기의 구성 및 특성 그리고 응용회로를

해석한다.

E074602, 전자회로실험 II (Electronic Circuit Experiment II) 1-0-2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SCR, UJT 등의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확인하고, 정류회로, 증폭회로

및 연산증폭기회로의 실험을 통하여 이론적 학습을 보충하고 실무능력의 배양을 도모한다.

E073250 임베디드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 3-2-2

임베디드 전자제품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들의 구성,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하드웨어 구동 방법, 리소스 관리 및 활용 방법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E071770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 3-3-0

디지털 통신에 관한 시스템과 구성요소들에 관하여 배운다. 먼저 디지털 통신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살펴본 후, 정보이론, 신호의 포맷팅과 기저대역 전송 및 부호화, 변복조

이론, 대역확산시스템 등에 대해 배운다.

E072990 윈도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3-2-2

MFC 개발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기술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특히 응용단계에서는 상용 윈도우즈 응용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법까지

학습한다.

S090270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0-3

전자공학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이해하고,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공학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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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응용에 유용한 도구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기초설계와 요소설계 교과목을 학습한

학생들에게 설계의 구성요소 및 여러 가지 제한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종합적으로

설계한다.

E050400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3-0

디지털 영상정보를 응용하는 분야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본 프로세싱기법을 배우고 이를 직접 응용함으로

써 다양한 영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070430 센서공학 (Sensor Engineering) 3-3-0

본 교과목은 다학문․복합기술적 배경을 가진 센서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센서기술 입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을 진행한다.

E056860 IoT네트워크 (IoT Network) 3-3-0

데이터 통신의 기본 개념과 컴퓨터 통신 구조인 OSI의 각 계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핵심기술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IoT 기술 및 IoT

단말들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E080620 디스플레이공학 (Display Engineering) 3-3-0

본 교과목에서는 각종 장치로부터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한

기초적 공학지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LCD, PDP 그리고 OLED 등의 동작원리와

방식, 소재와 물성, 제조공정 및 구동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E072150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3-2-2

본 교과목에서는 안드로이드, iOS 등의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모바일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와 코딩 이론 등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습득하고자 한다.

E056870 인공지능딥러닝 (AI Deep Learning) 3-3-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기술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AI 딥러닝에 대한 이해 및 실습을

기반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까지 구현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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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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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퓨 터 사 이 언 스 학 부 ■

1) 개 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센 물결을 맞이하여 컴퓨터사이언스 분야는 미래 지식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며, 창의적 사고를 가진 컴퓨터 분야의 전문 기술인

양성은 국가 발전과 인류복지를 위한 필연적인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차세대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IT기반 융합기술이 미래 지식 정보사회의 핵심 기술분야로 부상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지식 서비스의 제공으로

전통적인 경제활동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지식 정보사회

를 실현하는 원동력은 컴퓨터사이언스라는 학문분야를 통한 IT 산업의 발전에 있다.

컴퓨터사이언스학부는 새로운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서서 국내외 IT 산업을 선도하고 끊임없

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 적응력을 가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IT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컴퓨터공학전공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첨단 컴퓨터 공학 기술을 연마한

창의적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과학입국을 지향하는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학 협동에 의한 실천 계획에도 중점을 두어 미래 지식 정보사회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전공에서는 컴퓨터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보안, 융합보안, 사이버수사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사이버보안 뿐만 아니라 IT 및 사이버수사요원 분야 등의 다양한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체계화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AI소프트웨어전공에서는 AI 핵심기술의 실습 및 최신 이론교육을 통해 ICT융합 AI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학문을 배우는 전공으로 BIMAC 산업현장 적응력을 충분히

가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기반의 교육을 지향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기반의 AI 빅데이터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며, AI관련 최신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최고의 Data Scientist를

양성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전인적인 지성인·창조적인 전문인·실천하는 봉사자” 양성이라는 경일대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뒷받침으로, 인성과 근명성실성을 갖춘 엘리트 컴퓨터사이언스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로 이어지고 있으며 컴퓨터사이언스 산업계와의 기술교류 세미나 및

산업체 연관 과목 개설, IT 및 컴퓨터사이언스업체와 연계한 인턴쉽 및 멘토링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대한민국을 아울러 세계의 IT를 책임질 컴퓨터사이언스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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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교육목표

- 진의: 현장 적응력이 강한 실무형 ICT 전문가 양성

- 창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

- 열의: 전인적인 소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소통능력을 갖춘 사회인 양성

○교육방침

• 실무 중심형 전문교육 강화

- 멘토링과 캡스톤디자인을 연계한 프로젝트중심 실습교육, 산학연계 현장교육, 인턴

쉽 연계 프로그램, 외부 실무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한 현장 적응력이 강한

인재 양성

• 전공 지식 및 자격증 대비 교육 강화

- 전공 자격증 대비반 운영, 방과 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공 동아리 활동

장려 및 지원 등을 통한 우수한 전공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융복합적인 교육 강화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통해 융복합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장려하여

융복합형 창의IT인재 양성

• 국제화된 교육 강화

-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 향상 및 컴퓨터사이언스 관련 해외 탐방 등을 통해 국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컴퓨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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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소개

컴퓨터공학전공

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IT 리더 양성

②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오픈소프트웨어를 기반의 교육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③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소통형 혁신인재 양성

④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기술과 ICT 소프트웨어 및 장비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사이버보안전공

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디지털 정보를 안전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이버보안기술

전문인재 양성

②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K-junior Shield기반의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및 창의적 설계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③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④ 미래 IT산업의 정보보호(Future IT Security)전문가 양성

AI소프트웨어전공

① AI 핵심기술의 실습 및 최신 이론교육을 통한 ICT융합형 AI 혁신인재 양성

②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기반의 AI 빅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③ 교수자 강의, 프로젝트 학습, 문제중심 학습, 역진행 학습, MOOC등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법을 기반한 AI관련 최신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최고의 Data Scientist 양성

④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BIMAC 산업현장 적응력을 가지는 전공 재능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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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o 컴퓨터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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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이버보안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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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I소프트웨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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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E078840, 컴퓨터사이언스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3-3-0

컴퓨터의 가장 기본인 0과 1의 비트 표현에서부터 모바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까지

IT 기술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E078740, 오픈소프트웨어 (Open Software). 2-2-0

E078750, 오픈소프트웨어실습(Open Software Laboratory), 1-0-2

오픈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해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로서 자유로운 접근으로 인해 인공지능의

기술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법을 공유하고 학습한다.

E078650, 문제해결과프로그래밍 (Problem Solving and Programming), 2-2-0

E078660, 문제해결과프로그래밍실습 (Problem Solving and Programming Laborator),

1-0-2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문자가 필요로하는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해결절

차의 고안,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수와 타입, 배열, 수식과 논리식, 그리고 조건문과 반복문

등 흐름제어구문, 서브프로그램 등을 파이썬 언어등을 사용해서 논리전개 능력향상을

위한 예제중심으로 학습한다.

E078810, 창의소프트웨어설계 (Creative Software Design), 2-2-0

E078820, 창의소프트웨어설계실습 (Creative Software Design Laboratory), 1-0-2

Big Data, IoT, Mobil,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에 적용 가능한 문제와 해결과정,

팀웍, 아이디어 개발 기법과 설계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창의력을 중심으로 기초적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도록 학습한다.

E072900,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2-2-0

E078760,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Laboratory), 1-0-2

IT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웹 개발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웹 문서에서 필요한

HTML/CSS, 자바스크립트, XHTML, 자바 애플릿 등에 대해 학습하며, 실습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역동적인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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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0610, 자료구조 (Data Structure), 2-2-0

E077540, 자료구조실습 (Data Structure Practice), 1-0-2

자료구조는 컴퓨터 관련 전공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 과목으로서, data와 알고리즘의 관계

및 배열, 연결리스트, 스택과 큐, 트리, 정렬 및 탐색, 해싱 등을 학습한다.

E070250,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Oriented Programming), 2-2-0

E077730, 객체지향프로그래밍실습 (Object Oriented Programming Laboratory), 1-0-2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인 객체, 클래스, 상속, 연산자 중복, 함수 중복, 템플릿과

예외처리 등을 C++ 언어를 통해 습득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인 객체,

클래스, 상속, 연산자 중복, 함수 중복, 템플릿과 예외처리 등을 이론 수업에서 배운 C++

언어를 사용하여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E075090,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3-0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성 및 설계에 대한 개념과 기법을 소개하고, 자료의 표현, 연산,

인스트럭션과 주소 지정 방식, 인스트럭션의 수행과 제어, 레지스터의 기능과 전송 등의

연산 장치, 제어장치,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의 기본 기능과 구조를 학습한다.

E078710, 앱프로그래밍 (APP Programing), 2-2-0

E076490, 앱프로그래밍실습 (APP Programing Experiment), 1-0-2

본 교과목은 HTML, XML 및 JAVA언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App)을 개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앱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특정 목적에

맞는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작성 방법을 학습한다.

S040250, 데이터베이스 (Database Systems), 2-2-0

E078580, 데이터베이스 (Database Systems Laboratory), 1-0-2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구조화하여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 및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데이터모델링의 개념, 데이터베

이스 관리시스템 (DBMS)의 구조와 기능,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방법과 구현 방법, 질의

언어(SQL) 등을 학습하고 실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을 실습한다.

E078850, 컴퓨터통신및네트워크 (Computer Communication and Network), 3-3-0

WAN과 라우팅, 인터네트워크 운영체제, TCP/IP 프로토콜의 동작, IP 주소설정과 서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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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할당, 라우팅 프로토콜의 동작 원리, VLAN 등을 학습한다. 라우터의 IOS를 숙지하

고 주어진 IP주소를 가지고 서브네트워크를 설계 및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ACL의

사용 방법과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라우터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라우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 방법을 실습한다.

E070480,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s), 3-3-0

컴퓨터 하드웨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내부 이론을 기본 개념과

처리기 스케쥴링, 기억장치 경영, 가상기억장치, 병행 프로세스의 동기화, 교착상태 처리,

디스크 스케쥴링 등으로 세분하여 심도 있게 학습한다.

E078770, 인공지능과빅데이터처리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Processing),

2-2-0

E078780, 인공지능과빅데이터처리실습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Processing

Laboratory), 1-0-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용가능 하도록 산업현장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함께 논리적 프로세서

진행과정을 학습한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획서를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개념화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E078720, 오픈소스프로그래밍 (Open Source Programming), 2-2-0

E078730, 오픈소스프로그래밍실습 (Open Source Programming Laboratory), 1-0-2

다양한 응용들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기초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다룬다. 이론을 통해 알고리즘들의 원리를 배우며 오픈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개념을 익힌다.

E072430,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3-3-0

소프트웨어공학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소프트웨어개발공정에 따른 공학적 원리를 배운

다.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중 분석단계에서 사용되는 UML의 문법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구인 Rational Rose를 사용하여 간단한 모델링을 배운다. 실습과 팀프로젝트를

통해 소프트웨어공학적 원리에 따라 객체지향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E078830, 컴퓨터보안 (Computer Security), 3-3-0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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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이론을 다룬다. 네트워크 취약점, 보안 프로토콜, 컴퓨터 해킹 등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학습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I(Capston Design I), 1-0-1

본 교과목은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공학 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공관련 지식을 최종 평가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종합 전산 교과목이다. 학부에서

습득한 전 연역에 걸친 전산학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로젝트를 팀단위로 진행한다. 4학년 1학기 캡스톤디자인 II와 연동하여 진행한다.

E073260,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2-2-0

E076580, 임베디드시스템실습 (Embedded System Design), 1-0-2

RFID시스템, 센서네트워크, CCTV, 보안 토큰, 스마트 카드와 같은 소형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활용한 IT 제품이 다양한 환경에 사용되는 추세이다. 본 과목에서는 임베디드시스

템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알아보며 실습을 통한 산업현장의 실무활용 수준까지 다룬다.

E075640, 프로그래밍언어설계 (Programming Language Design), 2-2-0

E079080, 프로그래밍언어설계실습 (Programming Language Design Laboratory),1-0-2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의 특성,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 정의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되며

특히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공학 측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요구사항을 강조한다.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고찰하고 설계 원칙과 구현 방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E070470, 알고리즘 (Algorithms), 2-2-0

E079040, 알고리즘실습 (Algorithms Laboratory),1-0-2

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그래밍 원리 등 컴퓨터공학 및 전산학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자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학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를 배운다.

특히 컴퓨터공학 학문분야의 특징인 추상적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바탕을

그리게 되며 논리와 명제, 집합론, 증명법, 함수, 그래프, 부울 대수 등을 학습한다.

E079060, 컴퓨터게임제작 (Computer Game Production),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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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0272, 캡스톤디자인II(Capston Design II), 2-0-2

본 교과목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공학 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공관련

지식을 최종 평가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종합 전산 교과목이다. 학부에서 습득한 전 연역에

걸친 전산학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로젝트를

팀단위로 진행한다. 3학년 2학기 캡스톤디자인 I과 연동하여 진행한다.

A011590,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2-2-0

E079070, 컴퓨터그래픽스실습 (Computer Graphics Laboratory), 1-0-2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부터 컴퓨터 그래픽스의 실제 응용 방법을 학습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또한 OpenGL을 이용한 실습을 통하여 실제 구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다. 3차원 그래픽스 모델 변환 및 시점 변환, 가시성 판단, 조명 및 음영

기법, 텍스쳐 처리 등의 다양한 기법과 렌더링, 스플라인 등의 이론을 다룬다.

E110610,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2-2-0

E079050, 정보검색실습 (Information Retrieval Laboratory), 1-0-2

지식표현 방법, 문제해결 방법, 탐색(A*), 게임탐색, 연역 시스템, reaction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개발 도구, 지능형 Java 프로그램 개발, 기타 지능형 시스템(정보검색, 기계 번역,

언어정보처리)의 구축방법 등을 다룬다.

E079010, 고급IT기술 (Advanced IT technology), 2-2-0

E079020, 고급IT기술실습 (Advanced IT technology Laboratory), 1-0-2

IT창업과 그에 필요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배운다. 창출된 창업 지식을 어떻게

본인에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본 바탕을 그리고, 창업 및 특허와 관련된

이론수업 뿐만 아니라, 수업의 구성 중 40%정도를 창업과 특허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이

차지하고, 팀별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E042090, 실무프로젝트 (Practice for Project), 2-2-0

E079030, 실무프로젝트실습 (Practice for Project Laboratory), 1-0-2

4년 동안 학습한 교양 및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을 응용하여 전공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작품을 계획하고 완성해나가는 교육과정이다. 팀을 구성하여 구성원이 협동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배우며, 고유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등을 총동원하여 작품을 완성해나가며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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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880, AI보안프로그래밍 (AI Security Programming), 2-2-0

E078890, AI보안프로그래밍실습 (AI Security Programming Laboratory), 1-0-2

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개발 능력 함양한다. Routing, 유무선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응용 보안프로그램 개발능력 함양을 통하여,

네트워크 보안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설계능력을 갖도록 한다.

E078960, 시큐어코딩 (Secure Coding), 3-3,-0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SW 개발과정에서 개발자 실수, 논리적 오류 등으로 인해 SW에

내포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의 원인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과정

중 소스코드 구현단계에서 보안약점을 배제하는 것은 이 과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취약점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코딩 방법을 다룬다.

E076130, 사이버모의해킹 (Cyber Penetration Test), 2-2-0

E078950, 사이버모의해킹실습 (Cyber Penetration Test Laboratory), 1-0-2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을 배우며 정보보안전문가가 모의해킹 시 기본이 되는

각종 테크닉들을 배운다. 본 과목을 통해 각 해킹 단계별 기술들을 학습하고 다양한

공격 유형을 경험해 봄으로써 해킹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체계 구축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과 미래 정보전 대비를 위한 방어

및 공격체계 등을 배운다.

E078940, 보안산업기술최신동향 (Security Industry Technology Trend), 2-2-0

정보보호 산업기술의 최신 동향을 교내 전임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들이 팀티칭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수강생 들은 최신 업계 동향을 인지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얻고 산업계는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E078990, 클라우드보안 (Cloud Security), 2-2-0

E079000, 클라우드보안실습 (Cloud Security Laboratory), 1-0-2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 기술인 인프라 제공 기술 (클러스터링, 가상화, 데이터센터),

고성능 분산/병렬 프레임워크 (맵리듀스, 하둡, 스파크), 그리고 이들을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들의 이론과 관련 기술을 학습하고,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드 스케쥴링 등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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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970, 융합보안시스템 (Convergence Security System), 2-2-0

E078980, 융합보안시스템실습 (Convergence Security System Laboratory), 1-0-2

본 교과목은 ICT 융합보안시스템에 대한 응용융합 설계 교과목으로, 정보보호,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융합 산업분야에 필요한 과제를 기획하고 구현한다. 사이버보안전공 재학생

및 타 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개방하여 융합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E078900, IoT보안 (IoT Security), 2-2-0

E078910, IoT보안실습 (IoT Security Laboratory), 1-0-2

IoT 보안 관련 기술, 제품,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IoT 보안 개념과 기술적 배경을 소개하고, 특히 전공 과정에서 다룰 정보보호 관련 기술들을

IoT 시스템 관점에서 소개한다. 커넥티드홈, 커넥티드카,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주요

IoT 서비스 도메인을 소개하고 IoT가 가져올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변화를 알아본다.

E078920, 디지털포렌식 (Digital Forensic), 2-2-0

E078930, 디지털포렌식실습 (Digital Forensic Laboratory), 1-0-2

컴퓨터 범죄를 수사할 때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추적과 복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법인 컴퓨터 포렌식의 개요 및 사이버 범죄 탐지 기법, 디지털

증거 수집과 보존 방법, 사이버 범죄 사건 해결 기법 등에 관해 학습하고, 컴퓨터 포렌식

관련 기술 및 제품의 동향에 관해 알아본다.

E078630,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2-2-0

E078640, 머신러닝실습 (Machine Learning Laboratory), 1-0-2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숨겨져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본

과목에서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모델을

TensorFlow로 구현해서 이를 실제 문제에 응용해 본다.

E078670,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2-2-0

E078680, 사물인터넷실습 (Internet of Things Laboratory), 1-0-2

사물인터넷이란 센서기반의 기기 및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유기적으로 데이터

를 수집과 공유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환경을 의미함. 본 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정의 및 범위를 소개하고, IoT 핵심기술인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IoT 디바이스 기술에 대한 설명과 기술 동향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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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860,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2-2-0

E078870, 클라우드컴퓨팅실습 (Cloud Computing Laboratory), 1-0-2

클라우드컴퓨팅 탄생배경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메커리즘, 전달모델 및 실제 서비스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향후 클라우드컴퓨팅을 적용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078800, 인공지능응용과이해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and Understanding),

2-2-0

인공지능의 원리와 방법 및 활용 분야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창의적 융합인재

가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변화를

배우며 통찰력을 키운다.

E078590, 데이터사이언스 (Data Science), 2-2-0

E078600, 데이터사이언스실습 (Data Science Laboratory), 1-0-2

데이터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에서 유용한 패턴을 찾기 위한 이론과 기법을 의미한다.

데이터마이닝은 웹, 사기 탐지, 추천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중요한 응용에 활용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중요 알고리즘과 이론을 설명한다.

E078610, 딥러닝 (Deep Learning), 2-2-0

E078620, 딥러닝실습 (Deep Learning Laboratory), 1-0-2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신경망의 원리, 딥러닝의 학습 원리, 그리고 딥러닝을 위한 다양한

모델들을 학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CNN, RNN, LSTM, Attention Mechanism, Seque

nce-to-Sequence 모델의 학습 원리와 이를 이용한 응용 시스템에 대하여 학습한다.

E078790, 인공지능알고리즘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2-2-0

인공지능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 수학 중 하나인 통계에 대해 학습한다. 빅데이터 통계에

대한 기초 개념과 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미분경사법과 같은 개념을 배우고

예제로 학습한다. 다양한 응용들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기초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다룬다.

E078560, AI로봇프로그래밍 (AI Robot Programming), 2-2-0

E078570, AI로봇프로그래밍실습 (AI Robot Programming Laboratory), 1-0-2

AI 알고리즘과 Robot Control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와 OS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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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Window와 Linux 환경에서 고급 c++과 Python 프로그램 언어를

학습하고 이를 사용하여 AI와 비전에 널리 쓰이는 library인 OpenCV, OpenGL, Boost와

학습 알고리즘 구현 많이 쓰이는 Numpy, Matplotlib, Pillow등의 사용법을 학습 후 Project

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되는 학습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요건들을 정의하여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을 경험한다.

E078690, 실감응용인공지능 (Realistic Appli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2-2-0

E078700, 실감응용인공지능실습 (Realistic Appli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

y), 1-0-2

실감콘텐츠 응용을 위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빅 데이터

를 분석하고, 동시에 새로운 실감미디어 비즈니스에 적용가능 하도록 산업현장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함께 논리적 프로세서 진행과정을 학습한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획서를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개념화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S090300, 현장실습 (Field Practice), 2-0-0

우리대학에서 현장실습기관으로 인정한 곳에서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현장실습 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일반 교과목에서 다루는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실제 산업현장의 전문가에 의한 현장실무실습을 통하여 인터넷과 컴퓨터 및 정보보안의

각 분야별 실제 통신기술 구현상황과 신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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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율 전 공 학 부 ■

1)개황

자율전공학부는 다양한 학문적 세계를 탐구해 나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5년

신설되었습니다. 전공을 미리 선택하지 않고 1년 동안 전공학과 탐색과정을 통하여 잠재된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전공 교수님들과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전공을 접할 수 있으며, 2학년 진급 시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를 제외한 우리 대학의 모든 학과를 자율선택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적 기초를 다지면서 전공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남다른 취업기반과 성공

적 사회생활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2)교육목표

①열정이 있는 인재 양성

②기초가 튼튼한 인재 양성

③교양 있는 인재 양성

3)교육방침

①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중심의 교양교육 실현

②공학의 기본원리와 인문사회분야의 이해를 통한 전공이수능력 극대화

③Team Teaching을 통한 협동심과 자율학습능력 강화 및 지도교수와의 밀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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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과목 해설

과목명

유쾌한 코딩(2학점)(E111160) :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인 BIMAC(Bigdata ,IoT, Mobile,

AI, Cloud)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 코딩기술 학습교과목, 파이썬(python) 언어를

기반으로 기초 코딩기술을 학습, 학습한 기초 코딩기술을 확장하여 전공분야의 문제해결에

활용하도록 실습

영어말하기I(2학점)(H092540) : The ovjectives of this course are for students to

learn some basic English principles and to use and create language which is applicable

in the real world. Students will build on some foundational knowledge which they

attained throughout their English studi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ll then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oduce this language with myself and their

peers. Students will learn the necessary language through and abundance of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video activities throughout the semester. Students will be encourag

ed to speak as much English as possible.

영어말하기II(2학점)(H092550) : The objectives of this course are for students to

learn some basic English principles and to use and create language which is applicable

in the real world. Students will build on some foundational knowledge which they

attained throughout their English studi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ll then be given the opportunity to produce this language with myself and their

peers. Students will learn the necessary language through and abundance of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video activities throughout the semester. Students will be encourag

ed to speak as much English as possible. Homework for the class will be to preview

the Units by watching the unit video – Available at access at http://www.eltngl.com/site

s/stand-out/student.

창의적사고와글쓰기(2학점)(H100190) : 국어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법과 글쓰기

이론 및 실기를 주요내용으로 구성하되 실습에 무게를 둔다. 특히 글쓰기에서는 정서적이고

문학적 글쓰기보다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갈래별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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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사고력과의사소통(2학점)(H130370) : 본 강좌는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

인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강좌의 전반부는 발표의

원리를 익히고 실제 자기소개, 프레젠테이션, 연설 등을 실습하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발표에 대해 배운다. 후반부는 토론의 원리를

익히고 토의와 토론을 체계적으로 실습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증과

설득, 경청과 협력에 기반한 토론을 배운다.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신의 생각을 공적인 말하기 장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고와 표현 교과목이다.

어드벤처디자인(2학점)(S052480) : 본교과목에서는 팀 프로젝트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디자인씽킹 마인드셋과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

프로젝트 과제 수행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 기술, 태도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다.

KIUM리더십(2학점)(S060200) : KIUM 리더십 프로그램의 컨셉은 “SAVVV”로서 경일

대학교의 교육 핵심가치인 SAVVV가 [Social(사회조화역량), Agile(미래주도역량), Vers

atile(전공실무역량), Venturesome(자기실현역량), Voung(at heart)]가 자연스럽게 학생

들에게 “Soft Landing”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입생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학교와 전공을 알아가며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을

통해 신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교과목이다.

전공진로탐색세미나(2학점)(S092790) : 스마트 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전공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학습관리및자기계발(2학점)(S092800) : 대학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행동, 태도,

습관에따라 주어지는것으로훈련을통해자기자신을스스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고,

셀프리더십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는 자기계발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목이다.

공학기초(2학점)(E045320) : 대학의 공학계열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에 응용되는

기초수학 및 물리개념을 학습함으로 공학계열 전공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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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이해(3학점)(H110340) : 한국사 수업을 통해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 · 심화시

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 제시 및 자발적 역사학습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자유선택1(3학점)(S092810) : 2학년 진급 시 희망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전공이해 및 전공적응력을 높인다.

자유선택2(3학점)(S092820) : 2학년 진급 시 희망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전공이해 및 전공적응력을 높인다.

자유선택3(3학점)(S092830) : 2학년 진급 시 희망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전공이해 및 전공적응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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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목 공 학 과 ■

1) 개 황

토목공학은 인간 생활의 기본 복지를 위한 도로, 철도, 교량, 댐, 산업 플랜트, 수자원,

상하수도, 하천, 항만 등과 같은 각종 사회기반 인프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안전진단,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공을 위한 학문이다.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는 1963년 개교와 더불어 발족하여, 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측량학, 건설경영학, 방재공학, 도시재생공학 등의 분야를 바탕으로 첨단 사회기반인프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 동안 배출된 6,000여 동문들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국내외 민간 건설산업분야와 연구, 기술개발, 교육

등 학문분야를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기반인프라 분야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는 급변하는 시장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사회에서 필요로 하

는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여 왔다.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는 이

러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대응하는 새

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

해 이론과 실무, 윤리의식을 겸비한 첨단 건설기술인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 교육목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 건설 분야는 기술 융합화와 전문화가 요구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는 도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지성인을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의 대전제를 두고, 국가 및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전문화, 실용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 건설공학 기초이론에 충실한 창의적 능력 개발

- 국토개발과 인프라 안전에 헌신하는 건설기술인 양성

- 첨단ICT기반의 실무능력을 갖춘 사회 인프라 공학전문가 양성

- 경제적 설계능력과 첨단 시공능력, 방재안전관리역량을 갖춘 전문 기술인 양성\

3) 교육방침

- 건설 분야에 관한 이론 및 실험․실습을 통하여 고도화된 건설공학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공사의 신공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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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다.

- 교육과정을 통하여 고급 기술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과 건전한 사회참여 자세를

확립한다.

4) 전공소개

토목공학과는 단일전공에 2개트랙(도시재생공학트랙, 건설방재공학트랙) 및 1개의 연

계전공(스마트인프라안전융합연계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

토목공학은 인간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로, 철도, 교량,

공항, 항만, 수자원, 댐, 상하수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물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설물이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기술을 다루는 학문이다.

토목공학과에서는 구조분야, 지반분야, 수자원/환경분야, 지형정보분야 및 건설관리분야

의 주전공 교과목과 도시재생트랙 및 건설방재트랙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목으로

공부한다. 점점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는 현대의 토목기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초이

론과 전문지식을 함양시켜 토목 및 관련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전문기

술인과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트랙]

인구의 감소,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과 실천방안을 배우는 분야이다.

[건설방재트랙]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도시침수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중심의 재난·재해 저감방안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분야이다.

[스마트인프라안전융합연계전공]

지역의 6개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선도대학 프로그램으로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소방방재학과에서 스마트인프라안전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AI

및 빅데이터 프로세싱 등 각 학과에서 재난, 방재, 안전 분야의 관련과목을 연계하여

배우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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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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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해설

E056410, 자연과문명(Harmony of Nature and Civilization, Civil Engineering), 2-2-0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토목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사회기반시설의 변천사, 토목공학의 역사와 특성, 학문분야 및 진로분야에

대한 소개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Exxxxxx, 도시와재해(Urban & Disaster), 2-2-0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해 재해의 종류와 재해발생 원인 그리고 저감대책을

알아본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천범람, 내수침수, 토사재해, 지반재해 등에 대한 원인과

저감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E061770 응용역학(Applied Mechanics), 3-3-0

역학의 응용분야에 필요한 재료의 성질을 다루는 과목으로,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 힘과

변위의 종류, 힘의 평형에 관한 원리, 보의 휨응력, 전단응력, 주응력, 전단력 및 휨모멘트

등을 다룬다.

E060140, 유체역학(Fluid Mechanics), 3-3-0

유체의 기초적인 성질과 정역학, 도수역학, 관수로 흐름, 유체의 유동제이론의 해석과

응용 등의 제반 이론을 해석하고 규명한다.

E050650, 토질역학(Soil Mechanics), 3-3-0

가장 보편적 건설재료인 흙의 기본적 성질, 흙 속에서의 물의 침투, 유효응력 등 토질역학의

기본 이론을 강의한다.

E050610, 측량학(Surveying), 3-3-0

측량과 위치기준, 오차처리법, 수준측량, 거리 및 각측정, 토털스테이션(Total Station),

TS기준점측량 및 좌표계산, TS세부측량 등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강의하며 건설공학분야

에 위치기반의 엔지니어 기초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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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xxxx, 건설재료학및실험(Construction Materials & Experiment), 2-1-2

건설기술분야에서 건설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및 복합재료에 대한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고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고

물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터득한다.

Exxxxxx, 수리학(Hydraulics), 3-3-0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고 있는 물의 역학적 운동에 관한 과학의 한 분야로서 하천공학,

해안공학, 수문학 또는 수자원공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며, Newton의 운동법칙, 점성법칙,

질량보존의 법칙 및 유체의 성질에 관련된 상태방정식 등의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정압력과

흐름의 각종 거동 등을 학습한다.

Exxxxxx, 토질실험(Soil Mechanics and Experiment), 2-1-2

흙의 물리·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흙의 기본적 성질, 흙 속에서의 물의 침투,

유효응력 등의 토질역학의 기본적 이론과 지반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토질

정수들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병행하여 흙의 성질과 거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054700, 응용측량학및실습(Applied Surveying and Practice), 2-1-2

측량학 기초이론을 토대로 GPS측량, 기준좌표계, 측설, 노선조사측량 등을 강의하며,

야외 및 실내실습을 통하여 수준차 측정, 거리측정 및 각측정, TS측정 등 기본적인 계측,

측위원리를 익히며 측량엔지니어 응용능력을 기른다.

E050320, 구조역학(Structural Mechanics), 3-3-0

응용역학에서 배운 지식을 보, 트러스, 라멘, 기둥 등 대표적인 토목구조물에 적용하여

그들의 해석 및 설계 방법을 배우는 과목으로, 힘의 평형원리와 에너지원리 등 일반적인

구조해석 방법을 다룬다.

E050920,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3-3-0

철근콘크리트의 역학적 성질을 이해하고 각종 RC부재를 현행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실무에

서 해석 및 설계 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배양한다. RC보의 휨/전단/비틀림 설계, 철근의

정착설계, 사용성검토 및 RC기둥의 설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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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6450, 수문학(Hydrology), 3-3-0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순환과정 중 유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 해석기법을 소개한다.

Exxxxxx, 상수도공학(Water Supply Engineering), 3-3-0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인 상수도 공학의 계통인 수원-취수-도수-정수-송

수-배수-급수 계통에 대해 알아보고 각 부분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한다.

Exxxxxx, 건설관리(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3-3-0

건설경영 및 관리기법의 요소와 절차에 관한 기본이론 이해하며, 공정관리를 중심으로

건설사업에서 실무활용이 가능한 선진 관리기법을 습득한다.

E050790, 강구조및PSC(Steel Structures and Prestressed Concrete), 3-3-0

강구조물에 대한 역학적 거동을 이해하고, 현행설계기준에 의한 인장부재, 압축부재,

휨부재 및 연결부의 해석·설계 방법을 터득하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현행설계기준에 의한 PSC보의 해석 및 설계방법을 습득한다.

E040060, 기초공학(Foundation Engineering), 3-3-0

토목구조물을 위한 기초의 정의 및 개념, 기초지반의 조사, 얕은 기초에 해석 및 설계

등을 강의하며, 지반조사에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며 토목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깊은

기초의 해석 및 설계, 토류구조물의 해석과 설계, 사면안정 등을 강의한다.

Exxxxxx, 하수도공학(Sewage Engineering), 2-2-0

사용한물을 처리하고 도시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 공학에 대해 강의한다. 오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하는 과정과 강수에 의한 유출과정을 이해하여 도시내 우수관을 설계하

고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과정을 강의한다.

E054840, 토목시공(Construction Method & Equipment), 3-3-0

건설사업의 시공에 있어 현대적인 시공계획의 특성과 기본개념, 접근방법 등을 습득하고,

공종에 따른 시공법, 장비의 특성 등 실무활용이 가능한 시공관리기법을 습득한다.

E044370, 지형정보시스템(Geo-Information System), 1-0-2

지형데이터(지형도 등)의 획득과 처리는 건설공사와 국토관리에서 핵심 데이터이다.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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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측량(3D Photogrammetry)의 원리, 작업공정, 성과품을강의하며, 첨단무인항공기(UAV)

인 드론의 원리, 촬영과 안전관리, 매핑과 건설분야 활용 등 신산업에 적극 대응토록 한다.

Exxxxxx, CAD/BIM(CAD and BIM for Civil Engineers), 2-1-2

건설설계에서 사용되는 도면과 지형도 등의 그래픽 작업을 CAD/BIM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는 방법에 대한 과목이다. CAD/BIM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표준도, 지형도, GIS자료의

후처리를 위한 도면시각화와 속성관리(DB) 등을 강의한다.

S090270,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3-0

전공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 또는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배양한다.

E052880,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 3-3-0

구조역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영향선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부정정구조물

의 해석 및 설계에 대해 배운다.

Exxxxxx, 수자원공학(Water Resource Engineering), 2-2-0

하천유역에 설치되는 수공시설물에 대해 설계기준과 설계방법 그리고 강우해석, 홍수량

산정방법, 하천 수리해석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설계기준과 설계방법 그리고 해석기법에

대해 수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 구조물에 대한 설계과정과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E050360, 도로설계(Highway Engineering), 2-2-0

도로설계에 대한 기본개념을 확립하고, AASHTO 포장설계법과 한국형 포장설계법을

기준으로 연성 및 강성 포장도로로 나누어 역학적 거동 및 해석, 설계, 유지관리 등 도로설계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Exxxxxx, 전산활용토목실무(Computer Aided Practice in Civil Engineering), 2-1-2

구조, 수자원, 토질, 측량분야 등 토목실무에 요구되는 각종 범용프로그램의 활용법을

이해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산활용능력을 배양한다.

E052810, 구조물설계(Structural Design), 3-3-0

옹벽, 암거, 확대기초, 교량 등의 토목구조물을 현행 구조물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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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xxxxx, 재해영향평가(Disaster Impact Assesment), 2-2-0

풍수해에 의해 발생 가능한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석류 및 토사재해, 가뭄 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풍수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적 방법과 비구조적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E053770, 암반공학(Rock Engineering), 2-2-0

토목구조물의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만나게 되는 암반에 대한 이해와 암반의 분류,

암반의 거동, 암반사면의 안정 등을 강의한다.

Exxxxxx, IoT활용건설실무(Smart Construction based on IoT), 2-2-0

4차산업혁명의 도구중의 하나인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하여 건설공정 전반을 관리하는

스마트건설의 기초지식을 함양하여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S120020, 국토및도시계획(National and City Planning), 3-3-0 (국토정보학부)

국토 및 도시의 이용ㆍ개발에 따른 각종 계획의 체계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입안ㆍ결정과

정 및 계획집행에 따르는 전반적인 부분을 학습하고,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구조 및 그 세부 내용을 교육한다.

E055700, 도시개발(Urban Development), 2-2-0

도시의 개발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안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실제 도시에서 수행된 사례들을 통해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법들을 강의한다.

Exxxxxx, 도시설계및단지계획(Urban Design and Site Plan), 2-2-0

도시계획을 위한 설계기법과 상세내용을 강의하고 단지계획에 대한 필요요소 및 기법을

강의한다. 도시계획의 방법과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법규에 따른 사항을 강의한다.

Exxxxxx, 도시재생실무(Urban Renewal Practice), 2-2-0

노후화된 도시를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의 환경과 필요요소 도시재생 기법과

도시재생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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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2770, 재난관리론(Emergency Management), 3-3-0 (스마트인프라안전융합전공)

재난의 종류와 관련 법, 재난관리 조직과 재난에 따른 임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재난 극복을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대한 내용과 상세항목에 대해 강의한다.

Exxxxxx, 방재시설(Damage Prevention Facility), 3-3-0 (스마트인프라안전융합전공)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문, 제방, 사방댐, 배수펌프장 등과 같은 방재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설계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해원인에 따른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기법을 강의한다.

Exxxxxx, 재해분석(Disaster Analysis), 2-2-0

풍수해를 발생시키는 재해원인에 따른 강수분석, 강우-유출 분석, 토사유출해석, 사면해석

등과 같은 재해위험요인 분석과 저류지 분석 등과 같은 저감시설 분석을 통해 재해저감

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Exxxxxx, 재해대책및방재사업(Disaster Countermeasure and Disaster Project), 2-2-0

풍수해, 가뭄, 지진, 해일 및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유형별 대책과 방재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경제적인 방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Exxxxxx, 방재실무(Disaster Prevention Practice), 2-2-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위험지구 등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분석기법

과 각 사업별 절차와 세부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E040180, 소방학개론(Fire Protection Theory), 3-3-0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청의 소방학표준 교과목이며 소방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소방조직과

소방의 기능, 재난관리등의 기본적인 소방업무 관련 내용과 연소이론 및 화재 소화이론

등의 화재공학관련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소방시설과 소방법규에 대한 총괄적

인 내용을 통해 소방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E044140, 안전관리론(Safety Management), 3-3-0 (전공공통)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추진방법을 학습하며 재해의 원인과

발생과정을 알고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고와 재해를 사고사례를 통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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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80620, 소방법규해설(Commentary of Fire Protection Laws), 3-3-0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청의 소방학표준 교과목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관련 기본 법률에

대해 학습한다. 즉, 법이 어떻게 하여 제정되고 적용되는지에 관한 체계를 설명하고 소방관

련 규정, 기본원칙, 소방책임자나 조직에 대한 다양한 법적 행위를 학습하고 소방관련인들

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다룬다.

E040220, 소방화학(Fire Protection Chemistry), 3-3-0 (소방방재학과)

소방학의 중심축에 있는 연소 이론, 소화이론, 위험물질론 등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화학이론을 소개하는 강좌이다. 따라서 물질의 명명법과 특성, 산화반응을 포함한

각종 화학반응의 형태에 따른 특성 등을 학습한다.

E051660, 건축구조의이해(Understanding of Structural Design), 2-2-0 (건축공학과)

건축 구조공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수학이나 물리를 이용하지 않고 소개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이미지 중심으로 설명하는 과목으로 건축구조물에 흐르는 힘의 종류와 부재의

배치방법, 골조의 모양과 역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E050200, 건축재료(Construction Material and Methods), 2-2-0 (건축공학과)

건축재료및구법은 건축물의 구조방식이나 각 부위의 재료적 구성방법을 다루며,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기술로서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지요소, 구획요소, 마감요소, 설비 및 생산요소 등을 다룬다.

E041760, 소방시설의 구조원리(Structural principles of Fire protection facilities), 3-3-0

(소방방재학과)

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에 관련된 이론과 실무적으로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위주로 전반적인 시공방법, 설치기준, 설계기준을 실제 소방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

록 학습한다. 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에 의한 분류와 소방용 설비 등을 단계적 또는 기능적으

로 대응시키면서 소화시스템에 대한 기초이론에서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

며 그에 대한 이론 등을 다룬다.

E040150, 소방유체역학(Fire Fluid Mechanics), 3-3-0 (소방방재학과)

소방분야의 기초 전공과목이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화재현상과 소방설

비를 이해하고유체의 물성과 유체유동을 해석하는 지배방정식에 대해 학습한다. 기본적으

로 연속방정식과 Bernoulli 방정식에 의해 배관내 유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관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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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유동해석을 통해 소방시설에서 필요한 유체기계의 용량을 선정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E042770, 재난관리론(Theory of Disaster Management), 3-3-0 (전공공통)

소방방재청의 소방학표준 교과목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재난관리에 관한 기초이론

을 다룬다. 재난관리를 재난관리과정을 중심으로 재난완화, 재난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

에 관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의 유형, 재난의 특징, 재난관리의

단계, 재난관리체계 등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와 유사한 위기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학습한다. 위기관리의 개념, 특징, 단계, 체계 등을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에 관한 기본적 내용도 다룬다.

E056320, 토질및실험(Soil Mechanics and Experiment ), 3-3-0 (토목공학과)

흙의 물리․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흙의 기본적 성질, 흙 속에서의 물의 침투,

유효응력 등의 토질역학의 기본적 이론과 지반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토질

정수들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병행하여 흙의 성질과 거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050300, 건축CAD (Architectural CAD), 2-1-2 (건축공학과)

디자이너 또는 엔지니어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건축실무자, 건축주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컴퓨터를 통해 드로잉을 진행하며, 캐드프로그램을 이용해 2차원적인

도면의 설계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명령어를 익혀 실무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E044280, 위험물시설관리(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 Facilities),

3-3-0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청의 소방학표준 교과목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위험물 시설에 관하여

설명함.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등의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 저장 탱크의 기준, 위험물의 취급소의 시설기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Exxxxxx, 재해유형분석(Disaster Analysis), 3-3-0 (토목공학과)

풍수해, 가뭄, 토사유출, 내수침수, 급경사지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 유형에 대한 원인과

특성을 정량적, 정성적 분석방법과 지형적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재해저감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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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6440, 수리학및실습 (Hydraulics & Practice), 3-3-0 (토목공학과)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고 있는 물의 역학적 운동에 관한 과학의 한 분야로서 하천공학,

해안공학, 수문학 또는 수자원공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며, Newton의 운동법칙, 점성법칙,

질량보존의 법칙 및 유체의 성질에 관련된 상태방정식 등의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정압력과

흐름의 각종 거동 등을 학습한다.

E050170, 건축시공 (Construction Planning and Methods), 3-3-0 (건축공학과)

강의, 현장학습,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건설 현장의 조직 및 그 역할, 그리고 각 공종별

다양한 시공 방법 및 장비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기초수준

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055400, 3D BIM 설계 (3D BIM Design), 2-1-2 (건축공학과)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D CAD 툴을 활용하여 초기 개념설계에서

유지관리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재 및 시공정보 등을 전산화된

언어를 통하여 기능적 물리적 특성 등을 연계시키고, 이러한 정보 등을 토대로 3차원

빌딩모델을가지고건물의전수명주기에걸쳐프로젝트를관리하기위한방법론을이해한다.

E041900, 소방전기설비공학(Engineering of Fire Protecting Control),

3-3-0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청의 소방학표준 교과목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대상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재실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설치되는 피난유도설비와 소화 활동설비,

소화설비의 부대전기 설비 및 방재배선, 방재전원에 대하여 학습한다. 아울러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들 간의 제어 흐름을 다룬다.

E044320,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3-3-0 (소방방재학과)

산업기술 발달로 인한 생산현장의 여건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중대재

해 들의 다양한 형태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공정이나 대상작업중에 상존하는 위험을 찾아내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위험을 찾아내는 방법을 위험성 평가기법이라고 하며 위험을

찾는 방법과 찾게하는 요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위험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의 특징, 위험성평가의 기본적 절차, 실시체제 구축, 재해관련 이론 및 재해통계,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과 정성 및 정량적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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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xxxx, 재해대책 및 방재사업(Disaster Countermeasure and Project),

3-3-0 (토목공학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물적, 비구조물적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한 방재사업의 종류와 적용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E056450, 수문학및실습(Hydrology & Practice), 3-3-0 (토목공학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순환과정 중 유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 해석기법을 소개한다.

S090270,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0-3 (전공공통)

전공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 또는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 등을 배양한다.

E052000, 건축설비(Architectural Utility), 3-2-2 (건축공학과)

급배구 위생설비, 냉 난방 공조 등의 열환경 조정설비, 환기 공기정화 등의 공기환경조정설

비, 소음 방진 등의 음환경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반송설비, 대기오염방지,

수처리장치 등의 공해방지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관련 모든 설비로서 건축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적 방법의 환경제어 시스템을 다룬다.

Exxxxxx, 재해영향평가(Disaster Impact Assesment ), 3-3-0 (토목공학과)

풍수해에 의해 발생 가능한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석류 및 토사재해, 가뭄 등에

대한 원인과 대책방안에 살펴보고 풍수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적 방법과

비구조적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Exxxxxx, AI및빅데이터프로세싱(AI & Big data Processing), 3-3-0 (전공공통)

AI 및 빅데이터의 해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 기계학습적 접근법, 데이터마이닝 등 빅데이터

해석을 위한 기법을 학습하고 AI 적용을 위한 Machine learning 기법 등을 학습하며

이를 위해 Python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S080240, 건축법규 (Building Law), 3-3-0 (건축공학과)

건축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건축실무자가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건축법과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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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1530, 건축구조물 파괴와 실험 (Construction Material and Structural Test), 2-1-2

(건축공학과)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인 여러 특성 및 그 분류와 정보 및

경제성을 파악하고, 개발되는 과정을 이해하여 구조물의 구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재료를 선정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고, 설계/시공과 연결하여 구조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다룬다.

E043510, 환경계획 및 실험 (Architectural Utility Engineering & Test),

3-2-2 (건축공학과)

건축물의 용도별 설비설계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고 건축설비에 관한 특징 및 설계상의

유의점을 고려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요소, 기계적요소 등을 건축물과

접목시킴으로써 쾌적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요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비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E042980, 제연설비론(Theory of Smoke Control System), 3-3-0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청의 소방학표준 교과목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연기의 유동과 효과적인

제연방법, 제연설비의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과 법적기준, 점검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E044190, 화재조사감식론(Theory of Fire Investigation and Forensic),

3-3-0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청의 소방학표준 교과목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화재조사에 관한 기초이론

을 학습한다. 연소·화재·폭발 이론, 화재발생개황 및 주요사례분석, 화재조사 개론, 화재조

사제도와 화재조사이론, 화재원인과 판정, 방화·실화범죄의 심리 및 상태, 방화, 실화조사

실무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Exxxxxx, 방재시설(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3-3-0 (토목공학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수리수문학적 분석과, 토질역학적 분석등을 기반하여 저류지, 배수펌

프장, 사방댐, 토사 및 유출저감시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저감시설의 설계기준에 의거한

설계기법에 대해 학습하여 재해저감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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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xxxx, 스마트안전진단과보강공법 (Architectural Utility Engineering & Test), 2-2-0

(건축공학과)

건축구조물이나 건축 재료의 결함에 관하여 알아보고 결함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진단 검사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보강 공법과 최근 개발되고 있는 첨단

보수/보강 공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다.

Exxxxxx, 방재실무(Disaster Prevention Practice), 3-3-0 (토목공학과)

자연재난의 위험에 대한 원인분석, 대책방안 실행,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 구조적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한 실무에서의 적용방안을 프로그램 해석기법과 방재설계기법을

활용하여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작성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E056610, 시설물리모델링과유지관리(Remodeling and Maintenance Management of Faci

lities), 2-2-0 (건축공학과)

시설물리모델링 부분에서는 기존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과 쾌적성 및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 등을 학습한다. 그리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학습한다.

Exxxxxx, 수공설계(Hydrologic Design), 2-2-0 (토목공학과)

홍수와 가뭄같은 이상 기상현상에 의한 재해저감시설인 하천제방, 댐, 유수지, 펌프장,

용수공급시설, 지하수 개발 등과 같은 수공구조물에 대해 설계하기 위하여 홍수분석,

가뭄분석, 저수지 분석 등과 같은 기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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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학 부 ■

1) 개황

경일대학교 건축학부는 57년의긴 역사를통하여시대와 사회적변화에능동적으로 대응하

면서 건축문화 창달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1963년 개교

시 5개 창설 학과중 하나로 2012년 건축학부(건축디자인전공, 건축공학전공) 체제에서

국제건축사협회(UIA) 기준에 부합하는 5년제 건축사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한국건축학교

육인증원(KAAB)에서 요구하는 5년제 전문 교육과정 체제인 건축학전공(5년제) 및 건축공

학전공 분리모집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창의적․자율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여 선진화된

교육 모델을 확립 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성과를 통해 2014년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특성

화사업(CK-1)에서 대구경북강원권 유일의 건설부문 사업단으로 선정(5년간 55억)되었으

며, 2016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전영역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건축시공부문, 영남권 2개 대학 선정)

또한, 영남권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5,000여명의 졸업생은 국가전

문기술인으로서 또 관련분야 공무원으로서 대구․경북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여 전국

적으로 명성을드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건축 및건설업무 담당자로서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졸업생들은 사회진출과

동시에 선배 동문들의 적극적 선도와 지원을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o 1963년 개교 이래 57년의 역사와 전통, 총 5,000여명의 졸업생 배출

o 250여명 건축사, 115여명 기술사 동문의 활약으로 대구ㆍ경북 최고 수준 자랑

o 건설회사와 기업체 사장 및 임원 350여명 활동

o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등 건축직 공무원 300여명 활동

o 100여명의 졸업생이 본교 및 국내외 명문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획득

o 역동적 동문회 활동으로 장학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용

o 졸업생들의 전국 평균을 웃도는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

o 경북건축사회 회장 4명 역임, 경남건축사회 1명 역임

o 역대 대구건축대전 대상수상 최근 20년간 8회 (대구경북 15개 4년제 대학 경합)

o 전통건축 보수기술자 30명 배출

(대구경북 10여개의 전통건축사무소 중 6곳을 본교 졸업생이 운영)

o 21세기 우수인재 선정 (2005, 대통령 선정 / 전국 41명중 건축분야 유일)

o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유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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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장 당선(2012, 하기주교수)

o 2014년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선정 (교육부 주관)

첨단ICT융합생애주기시설물성능개선 인력양성사업단(LIPE사업단) 발족

o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전영역 최우수 등급 선정(2016)

o 대한건축학회 회장 당선(2016, 하기주 교수)

2) 교육목표

건축학(5년제) 전공은 공학, 기술, 인문, 자연, 예술을 아우르는 종합학문으로서, 도전적이

고 창의적인 사고력, 실제 건축물의 창조에 필요한 공간구성 및 조형력, 도시환경에 대한

문화적 이해력, 정보화시대 디지털기술 이해 및 건축기획력, 환경, 시공, 구조 등의 기술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건축 전반에 걸친 폭넓은 건축학인증 5년제 종합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설계 전문인으로서의 건축사 양성을 목표로 함

건축공학전공은건축시공및재료, 건축구조, 환경 및설비등건축물의성능및생산과정과

관련된 공학적·기술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해 주는 학문분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 경제성, 품질향상 등을 추구하여 국가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건축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교육방침

o 건축학(5년제)

① 인간, 자연, 환경을 경외하는 전인적 품성 개발

② 건축의 예술성을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건축가 양성

③ 특화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실무형 건축전문가를 양성

④ 건축문화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정신 함양

o 건축공학

① 건축공학에 필요한 기초과학과 공학 지식 및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② 건축의 고도화 및 대형화에 따른 건축기술 개발과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③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축 구조물을 설계․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인재 양성

④ 지식정보사회의 기본소양과 협동, 윤리 및 국제적 감각을 가진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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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소개

건축학(5년제)전공은 건축설계 전문인으로서 건축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국제건축사협회(UIA) 규정에 따라서 개설된 5년제 교육과정이다. 2018년에는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KAAB)의 인증후보자격을 획득하였고, 2020년에는 건축학교육인증을 취득

할 예정으로 1학년 2학년의 기초과정과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전문 건축설계 심화 과정을

거친다.

건축공학전공은 건축물을 실제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을 목표

로 한다. 따라서 전문건축인 및 최고 기술자로서 인간과 환경, 건축과 도시, 공학과 문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상과 포부를 펼쳐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분야에서

는 모든 공학 기술 분야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마스터 빌더로 활약할 수 있다.

5) 주요교육과정

o 건축학(5년제)

- 설계 : 건축기초설계Ⅰ&Ⅱ, 건축설계스튜디오Ⅰ~Ⅷ

- 문화적 맥락: 인간과건축, 건축학론, 건축의장, 건축프로그래밍, 서양건축사, 한국건축

사, 건축계획, 근대건축, 현대건축, 도시설계, 한국건축디자인, 건축작품세미나

- 커뮤니케이션: 건축CAD, 창의적구성, 컴퓨터그래픽, BIM설계, 건축빅데이터(이상

스마트건축 플랫폼 과정, 10학점), 캡스톤디자인

- 기술: 구조의이해, 구조역학, 건축재료, 친환경건설, 건축구조, 환경계획및실험, 건축설

비, 건축시공, 건축시공디테일, 건축견적과적산

- 실무: 건축법실무, 건축통합설계, 건축프로젝트관리, 건축실무와윤리, 현장실습

o 건축공학

- 스마트건축계획 : 건축공학개론, 캡스톤디자인, 창의적공학설계, 건축설계, 건축기초설

계, 건축계획, 건축법규, 건축CAD, 3D BIM설계

- 스마트건축구조: 건축구조의이해, 건축구조와모형, 구조역학, 건축구조역학, 철근콘크

리트구조, 건축강구조, 건축공학설계, 건축구조물파괴와실험, 건축구조실무설계, 스마

트안전진단과보강공법

- 스마트건축환경: 친환경건축, 환경계획및실험, 건축설비

- 스마트건축시공: 건설사업관리, 건축재료, 건축재료실험, 건축시공, 스마트건축공사실

무, 건축적산실습, 건축공정관리, 시설물리모델링과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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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표

o 건축학(5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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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축공학



281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7) 교과목 해설

o 건축학(5년제)

E050500 인간과건축(Human and Architecture), 2-2-0

인간생활의 터전인 건축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인간과 건축 그리고 도시가

갖는 사회적ㆍ환경적 관계성을 이해하고 건축의 기본적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건축입문과

정에서 개괄적 총합력을 배양하고 문화적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한다.

E052480 건축학개론(Introduction of Architecture), 2-2-0

건축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을 종합화하여 설명하고, 건축학문

의 기초가 되는 개념 정립을 위한 개론수준의 기초과목으로서 건축의 각 분야, 즉 디자인,

구조, 시공, 설비, 환경, 건축역사 등 건축전반에 대한 이해와 성격파악을 돕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개설되는 강좌로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E050101 건축기초설계I(Architectural Basic Design I), 2-0-4

건축설계의 이해와 기초적인 능력을 익힌다. 제도판, 삼각자, 스케일 등 기본적인 제도용품

의 사용법을 습득하고, 선의 종류와 굵기의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며, 2차원의 도면으로

3차원의 공간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내는 기초적 훈련을 수행한다.

E050102 건축기초설계II(Architectural Basic Design II), 2-0-4

건축기초설계I의 심화과정으로서 3차원적인 공간과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

을 익힌다. 공간의 적층, 겹침, 이음, 분할에서 발견되는 공간의 미에 대하여 학습하고

각자 창조한 공간을 연결하여 건축적 공간화 하는 과정을 인지한다.

E050190 건축의장(Architectural Decorative Design), 3-3-0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를 위한 아이디어와 이미지의 스터디를 통하여 아름다운 건축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학문으로서 건축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화시켜 건축에서의 미적

감각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050060 건축계획(Architectural Planning), 3-3-0

건축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규모, 기능, 동선, 형태 등)에 대하여 학습한 후 건축

용도별로(사무소, 학교, 전시 및 공연장 등) 그 계획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종합하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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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6370 건축프로그래밍(Architectural Programming), 2-2-0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대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주어진 대지에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 안을 개발하고 건물 유형에 적절히 부합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055490 창의적 구성(Innovative Design), 2-1-2

기존의 단순한 기능적 요구와 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한 입방체 위주의 건축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형태 생성의 기법들을 연구 한다. 이를 위해 형태의 철학적, 물리적 개념으로

부터 접근해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형태를 생성, 창발시키고, 환경과 상호 소통하는

건축 형태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E051921 건축설계 I(Architectural Design I), 6-0-12

여러 설계의 조건(즉, 대지상황, 건축규모, 구조, 재료, 공정, 예산 등)을 기초로 아름답고

편리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습득한다.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개인적 질서 체계의 정립, 개념의 형상화, 구체적인 대상의 이해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다.

E051922 건축설계 II(Architectural Design Ⅱ), 6-0-12E051922 건축설계 II(Architect

도심지 단독주택을 주제로 하여 설계 과정을 습득한다. 건축설계의 종합적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설계의 전 과정을 응용하고, 적용하여 각종 공모전 및 졸업 작품,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계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51923 건축설계 III(Architectural Design III), 6-0-12

인간의 삶의 유용한 기능과 아름다움, 구조 등이 통합된 훌륭한 건축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계획 및 설계 방법을 익히고 건물의 내․외부 공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표현하는 형태의 어휘의 건축디자인을 습득한다.

E051924 건축설계 IV(Architectural Design IV), 6-0-12

복합문화시설을 주제로 기초적 건축설계 이론과 함께 학생들의 실제 작품설계를 통해

전반기와 후반기 2개 프로젝트를 구상, 계획하여 도면 및 패널로 제작한다.

E051925 건축설계 V(Architectural Design V), 6-0-12

건축설계의 상급 단계로서 도시 집합주택을 설계한다. 이 과정을 통해 건축설계와 관련된

도시의 맥락, 공동체의 의미, 미래의 도시와 건축에 생태적 개념을 이해한다. 집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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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E051926 건축설계 VI(Architectural Design VI), 6-0-12

건축설계의 상급 단계로서 도시재생 및 리노베이션을 주제로 한다. 역사적 도시적 맥락

속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개념의

설정부터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모형 등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습득하고 공간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E056260 건축설계 VII(Architectural Design VII), 6-0-12

건축설계 종합단계로서 도시적 접근, 건축조형적 접근, 공간의 구축방법 등 다양한 범위에

대한 사고력을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에 따른 디자인 프로세스의 창의적 과정을 익힌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고, 패널과 모형으로 표현하며, 이를 브리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056270 건축설계 VIII(Architectural Design VIII), 6-0-12

이전 학기의 종합설계 작품을 더욱 현실성 있는 결과물 작업으로 연결한다. 기획설계

단계에서 기본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며, 개인이나 팀별로 건축 아이디어 도출에

관련해서 국제공모전을 통해 기존 프로젝트와 다른 프로세스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S090270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0-3

건축디자인 학습과정에서 익힌 내용을 총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창의적 해결의 대안을 제안한다. 조별 토론과 디자인 스터디를

통하여 건축적 고민이 사회적 디자인으로 연계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고, 그에 적합한

실질적 디자인을 발전시켜 실물모형으로 완성한다.

E050420 서양건축사(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3-3-0

근대화되기 이전의 서양 전통 사회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 초기기

독교와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와 같은 각 시대별 건축 양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자연적 요인과 인문 사회적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또한 고도의

조형예술로서, 또 종합 공학으로서의 각 건축 양식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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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5230 한국건축사(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3-3-0

한국 전통건축이 형성된 사회문화적 배경, 자연적 및 물리적 환경 요인 등을 검토하며,

원시시대 이래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통하여 건축의 공간구성, 형태와 의미, 유형별

내용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각 시대별로 궁궐, 불사, 주거, 학교 등 건축 유형별로 유구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052900 근대건축(Modern Architecture), 3-3-0

산업혁명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구시기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서양의 근대건축을

대상으로 그 형성과 배경, 특징, 건축가의 작품 등을 고찰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건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E055280 현대건축(Contemporary Architecture), 3-3-0

1950년대 중반 이후 기능주의의 해체 과정으로부터 새로운 신세대 건축가들의 등장,

그리고 모더니즘 건축의 쇠퇴와 변형, 레이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네오 모더니즘

등을 거쳐 해체와 최근의 디지털 건축에 이르는 현대의 다양한 건축들의 흐름을 시대별로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E055960 친환경건설(Sustainable Architecture), 3-3-0

인간생활 환경인 건축이 어떻게 자연 및 도시 환경에 친화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학습한다. 자연환경의 요소를 건축에 인입하는 내용, 자연 에너지 활용 기법, 오염 물질

배출의 최소화 방안, 친환경 건축 공법 및 기술의 적용 등을 학습함으로써, 건축이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미래 세대에서 건강한 인간환경의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탐색한다.

E043510 환경계획 및 실험(Environment Plan and Test), 3-2-2

건축물 및 인간의 생활환경에 있어서 건강하고 쾌적하며 또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환경조절이론을 학습한다. 자연 및 건축물의 환경인자에 대한 물리적 이해, 실내

및 옥외의 건축환경 전반에 대한 환경조절방법 습득,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환경디

자인 활용능력 배양 등을 학습한다.

E052000 건축설비(Architectural Utility), 3-3-0

급배구 위생설비, 냉 난방 공조 등의 열환경 조정설비, 환기 공기정화 등의 공기환경조정설

비, 소음 방진 등의 음환경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반송설비, 대기오염방지,

수처리장치 등의 공해방지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관련 모든 설비로서 건축환경을 쾌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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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적 방법의 환경제어 시스템을 다룬다.

E050300 건축CAD(Architectural CAD), 2-1-2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툴을

이용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표현 능력의 습득과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단순 툴에 대한 기능 설명을 배제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명령어들에 대해 학습하고,

예제들을 통해 활용능력을 익히게 되며, 실무위주의 표현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A011560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 2-1-2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형이나 화상 등의 그림 데이터를 생성, 조작,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련된 2차원, 3차원 그래픽을 습득한다. 3차원 프로그램 photoshop을 학습하여

건축 디자인에 이해하고 응용한다. 건축 디자인 관련 3차원 설계 툴 활용 및 학습, 건축

판넬 제작을 포토샵 툴 활용 및 학습, 컴퓨터를 이용한 아이디어 전달을 학습하고 습득한다.

E055790 BIM설계(BIM Design), 2-1-2

건축실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REVIT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 및 응용하는

과목이다. BIM설계는 디자이너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건축 실무자, 또는 건축주 등

건물의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실무기법을

배운다.

E051460 건축구조(Architectural Structure), 3-3-0

건축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의 종류와 부재의 배치방법, 골조의 모양과 역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재료, 구조체 명칭, 용어 등을 이해하고, 구조물의 구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를 선정할 수 있는 자질의 개발과 건축물 시공의 공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E050320 구조역학(Structural Dynamics), 3-3-0

구조물의 힘의 흐름을 힘의 종류, 정정 구조물의 반력, 응력 등에 대하여 그 원리를 이해한다.

특히 구조역학은 건축설계와 건축구조로 대별되는 건축학과의 과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이다. 보를 중심으로 수직 및 수평하중 특성에 따른 힘, 전단, 축방향력이

응력도 형태를 파악하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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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5440 재료와구법(Material and Construction), 3-3-0

다양한 건축 재료의 특성과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건축학의 기초 과목이다. 건축구조

물의 올바른 설계를 위한 재료의 분석, 생산, 특성 및 구조재료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설계, 시공적인 측면을 다룬다.

E056360 건축시공디테일(Architectural Construction Details), 2-1-2

건축물의 구조체를 분리해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외장재 시공 동영상을 통해 시공 방법을

이해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꼭 필요한 단열과 방수공법의 적용방법을 숙지하고, 다양한

내부마감재를 시공법을 알아보고 이해하며 도면화 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건축물 작동에

필요한 기계, 전기 시스템을 파악하여, 건축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E052470 건축프로젝트관리(Architectural Project Management) 2-2-0

최근 대형화, 복합화 되어가고 있는 공공발주사업이나 인테리어, 가구디자인까지 연결되어

지는 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다양한 건축프로젝트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방식 또한 다양해지

고 있다. 이에 실제 건축프로젝트가 실무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례를 확인하고,

유형별, 시설별 프로젝트 종류에 따라 관리 시뮬레이션을 운영한다.

S080260 건축법실무(Architectural Law), 3-3-0

건축가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질 중 건축물을 계획하거나 건축물을 형상화 할

때 각각의 분야에서 건축물이 허용되는 범위 또는 용도, 안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익혀 계획되는 건축물의 범위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며

시공분야에서 건축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정확하게 실현 되는가를 확인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050170 건축시공(Building construction), 3-3-0

강의, 현장학습,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건설 현장의 조직 및 그 역할, 그리고 각 공종별

다양한 시공 방법 및 장비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기초수준

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055420 건축견적및적산(Construction Estimation), 2-1-2

시설물을 시공을 위한 설계 도서를 파악하고, 설계 설명서 등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재료,

품, 경비 등을 산출하여 정확한 물량은 산출하는 실무 적산업무를 이해한다. 적산의 기초이

론 및 원리를 학습하고, 최신 적산자동화 기술 등을 이해하며, 공사단계별 프로젝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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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토대를 마련한다.

E041060 도시설계(Urban Design), 2-1-2

건축계획의 상위개념인 도시공간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탐구하여 도시맥락 속에 건축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고밀화된

도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원인을 조사하고, 지역, 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E050180 건축실무와윤리(Professional Practice and Ethics), 2-2-0

건축사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

실무에 적용되는 사무소 조직, 사업계획, 마케팅, 협상, 재정관리, 지도력 등의 기본원칙을

인지하고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행정적 업무 및 기획, 계획 설계, 본 설계와 감리 그리고

거주 후 평가에 이르기 까지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한다.

E052220 건축작품세미나(Design Seminar), 2-1-2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학생들의 발표 및 토론이 병행된다. 무엇이 아름다운 건축인

가, 아름다운 건축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 등의 주제를 통하여 건축을

보편적 시각으로 이해한다.

E055480 한국건축디자인(Korean Architecture Design), 2-1-2

한국건축이 어떻게 그 지역과 사회의 역사 및 문화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왔는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내고 한국건축 디자인의 생성 원리, 정체성(Identity)을 파악하도록 한다.

한국건축의 기본 흐름과 내용을 지역주의(Regionalism)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한국건축의

포괄적 특성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건축 설계에 접목시키는 능력을 함양한다.

E055940 건축구조의 이해(Architectural Structure & Safety), 2-2-0

건축구조의 기본 과정으로, 건축설계에서 구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운다. 구조시스템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물에 흐르는 힘의 종류, 부재의 종류와 배치방법상의 특징, 골조의

모양과 건물 형태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주요 건축 재료를 사용한 건물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056760 건축빅데이터(Architectural Big-data), 2-1-2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핵심요소기술인 빅데이터를 건축에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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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다. 건축빅데이터는 건축 설계분야에서 사용하는 도면과 같은 정형 데이터와 이론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축설계에서 사용하며 또한 건축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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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축공학

E050080, 건축공학개론(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Engineering), 2-2-0

건축공학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을 종합화하여 설명하고,

건축공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 정립을 위해 건축 디자인, 구조, 시공, 설비, 환경, 건축

역사 등 전반에 대한 이해와 소개를 진행한다.

E050100, 건축기초설계(Elementary Design), 2-1-2

공학설계(계획, 구조, 시공, 설비)의 기본을 이해하고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입체적인

모양 및 구조도면(슬래브배근도, 보 및 기둥배근도, 철골부재 작성)의 작성요령을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040310, 창의적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2-1-2

조형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며 다양한 재료를 횔용한 조형실습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건축공간, 인간과 실내공간, 조형물간의 구성적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051660, 건축구조의이해(Understanding Structures in Architecture), 2-2-0

건축물의 각 부재의 종류에 따른 힘의 흐름, 부재의 배치요령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구조의 평형, 안정, 강도(강성)의 관계가 설계에 있어서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E050320, 구조역학(Mechanics of Architectural Structure), 3-3-0

건축 설계의 기본으로 구조물의 힘의 흐름을 힘의 종류, 정정구조물의 반력, 응력 등에

대하여 그 원리를 이해하며, 구조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형특성을 단위부재에 대해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E050200,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s), 2-2-0

다양한 건축재료의 특성과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건축학의 중요한 기초 과목으로

건축구조물의 올바른 설계를 위한 재료의 분류, 생산, 제조, 특성 및 구조재료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설계적, 시공적인 측면을 다룬다.

E056580, 건축구조와모형(Architecture, Structural Design and Model Test), 2-2-0

건축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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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해 각 구조시스템의 실례를 참고하여 작품을 평가하고, 최소한의 구조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구조와 디자인의 관계를 규명한다.

E055960, 친환경건축(Sustainable Building), 2-2-0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열, 빛, 음 환경의 물리적 원리를 파악하고

건물의 구조적, 미적 기능 이외에 환경 및 에너지를 고려한 계획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E051920, 건축설계(Architectural Design), 3-2-2

건축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각 분야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시키고 실무와

연계된 건축공학 위주로 계획,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힌다.

E050300, 건축CAD(CAD in Architecture), 2-1-2

디자이너 또는 엔지니어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건축실무자, 건축주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컴퓨터를 통해 드로잉을 진행하며, 캐드프로그램을 이용해 2차원적인

도면의 설계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명령어를 익혀 실무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E051580, 건축구조역학(Structural Mechanics), 3-3-0

건축물에 흐르는 힘의 종류와 힘의 평형, 구조물의 성질, 반력계산법과 전단력, 휨모멘트의

계산원리 등을 이해하며, 단순보, 정정라멘, 정정트러스 등의 정정구조물의 전단력도,

휨모멘트도, 축방향력도 등의 부재내력도를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E054440, 철근콘크리트구조(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3-3-0

철근콘크리트구조는 구조체 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기술로써 골격형성 및 구조설계

를 위한 기본 학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구조역학, 재료역학을 기본이론으로하여

힘의 흐름에 따른 구조재의 특성·변형을 이해시킨다.

E050820,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3-3-0

최신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의 다양한 개념과 관리적, 기술적 기능을 이해하

고 CM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 적용에 대한 개념을 파악한다. 또한 건축학도로써

다양한 진로에 대한 모색을 통해 미래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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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2260 건축재료실험(Construction Material and Test), 2-0-4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인 여러 특성 및 그 분류와 정보 및

경제성을 파악하고, 개발되는 과정을 이해하여 구조물의 구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재료를 선정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고, 설계/시공과 연결하여 구조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다룬다.

E050060, 건축계획(Architectural Planning), 3-3-0

건축의 구체화 작업을 위한 제반 조건을 탐색하고, 요소를 분석한 후 건축물별로 계획능력

및 창의성을 배양하도록 한다. 교과학습에 있어서는 성격규명과 규모계획, 공간 상호연관성

과 사용성에 따른 동선체계를 위주로 사례조사 및 건축감상등으로 응용력을 높인다.

E055860, 건축강구조 (Steel Structuer for Arcuitecture), 3-3-0

최근의 고층건물및 장스팬구조물의 증가추세 및 보강기법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강구조

시스템의 특징및 재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설계방법(주로 LRFD)에 따른 중요 부재별

로 그 거동을 파악,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예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E050170, 건축시공(Building construction), 3-3-0

설계도서에 제시된 건축물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 이론과 기술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공사준비 과정에서부터 구조체공사에 이르는 건설공사 절차에 대하여

이해한다.

E055400, 3D BIM설계(3D BIM Design), 2-1-2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D CAD 툴을 활용하여 초기 개념설계에서 유지관

리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재 및 시공정보 등을 전산화된 언어를

통하여 기능적 물리적 특성 등을 연계시키고, 이러한 정보 등을 토대로 3차원 빌딩 모델을

가지고 건물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해한다.

E051350, 건축공정관리(Architectural Time Management), 2-2-0

건축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공정관리 활동을 중심으로 건축사업 내용과

절차, 설계도서의 분석, 물량산출, 일위대가, 내역서, 원가계산서 등의 실무를 파악하고,

공정관리의 이론과 공정관리프로그램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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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0271, 캡스톤디자인I(Capston Design I), 2-0-2

건축공학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이해하고,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공학에 대한 이해와

공학응용에 유용한 도구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건설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설계의 기본 개념과 창의적인 설계방법을 활용, 건축공학설계의 구성요소

및 여러 가지 제한조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 프로젝트 모델을 종합적으로 설계한다.

S080240, 건축법규(Building Law), 3-3-0

건축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건축실무자가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건축법과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E051380 건축공학설계(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 2-1-2

공학설계(계획, 구조, 시공, 설비)의 기본을 이해하고 철근콘크리트 설계를 위해 국내에서

종전에 주로설계해온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조물의 파괴특성을 명확히 하고, 특히 지진시

의 연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극한강도 설계법이 주된 설계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미루어 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휨재·압축재 등의 파괴특성을 이론을 통하여

이해한다.

E052000, 건축설비(Building System), 3-3-0

급배기구 위생설비, 냉 난방 공조 등의 열환경 조정설비, 환기 공기정화 등의 공기환경조정

설비, 소음 방진 등의 음환경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반송설비, 대기오염방지,

수처리장치 등의 공해방지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관련 모든 설비로써 건축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적 방법의 환경제어 시스템을 다룬다.

E050230, 건축적산실습(Construction Estimation), 2-1-2

시설물을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파악하고, 설계설명서 등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재료,

품, 경비 등을 산출하여 정확한 물량은 산출하는 업무를 배양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II(Capston Design II), 2-0-2

건축공학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이해하고,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공학에 대한 이해와

공학응용에 유용한 도구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건설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설계의 기본 개념과 창의적인 설계방법을 활용, 건축공학설계의 구성요소

및 여러 가지 제한조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 프로젝트 모델을 종합적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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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1530, 건축구조물파괴와실험(Destruction of Architectural Structures with Experime

ntal), 2-1-2

각종 건축재료 실험에 관한 기초적 이론 교육을 실시한 후 KS에 준하여 건축구조재료에

관한 실험과정을 통해 재료의 구조적 특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축구조물의

구조적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체의 설계 및 제작, 계측기의 조건, 설치 및 계측방법을

습득하고 실험을 통한 구조물의 파괴매커니즘을 규명한다.

E056880 스마트건축공사실무(Smart Building Construction Practice), 2-2-0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건축설계, 구조, 시공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건설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설계변경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 및 공사관리기법을

습득한다.

E043510, 환경계획및실험(Architectural environmental Planning), 3-2-2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열, 빛, 음 환경의 물리적 원리를 파악하고

건물의 구조적, 미적 기능 이외에 환경 및 에너지를 고려한 계획방법을 터득한다.

E056750, 스마트건축구조(Smart Building Structure), 2-1-2

구조물 중 보 및 휨재, 기둥, 정정구조물의 변형 그리고 부정정 구조물의 변형을 학습하고

2D 및 3D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력해석, 부재설계에 대해서 사용요령을 습득한다.

E056610, 시설물리모델링과유지관리(Remodeling and Maintenance Management of Faci

lities), 2-2-0

시설물리모델링 부분에서는 기존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과 쾌적성 및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 등을 학습한다.

그리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 이용자

들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학습한다.

E051560, 건축구조실무설계(Earthquake Resistance Design), 2-1-2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내진설계시에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요소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며,

우선 지진의 발생에서 화재에 의한 피해까지 일반적인 사항을, 지지파, 진도, 지반의

흔들림, 액상화및 구조물의 흔들림에 대해 소개를 한다. 그리고 건물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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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구조물의 안전설계, 내진성능의 실험, 내진진단과 보강요

령에 대해서 이해한다.

E056890, 스마트안전진단과보강공법(Smart Safety Diagnosis and Reinforcement Metho

d), 2-2-0

건축구조물이나 건축 재료의 결함에 관하여 알아보고 결함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진단 검사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보강 공법과 최근 개발되고 있는 첨단 보수/보강 공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다.



■ 부 동 산 지 적 전 공 ■

1) 개 황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은 2000년 8월 8일 개설된 도시정보지적공학과가 2005년

5월 10일 확대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전공으로 기존 대학의 부동산학과, 지적학과, 법학과

등에서 부분적으로 강의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특성화한 전공이다.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조사ㆍ등록ㆍ공시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탐구하고, 부동산개발ㆍ중개ㆍ감정평가ㆍ금융ㆍ마케팅 등 관련

응용학문의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지적 및 부동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부동산지적전공에서는 전공과 관계된 각종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졸업 후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으로의 진출은 물론 사회적으로 공인된 다양한 분야에

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동산지적전공의 재학생들은 전공 학습을 통하여 지적(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

보(산업)기사 등의 기술자격은 물론이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산관리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실무 분야로 진출하게 된다.

- 지적분야 : 지적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적측량회사 등

- 부동산분야 : 부동산개발/관리/컨설팅 회사,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설회사 등

- 공통분야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 기타 : 전공 관련 심화학습을 위한 대학원 진학 및 연구원 진출 등

2) 교육목표

대학의 교육목표인 ‘창조적인 전문인’, ‘전인적인 지성인’ 및 ‘실천하는 봉사자’를 양성하

기 위한 부동산지적전공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창조적인 전문인

- 올바른 국토관(國土觀)을 함양한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 국제화에 걸맞는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② 전인적인 지성인

- 현장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 정보기술 처리능력을 갖춘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③ 실천하는 봉사자

-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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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방침

부동산지적전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창의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립형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목적지향형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산학협력 중심의 생동감있는 현장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학생과 교수간 쌍방형 의사전달이 원활할 수 있는 전담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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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E045330-02, 국토정보의이해(Introduc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3-3-0

국토정보의 생성(조사, 측량), 수집, 가공, 이·활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맥락과 그 상호간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전공 실무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기법적 요소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응용 감각을 교육한다.

S120110-01, 지적학원론(Cadastral Science Theory), 3-3-0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지적학의 접근방법 및 연구 분야를 모색하고 지적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특성 파악 및

학습 내용 등을 교육한다.

S120560-01, 부동산학개론(Real Estate Science Theory), 3-3-0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인 특성에 기초한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에 대한 각종 이론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적인 부동산 환경변화에 따른 명확한 조사ㆍ판단ㆍ예측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을 교육한다.

E045380-01, 부동산관계법규(Law of Real Estate Relations), 3-3-0

부동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공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하고, 사인의

토지재산권에 가해지는 공법상의 각종 및 그에 부수되는 인ㆍ허가 과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개별법의 내용을 교육한다.

E045380-01, 부동산정보공개및활용(Disclosure and Use of Real Estate Price Informatio

n), 2-2-0

공개되는 부동산정보의 종류와 내용, 공개절차 등을 파악하고, 부동산중개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50740-01, 지적조사이론(Cadastral Research Theory), 2-2-0

지적활동에 대한 지적현상학적 원인 규명과 결과 도출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방

법론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 가능한 실증적인

조사ㆍ분석기법의 내용을 교육한다.

E056480, 지적조사실습(Cadastral Research Practice), 1-0-1

토지에 대한 물리적, 인위적, 권리적 현황을 등록·공시하기 위해 필지단위의 지적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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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원인 규명과 결과 도출을 위한 조사방법을 현장 중심으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

기법을 실험·실습을 통해 교육한다.

S120130-01, 토지정보체계론(Land Information System Theory), 2-2-0

토지정보의 생성, 구조,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그에 관한 응용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학습함으로써 지적 및 부동산실무 분야의 토지정보체계 구축/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S120020-01, 국토및도시계획(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3-3-0

국토 및 도시의 이용ㆍ개발에 따른 각종 계획의 체계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입안ㆍ결정과

정 및 계획집행에 따르는 전반적인 부분을 학습하고,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구조 및 그 세부 내용을 교육한다.

E045360-01, 디지털지적응용(Application of Digital Cadastre), 3-3-0

디지털 지적정보의 구축에 필요한 측량기초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디지털지적 활용

능력을 교육한다

E045400-01, 부동산빅데이터와입지분석(Real Estate Big Data and Location Analysis),

3-3-0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의 특성과 입지를 이해하며, 부동산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원리, 유통구조, 정보취득과정을 교육한다.

S080730-01, 지적관계법규(Law of Cadastral Relations), 3-3-0

지적 전공 관련 법제의 유형 및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지적관련 자격증 취득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는 과정에서 지적 관계 법규에 관한 기초 이론과 법제

실무를 겸비하도록 교육한다.

E045440-01, 지적전산및CAD실습(Cadastral Computing and CAD Practice), 1-0-2

지적도면 및 지적정보 구축으로 위해 지적도면의 제작과정과 사용에 관한 실기능력을

교육하고, 사용 및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지적전산실기를 교육한다

E045450-01, 지적전산및CAD이론(Cadastral Computing and CAD Theory), 2-2-0

지적도면 및 지적정보 구축으로 위해 지적도면의 제작과정과 사용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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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지적전산이론을 교육한다

S120950-01, 도시재생론(Urban Restoration), 3-3-0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비사업 등에 관한 기초 이론 및 실무를 학습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유형, 그 구체적인 방법론 및 외국의 도시재생 사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E045370-01, 부동산가격정보관리(Real Estate Price Information Management), 2-2-0

부동산 분야의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등 부동산가격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한다.

E045390-01, 부동산권리분석(Real Estate Rights Analysis), 3-3-0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사실상의 하자 등을 조사·발견하여 안전한 부동산활동을 도모하

고 부동산권원(不動産權原)과 부동산활동에 대한 다양한 권리에 대한 기초 교육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한다.

E056520-01, 지적기초측량실습(Cadastral Control Surveying Practice), 1-0-2

지적측량의 기초 골격을 갖추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도근측량의 기초

원리를 학습하고, 지적기초측량의 유형별 과정 및 방법, 관측계산 기법 등을 실습함으로써

전문 지적기술자격을 겸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E056510-01, 지적기초측량이론(Cadastral Control Surveying Theory), 2-2-0

지적측량의 기초 골격을 갖추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도근측량의 기초

원리를 학습하고, 지적기초측량의 유형별 과정 및 방법, 관측계산 기법 등의 이론 교육함으

로써 전문 지적기술자격을 겸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E045340-01, 국토정보컨텐츠어드벤쳐디자인(Land Information Content Adventure Desi

gn), 3-3-0

국토를 대상으로 수집, 생성된 국토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융복합 컨텐츠를 디자인하는

능력과 실력을 함양한다

S120380-01, 부동산금융론(Real Estate Financing), 3-3-0

금융에 관한 일반론 및 부동산유동화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 금융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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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특성, 내용,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학습하고, 효과적인 부동산금융 메커니즘의

이ㆍ활용 사례 및 내용 등을 교육한다.

E056540-01, 지적세부측량실습(Cadastral Detail Surveying Practice), 1-0-2

지적기초측량을 통해 구성된 지적기준점을 토대로 하여 개별 필지의 경계를 측정하는

세부측량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그에 따른 지적세부측량의 유형별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으로써 전문 지적기술자격을 겸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E056530-01, 지적세부측량이론(Cadastral Detail Surveying Theory), 2-2-0

지적기초측량을 통해 구성된 지적기준점을 토대로 하여 개별 필지의 경계를 측정하는

세부측량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그에 따른 지적세부측량의 유형별 과정 및 방법을

실습함으로써 전문 지적기술자격을 겸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S120030-01, 부동산개발론(Real Estate Development Theory), 3-3-0

부동산개발의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유형별 절차 및 방법, 관계 법규, 사업성

분석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개발 대상지의 선정, 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행방법

등에 관한 실무 부문의 내용을 교육한다.

E045430-01, 지적및부동산분쟁실무(Practice of Cadastral and Real Estate Dispute), 3-3-0

지적분쟁에 대한 결과인 지적판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과 그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S090270-06,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0-3

4학년들 대상으로 그동안 학습한 전공 기초 이론 및 실무 심화·응용 이론을 바탕으로

그룹별 학생자체과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 문제해결

을 위한 조사·설계·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E045350-01, 디지털수치지적(Digital Cadastre), 3-3-0

입체적인 지적 기초이론과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수치화된 지적도면을 생성, 분석, 활용

기술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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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5420-01, 부동산통계및정책(Real Estate Statistics and Policies), 2-2-0

부동산정책의 종류와 내용을 학습하고, 국토정보 및 통계자료를 통해 부동산정책 수립의

근거 및 효과를 교육한다.

E050730-01, 지적실무(Practice of Cadastrology), 3-3-0

지적학의 기초 이론과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무의 내용과 그 처리과정 등에 관하여 분야별 특성에 입각한 이론학습 및 현장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전문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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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간 정 보 전 공 ■

1) 개 황

21세기 인류의 일상생활은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도 및 가상현실 제작과 관리, 국토 개발과 관리, 미래도시 설계,

재난·재해 예측과 관리, 지구환경 관측 등 일반 국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일들이 디지털 정보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분야의 정보를 총칭하여 공간정보

라 부르며 공간정보의 획득, 처리, 분석 등을 배우는 학문이 공간정보공학이라 할 수

있다. 공간정보공전공은 시시각각 쏟아지는 공간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을 통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 교육목표

전문화․세분화․고도화된 다음세기 지식정보 산업사회에서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산업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정된 지표공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공학 등의 상호 연계된 새로운 이론적 배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본

학과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기초로 한 학과로서 국토조사를 통한 국가정보체계구축

을 위한 능동적인 인재양성은 물론 국토공간관리와 국가기반산업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응용교육과 실무교육을 연계한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건설 및 국가기간

산업의 원동력이 될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 교육방침

본 학과에서는 국가정보체계구축을 위한 능동적인 인재양성은 물론 국토공간관리와

국가기반산업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및 응용교육과 실무교육을 연계한 현장 적응능

력을 배양하여 각종 건설 및 국가기간 산업의 원동력이 될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교육목표와 시대적으로 필요한 학문의 동향 및 첨단교육 방법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여기에는 지리정보(GIS), 측지 및

GPS, 드론 운용 및 활용, 일반측량 및 사진측량, 원격탐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기본 지식을 지니고 실무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지식정보기반사회에

요구하는 전문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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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표

학년

1 학 기 2 학 기

구분 교 과 목 학점
시 수

구분 교 과 목 학점
시 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국토정보의이해 3 3 전선 드론기초와활용 3 3 　
전선 공간정보학개론 3 3

소계 편 성 학 점 3 3 0 편 성 학 점 3 2 2

2

전선 지리정보시스템 3 3 　 전선 GIS공간분석 3 3 　
전선 위성원격탐사 3 3 　 전선 GIS프로그래밍기초 2 2 　2
전선 컴퓨터지도학 3 3 　 전선 조정계산론 3 3
전선 공간통계학 3 3 　 전선 기초측량학 3 3

소계 편 성 학 점 12 11 2 편 성 학 점 15 14 2

3

전선 GIS프로그래밍 2 2 　2 전선 3차원GIS 3 3 　
전선 사진측량학 3 3 　 전선 응용측량학 3 2 2　
전선 GNSS위성측위학 3 3 　 전선 공간정보처리 3 2 2　
전선 첨단위성영상분석 3 3 　 전선 캡스톤디자인I 2 2

　

소계 편 성 학 점 15 14 2 편 성 학 점 12 11 1

4

전필 캡스톤디자인II 2 　 2 전선 공간정보빅데이터분석 2 2

전선 위치기반서비스(LBS) 3 3 전선 GNSS자료분석 3 2 2　

전선 첨단공간정보활용 3 3 전선 드론영상처리 3 2 2

전선 첨단공간정보처리 3 3

소계 편 성 학 점 9 6 3 편 성 학 점 9 5 5

교양필수 : -학점 교양학점계 : -학점
전공선택 : 73학점 전공필수 : 2학점 전공학점계 : 75학점
(전공공통 : 0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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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해설

E045330 국토정보의 이해(Understanding of land and information), 3-3-0

빅데이터, AI, VR/AR, IoT 등을 활용하는 국토정보에 대해서 배운다

E040710 공간정보학개론(Introduction to spatial Informatics), 3-3-0

공간정보기술을 처음 접하는 전문 공학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기술 기술자

및 일반인들이 쉽고 빠르게 기초적인 이론에서부터 다양한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실무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045510 드론기초와활용(Elements and applications of drones), 3-3-0

공간정보의 정의를 비롯하여 공간정보 획득, 처리, 분석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E040300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3-0

GIS는 지리 지형의 개념과 정보처리 개념, 그리고 시스템 공학의 개념이 혼합된 학제간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GIS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 자료관리와 분석적 차원의

이해 및 오차 발생과 관련된 이론을 배운다.

E040240 위성원격탐사(Satellite Remote Sensing), 3-3-0

위성원격탐사는 지표, 지하 및 우주공간의 대상물에 대해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를 이용하여, 대상물에 직접 contact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이를

컴퓨터로 프로세싱 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다.

E040330 컴퓨터지도학(Computer Cartography), 3-3-0

본 강좌의 목적은 지리정보를 표현하고 시각화하는 이론과 기법을 주제도 작성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데에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주제도의 선택,

지도의 요소, 투영법, 기호와 상징, 자료의 취득, 자료의 분석과 구분, 색상의 원리, 자료의

변환, 지도 디자인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한 이론과 개념에 따라 지도제작 및 표현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E040040 공간통계학(Spatial Statistics), 3-3-0

지리정보서비스의 주요 기술로서 통계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공간통계학은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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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게 되는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한 통계과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E040470 GIS공간분석(Spatial Analysis), 3-3-0

지도분석기법과 공간현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최신 기법에 대해 논의한다. 공간현상의

패턴, 구조, 입지, 예측에 필요한 방법론을 학습한다.

E040480, GIS프로그래밍 기초(Basic GIS Programming), 3-2-2

GIS의 개발 도구로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운다. 연산자,

제어구조와 같은 기본 문법과 활용 방법을 배운다.

E043010 조정계산론(Spatial Statistics), 3-3-0

관측값 으로부터 미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조정계산 이라하며 조정계산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배운다. 또한 조정계산에 필요한 선형대수, 선형식 및 비선형식을 다룬다.

E045500 기초측량학(Elementary Surveying), 3-3-0

측량의 개요와 기초 측량 방법을 배운다.

E040340 GIS프로그래밍(GIS Programming), 3-2-2

GIS프로그래밍 GIS 응용 모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과목이다.

E040080 사진측량학(Photogrammetry), 3-3-0

사진측량은 사진을 이용하여 대상물간의 상대적 위치 관계 또는 대상물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 학문이다. 영상모델, 영상개선, 영상의 기하변환 및 분할, 영상매칭과 같은 영상처

리기법과 첨단항공센서에 대한 소개, 수치도화기의 구성 및 원리, 표정과정의 자동화기법,

수치표고모델 및 정사영상의 생성과정 등을 다룬다.

E040350 GNSS위성측위학(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3-3-0

GNSS 기초이론을 포함하여 자료구조 및 다양한 측위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GNSS의

기초이론을 포함하여 정확도에 따른 다양한 측위기법을 이해한 후 실제 자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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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0320 첨단위성영상분석(Satellite Image Analysis), 3-3-0

다양한 위성의 활용분야에 대한 소개와 이론적인 배경을 학습하고, 위성영상자료의 특징

및 처리과정을 실습을 통해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지구관측 위성과 고해상도 위성에

관한 기초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고, 원격탐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위성영상처리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45460 3차원GIS(3D GIS), 3-3-0

AR/VR 기반의 3차원 GIS에 대한 소개와 활용 분야를 학습한다.

E053920 응용측량학(Applied Surveying), 3-2-2

응용 측량 방법을 배우고 측량 실습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처리한다.

E045490 공간정보처리(Spatial Data Processing), 3-2-2

다양한 방법에 의해 획득된 공간정보의 처리 및 분석 방법에 대해 배운다.

S090271 캡스톤 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2-0-2

공간정보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론을 재점검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익힘과 동시에 각 분야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로서 학생들에게

자기 점검과 성취도를 함양시키고자 한다.

S090271 캡스톤 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0-2

공간정보 전공 학생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졸업

논문 대신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E045530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3-3-0

공간정보는 기본적으로 위치기반의 자연물 및 인공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배운다.

E045560 첨단공간정보활용(Advanced spatial data application), 3-3-0

빅데이터, AI, VR/AR, IoT 활용하는 공간정보 기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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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5550 첨단공간정보처리(Advanced spatial data processing), 3-3-0

다양한 첨단 공간정보 취득 및 처리 방법을 배운다.

E045480 공간정보빅데이터분석(Spatial Big Data Analsysis), 2-2-0

공간빅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한다.

E045470 GNSS자료분석(Analysis of GNSS data), 3-2-2

GNSS 수신된 데이터의 처리, 분석 및 해석하는 기법을 실무차원에서 습득한다.

E045520 드론영상처리(Processing of Drone Imagery), 3-2-2

드론 영상 취득 절차 및 처리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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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방 재 학 과 ■

1) 개 황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는 소방학 및 방재학을 접목시킨 국내 최고 수준의 4년제

소방관련 학과이다. 본 학과는 소방방재 분야의 기본이론과 현장실무, IT기술이 융합된

전문 지식을 교육하여 졸업 후 화재 및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및 지휘가 가능한

소방공무원과 소방방재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 소방방재학과는 2004년 3월 연계전공으로 소방방재정보전공으로 개설되어, 2005년

3월 전국최초로 소방방재정보학과를 신설하였다. 같은 해에 계약학과로 소방방재행정학과

신․편입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하였다. 2006년 3월에 소방방

재학부 소방방재정보전공 및 소방방재행정전공으로 확대 개편하여, 2007년 소방방재행정

학과 1회 졸업생 배출, 2009년에 소방방재학부(소방방재정보전공)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

다. 2009년 3월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소방방재학부의 세부전공을 소방시스

템전공과 소방안전전공으로 개편하였다. 2011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내 유일한 소방관련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2012년 3월부터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체특별편입반(야간)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3월에 트랙제 도입에

따라 소방방재학과 소방시스템트랙 및 소방안전트랙으로 개편되었다.

2012년 4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특수재난현장 긴급대응기술개발 사업단(5년간

290억원)」을 유치하여 화재진압장비 및 현장대응기술, 현장안전활동, 현장 구조구급

등의 기술개발을 총괄하였다. 또한 2014년 2월 전국 4년제 소방관련 학과로는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에 선정되어 「목표지향형 소방안전

인력양성사업단(5년간 35억원)」을 운영하는 등 명실 공히 전국최고의 소방방재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는 학․연․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학과 단위의 연구역량 극대화는 물론 미래사회의 주목할 만한 전문 인재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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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국가 기간산업의 발달과 경제생활의 신장으로 산업체 및 건설현장에서도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방의 역할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은 소방방재 기술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범정부적으로

촉발하게 되었다.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지식을 겸비한 소방공

무원 및 소방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2005년 신설되었으며, 2020년 현재에는 소방시스템분

야와 소방안전관리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소방전문인력 양성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체계

적인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첨단 소방방재시스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유일하게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 석․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체 재직자 및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체특별

편입반(야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상호간의 인적네트워크 및 상호협력체제 구축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부설 ‘소방방재IT연구소’에서는 소방정보화사업 및 기업컨설

팅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본 소방방재학과는 전국 최고의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의 소방공무원 배출, 소방설비기사/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교육사 국

내 최고의 합격률, 소방설비기사 100% 합격, 미국 및 일본 유학을 통한 소방분야 고급인력

양성,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등의 선진소방학문 습득 등의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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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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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해설

E040180, 소방학개론(Fire Protection Theory),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이며 소방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소방조직과 기능,

재난관리 등의 기본적인 소방업무 관련 내용과 연소이론 및 화재소화이론 등의 화재공학관

련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소방시설과 소방법규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통해

소방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E044140, 안전관리론(Safety Management), 3-3-0

위험요소, 사고, 재해의 발생 메커니즘을 학습한 후 각종 시스템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를 발견하는 수법과 사고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기른다.

S080620, 소방법규해설(Commentary of Fire Protection Laws),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 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관련 기본 법률에 대해

학습한다. 즉, 법이 어떻게 하여 제정되고 적용되는지에 관한 체계를 설명하고 소방관련

규정, 기본원칙, 소방책임자나 조직에 대한 다양한 법적 행위를 학습하고 소방관련인들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다룬다.

E040220, 소방화학(Fire Protection Chemistry), 3-3-0

소방학의 중심축에 있는 연소 이론, 소화이론, 위험물질론 등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화학이론을 소개하는 강좌이다. 따라서 물질의 명명법과 특성, 산화반응을 포함한

각종 화학반응의 형태에 따른 특성 등을 학습한다.

E044260, 소방시설의구조원리(Structural Principles of Fire Protection System), 3-3-0

도시의 밀집화, 대형화, 고층화로 인한 화재 및 각종 재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생활에

일상의 안전과 재해 시 작동하게 되는 각종 소방시설의 구성요소 및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학습한다.

E040150, 소방유체역학(Fluid Mechanics for Fire Protection), 3-3-0

소방분야의 기초 전공과목이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화재현상과 소방시

설을 이해하고 유체의 물성과 유체유동을 해석하는 지배방정식에 대해 학습한다. 기본적으

로 배관 내 유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관내마찰과 유동해석을 통해 소방시설에서

필요한 유체기계의 용량을 선정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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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0140, 소방시스템CAD(Computer Aided Design for Fire Protection System), 3-2-2

소방시설 관련 산업체 요구 교과목이며 3학년 과정의 소화설비설계실무 및 소방전기설계실

무의 선수과목이다. 소방시설의 설계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AUTOCAD 프로그램의 내부환

경 및 운영방법을 학습함으로써 2차원 도면작성기법을 습득하고 학생들의 설계실무역량을

함양한다.

E043450, 화재역학(Fire Dynamics), 3-3-0

열/물질전달, 연소반응 기초하여 화재의 시작과 전파 및 확대과정을 학습하여 구획공간에

서의 다양한 화재현상과 특성을 이해한다.

E040160, 소방전기회로(Electric Circuits for Fire Protection Systems), 3-3-0

소방전기시설을 이해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전기회로를 구성하

는 기본 소자들의 기초 특성과 동작원리를 익히고, 화재경보설비 및 소방전기시설을

구성하는 다양한 회로들의 해석 및 설계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소방관련 전공자가 현장에서

의 원활한 소방시설관리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E040250, 위험물질론(Theory of Hazardous Materials)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이며 위험물질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중심으로 위험등급및 지정수량, 공통성질, 저장 및 취급시

유의사항, 예방대책 및 소화방법에 관해 소개하고 이들 위험물의 성질 및 특성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E044130, 소화설비론(Fire Protection System),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 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관련법령을 토대로 소화설

비의 설치대상을 파악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설치기준을 이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와 그 설치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발화온도 이하로의

냉각, 산소공급 차단, 가연물질 제거 그리고 연쇄반응을 차단 및 억제하는 소화방법 등

다양한 이론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E041580, 소방경보시스템공학(Engineering of Fire Alarm System),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 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화재 발생시 소방대상물의

인명을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경보시스템에 대하여 그 기능을 이해하고 현장과 대응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이를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소방경보시스템의 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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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법적사항, 점검실무에 대해 학습한다.

E044280, 위험물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for Hazardous Materials), 3-3-0

위험물질을 수강한 수강자들에게 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른 취급 방법을 소개하는 강좌로서,

위험물의 제조/운반/보관에 관한 방법을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학습한다.

E042040, 소화약제학(Fire Extinguishing Agents),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 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화재 시 사용되는 소화약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각종 소화약제의 개요, 물리ㆍ화학적 성질, 소화효과, 적응화재,

독성, 저장방법,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최근 새로

개발되고 있는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E041900, 소방전기설비공학(Electrical Engineering for Fire Protection Systems),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 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대상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재실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설치되는 피난유도설비와 소화 활동설비,

소화설비의 부대전기 설비 및 방재배선, 방재전원에 대하여 학습한다. 아울러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들 간의 제어 흐름을 다룬다.

E040090, 성능위주소방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3-2-2

소방관련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성능위주의 설계방식에 대해 학습한다. 성능목표와

성능기준을 설정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화재에 대한 화재 및 피난

해석결과를 검토하여 건축물의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술을 습득한다.

E044300, 설계도면의이해및적산(Understanding and Integrating of Drawings), 3-2-2

소방도면의 독해와 이해를 위해서 소방도면과 연계된 건축기본도면의 구성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건축기본도면의 기본적인 이해도 함양, 소방도면의 독해 및 적산의 기초적

이해를 학습한다

E044290, 화재시뮬레이션(Computational Fire Modeling), 3-2-2

유체유동, 열 및 물질전달, 연소현상 등 복잡한 화재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해석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법을 이해하며, 미국립 표준기술원에서 개발된

화재전용 해석프로그램인 FDS모델을 이용하여 화재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입력변수구성 및 구획공간 화재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해석 역량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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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2-0-2

소방방재학을 전공하면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 제작, 평가하는 과정을 학습하여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캡스톤디자인Ⅰ에서는 소방분야

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0-2

소방시스템 전공분야의 창의적 공학설계 개념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공필수 교과목으

로써, 조별 과제수행을 통한 역할분담 및 팀워크 함양,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능력 함양,

창의적 설계 및 제작능력 배양 등을 통하여 소방시스템분야에서의 실무 및 독창적 아이디어

도출 능력을 배양한다.

E042980, 제연설비론(Theory of Smoke Control System),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 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연기의 유동과 효과적인

제연방법, 제연설비의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과 법적기준, 점검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E044320,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3-3-0

재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물질 및 설비의 위험요소를 HAZOP 등 여러 가지

위험확인 기법을 이용하여 찾아내고,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기법 및 평가방법을 공부한다.

E044330, 소화설비설계실무(Design for Fire Protection System), 3-2-2

소방관련법령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등의 평면도 및 계통도 작성 방법 및 순서를 이해하고 AUTOCAD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직접 설계 실습을 함으로써 소화설비설계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E044340, 소방전기설계실무(Electrical Design for Fire Protection Systems), 3-2-2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종합경보실습실에 구축된 소방전기 통합

실습장치와 결선 시뮬레이터 등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실 건축물의 소방전기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습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15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E044230, 건축소방 및 피난방화(Fire Protecting Architecture and Evacuation), 2-1-2

소방 및 방화활동을 위한 건축물 재료적 특성을 학습하고 특히 방화 및 내화설계에 대해서

집중 학습한다. 더불어 화재 시 피난에 적용되는 군집피난, 보행속도 등을 적용한 학습을

하고 Exodus 와 Pathfinder 피난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특정 시나리오에서의 피난에

대한 학습한다.

E044350, 소방점검실무(Fire Protection System Inspection), 3-2-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위해서 소방시설별 필요한 점검이론

및 점검방법 그리고 관련 소방법령을 학습하고 소방종합기계실습실의 실습과정을 통해

심화 학습한다.

E044380 소방ICT융합기술론(Convergence Technology of Fire ICT), 3-3-0

기초통신이론, 유무선 통신체계를 포함한 소방통신기기 및 긴급구조시스템의 정보체계

등을 학습하고,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개념 및 표준화 추진 현황 그리고 외국의 통신정보시

스템의 사례 등도 함께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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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도 학 부 ■

1) 개 황

녹색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저감의 최적

대안으로 철도교통이 대두되면서 철도는 제 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을 90분 권역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확충과 수도권을 통합하는 대심도철도(GTX)

및 고속철도의 해외수출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 협력과 통일을 위해

장기적으로 남북 철도의 완전한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철도는 남북을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교통·친환경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일대학교 철도학부는 ‘철도 기관사 양성’ 및 ‘글로벌

물류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17년 철도학과가 신설되었고, 2020년 3월 철도학부로 확대되

면서 철도차량운전전공과 철도운전시스템전공을 개설하였다.

우리 대학의 철도 관련 교육 역사를 살펴보면, 2005년 철도경영학과를 신설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철도관련 학과를 유치하였다. 이후 2010년 철도학부로 개편되어 운영되

다가, 2011년에는 철도·전기공학부 내에 철도기술전공을, 경영학부 내에 철도경영전공을

분리·운영하였다. 이후 철도 관련 재학생들의 입학 및 취업 성과에 힘입어 2017년 3월에

전기·철도공학부의 철도기술전공을 분리하여 30명 정원의 철도학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2020년 3월 50명 정원의 철도학부가 출발한 점을 보면, 우리 학교에서 철도 관련 역사가

짧다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 철도학부는 철도기관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모든 재학생은 1, 2학년 과정에서 철도기관사 양성과 관련된 모든 이론교육을 이수할

것이고, 3, 4학년 과정에서는 전공별로 한층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이다. 기존의

철도 관련 전공과 차별화하여 철도 운전 전문가와 글로벌 SCM/물류 및 교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공학과 기술 그리고 경영의 융합 교육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대학은 20억여 원을 투입하여 철도기관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훈련기관

인 ‘KIU철도아카데미’를 2019년 1월 개원하여, 연간 12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KIU철도아카데미’가 개원하면서 기존의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철도기관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능 교육을 과거 코레일 인재개발원이나 타 대학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하던 불편을 줄이고, 교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학교의 재학생은 물론, 주변의 다른 교육생들까지 포함하는 영남권의

대표적인 기관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확대 개편한 철도학부는 우수한 입학생 및 양질의 취업,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KIU철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완벽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경일대학교를 넘어

지역의 최고 학부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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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철도학부는 21세기 교통·물류의 핵심인 철도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철도

기관사를 양성하고, 철도·항공·도로·해운의 복합물류운송 산업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SCM/물류 및 교통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철도

기관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철도운영 공기업과 철도운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복합물류운송

산업에의 이해와 더불어 언어 및 IT 활용 기술도 겸비한 물류 정보화 및 SCM/물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통 분야의 철도계획과 설계 및 첨단교통시스템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교육방침

철도학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 철도 및 물류·교통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공학과 기술 및 경영, IT의 융·복합 교육을

실천한다.

- 철도기관사 면허 시험 필수과목을 개설하고, 집중적인 조기 지도를 통해 재학생

전원이 철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달·생산·보관·하역 및 복합 운송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운송 물류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 철도 계획 및 수요 예측과 설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 글로벌 철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학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교수진이 철도산업 및 일반 산업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 현실성 있는 교육지도를 한다.

4) 전공소개

① 철도차량운전전공

철도기관사 양성과정을 전공공통으로 이수하여, 철도운전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기

술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된 전공이다. 현대 철도가 발전해 나가는 분야는 전기철도이다.

철도차량운전전공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공의 융합과정을 통해 전기공학적 지식을 기본으

로 습득하여 철도운전분야와 철도전기차량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전기, 철도설비 등 철도산

업 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철도공학,

철도신호, 철도안전체계 등 철도의 기본소양을 추가로 심화 학습하도록 하여 철도차량운전

전공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철도 현업에서 계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소양을 다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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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이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일반 산업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전기

및 제어분야의 기술인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② 철도운전시스템전공

철도기관사 양성과정을 전공공통으로 이수한 후, 3, 4학년 과정에서는 좀 더 특화된

철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전공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식과 기술역량을

갖춘 철도 및 물류·교통 전문가를 양성하여 철도기관사 외 철도의 다른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시행한다. 여객 수송뿐만 아니라 철도가 담당하는 물류의

복합운송 체계에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SCM/물류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철도시스템의 계획과 설계, 관리·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에

최적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이다.

5) 교육과정표

철도학부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철도산업의 이해와 전문 능력 배양에 필요한 기본이론 교육과정

- 전기철도기관사 면허 취득을 위한 철도기관사 실무·실습 교육과정

- 운송·물류산업 실무전문가가 되기 위한 경영과 공학의 융·복합 교육과정

- 철도계획의 수립과 설계, 관리·운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6) 교과목 해설

S048780, 운전이론(Train Operation Theory), 3-2-2

철도 차량 운전자 양성에 필요한 운전 이론 학습을 목표로 물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

역학, 운동역학, 운동법칙, 열차 저항, 차량 제어시스템, 소음과 진동, 선로공학 등에 대해서

학습 한다.

E079170, 스마트통계학(Smart Statistics), 3-2-2

본 교과는 이공계열 학부생들이 학문의 과학적 탐구 방법 및 정보의 수집과 처리, 해석에

대한 통계의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기존의 통계학에서 강조되는 표본의 개념,

확률변수, 표본분포, 가설검증 등을 포함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는 학습을 진행한다.

Excel을 통해 통계 연산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데이터의 분석/처리 능력을 함께 배양함으로

써 통계라는 학문의 실질적 활용에 흥미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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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0520, 도시철도시스템(Urban Railway System), 3-2-2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 전 분야의 기본적 소개를 통해 철도차량과 다양한

장치와 설비 등의 원리와 구조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 복합시스템인

도시철도의 분야간 상호 인터페이스와 각종 설비들과의 상관관계 등을 이해한다.

E070650, 전기전자공학개론(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3-3-0

본 과목에서는 전기분야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73590, 전기동차기능(Function of Electric Train), 3-2-2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동차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전기동차 기능에서는

전기동차 일반내용과 전기동차 기동, 특고압, 주회로 및 제어회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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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80130, 철도법규(Railroad Laws), 3-3-0

철도 기관사 과정과 철도 기술자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철도법령을 학습한다. 주 내용으로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대하여 학습한다.

E079180, 철도경영론(Railway Management), 3-3-0

철도경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제반 사항을 학습하며, 이와 함께 철도의 합리적인

계획과 건설, 그리고 관리·운영에 따른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또한 철도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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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9160, 도시와 교통(Urban and Transportation), 3-3-0

사람들의 공간적 이동과 관련되는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통이 존재하

며, 도시교통의 정의, 역할, 친환경 교통의 개념 등 도시 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철도교통이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사항과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는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S040400, 비상조치(Emergency Control of Train Operation), 3-3-0

철도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비상상황에 대하여 비상대응 절차 및 세부 상황별 대응 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수단 별 비상대응 절차를 학습하고 인적오

류, 이례상황 및 각 비상사고 유형 및 조치/복구 절차에 대해 상세히 학습한다.

E070620, 전기동차구조(Structure of Electric Train), 3-2-2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동차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전기동차구조에서는

전기동차의 고압보조전원 장치, 저압회로, 제동장치, 운전보안장치에 대하여 학습한다.

E079190, 철도안전체계관리(Safety System Management of Railway), 3-3-0

철도운영의 안전과 적절한 관리에 대한 제반 이론을 소개하는 교과목으로서 철도를 전공하

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교과목중 하나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뿐만 아니라

시스템, 유지·관리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E052640, 교통공학(Traffic Engineering), 3-3-0

도로교통의 일반적인 특성과 개념을 이해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방법과

내용을 소개한다. 차량의 특성, 통행자의 특성을 통해 교통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이를 철도교통에 대입해서 기능과 도입 효과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E050600, 철도공학(Railway Engineering), 3-3-0

철도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과목으로 운전, 차량, 신호 및 전력, 선로

등을 강의하여 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070640, 전기자기학(Electromagnetics), 3-3-0

본 교과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전기자기학 이론에 대해 공부하여 다른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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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만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70860, 회로이론(AC Circuit Theory), 3-3-0

본 교과목에서는 간단한 저항(R) 회로에 대한 해석 방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덕턴스(L)

와 커패시턴스(C)가 포함된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E076780, 회로이론실험(Electric Circuit Experiment), 1-0-2

본 교과목에서는 간단한 저항(R) 회로에 대한 해석 방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덕턴스(L)

와 커패시턴스(C)가 포함된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E070730, 제어공학(Automatic Control Engineering), 3-3-0

본 교과는 실제 제어 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77060, 철도차량시스템(Railway Vehicle System), 3-3-0

철도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철도차량 시스템의 기본적인 차량 구조 및 회로를 이해하고

이와 연관하여 열차저항, 집전구조, 속도 가·감속, 제동 원리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E079200, 시퀀스및PLC제어(Sequence Control and PLC), 3-2-2

본 교과목에서는 시퀀스 제어의 개요, 제어회로의 논리적 해석 등을 다루며, 제어이론을

바탕으로 PLC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한다.

E070690, 전력공학(Electric Power Engineering), 3-3-0

본 교과목에서는 전력의 발생 및 전송에 대하여 학습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1-0-1

본 교과목에서는 전공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077050, 철도신호시스템(Railway Signalling System), 3-3-0

철도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운용을 위한 철도제어기술로서 신호시스템의 역할과 기술이

강의 된다. 열차검지기술, 선로전환제어, 진로확보와 신호제어, ATS시스템, ATC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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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시스템 등 열차제어, CTC, TTC 등 각종 철도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철도 신호분야

의 능력을 함양하기 과목이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0-2

본 교과목에서는 전공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070790, 철도전기기기(Railway Electric Instrument ), 3-3-0

본 교과목에서는 전기기기의 원리와 동작을 포함한 전기기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E076810, 전력공학응용(Applications of Power Electronics), 3-3-0

본 교과목에서는 송배전선로 고장계산 및 배전계통의 구성 등을 중심으로 전력의 전송에

대하여 학습한다.

E079480, 전기철도공학(Electric Railway Engineering), 3-3-0

본 교과목에서는 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 및 전기철도 관련 공학지식에 대해 학습한다.

E079210, IoT기반의CAD실습(CAD Practice base on IoT), 2-1-2

철도관련 전공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를 응용해서 적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

설계과정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CAD에 대한 사용방법과 활용법을 소개한다. CAD에

대한이론학습뿐만 아니라실습을 통해 원만하게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갖추도록 학습한다.

S040960, 물류관리론(Logistics), 3-3-0

본 강의에서는 물류와 SCM의 이해를 바탕으로, 물류의 각 기능 및 전략을 학습한다.

물류의 주요 기능인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및 유통가공의 각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현재 물류의 역할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더불어 글로벌 물류환경하에서,

공급사슬 전반에서의 물류의 역할을 재고찰한다. 또한, 기업에서 실제 실행한 물류 혁신

사례의 학습을 통하여 물류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을 학습한다.

E079220, 철도계획및설계이론(Railway Planning and Design Theory), 3-3-0

지역 간 철도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계획이론과 과정, 적용되는 공학적 모형들을 소개하

고, 중·장기적인 철도망체계 구성에 응용·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계획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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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설계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S049280, ERP물류(ERP for Logistics), 3-2-2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 실무 활용능력을 높인다. 또 이를 통하여 기업 내 물류프로세스와

정보의 흐름을 이해한다.

E079240, 첨단교통시스템계획(Advanced Transportation System Planning), 3-3-0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응용한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교통수단들이 도시내에서

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예견되는 사회변화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첨단교통수단이 국내·외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의 교통 환경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S048820, 물류서비스운영관리(Logistics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3-3-0

본 교과는 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능력을

관리하며, 수요예측, 재고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물류 및 배송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S049260, 물류최적화(Logistics Optimization), 3-2-2

실제 기업의 생산/물류 시스템을 이해하고, 생산/물류 환경에서의 각종 의사결정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기법을 학습한다.

S042430, 교통정책(Traffic Policy), 3-3-0

철도를 포함한 도로교통의 다양한 국내·외 정책들을 소개하고 적용성과 합리성, 미래

예견에 대해 학습한다. 아울러 주요 도시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교통정책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079230, 철도수요분석및예측(Railway Demand Analysis and Forecast), 3-3-0

철도 이용특성을 분석하고, 현황을 바탕으로 장래의 철도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복잡한 수요예측 과정이지만, 단계별로 진행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수학적 모형의 이해와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예측결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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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2720, 국제물류론(International Logistics), 3-3-0

본 교과목은 물류와 SCM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물류의 각 기능 및 전략을 학습한다

국제무류의 주요기능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기업에서 실제 실행한 국제물류 사례의

학습을 통해 물류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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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공 학 과 ■

1) 개황

전기공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에너지의 발생에서부터 운반 ·

배분과, 전기에너지를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풍력, 태양광, 태양열, 조류 등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를 얻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와,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분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고

원자력발전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발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졌습니다.

경일대학교 전기공학과는 1963년 개설된 이래 약 57여년의 역사를 통해 5,000여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국가기간 산업인 전기에너지 분야의 관련 산업체와 공공기

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기업이 원하는 좋은 인성과 실무 중심의 전공 지식을 갖춘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하여 지도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관찰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 재학 중 1개 이상의 전기관련 자격증(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사)을 기본으로 취득하여 국가기간 산업인 전기에너지, 자동화

분야의 전기 메카트로닉스, 미래 전기자동차 분야의 현장실무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첨단 분야에 대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기공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 전공 지식이 뒷받침

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접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실력에 맞춰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노력하여 기초전공지식을 잘 갖추고, 관련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고

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2) 교육목표

“2025년 스마트그리드 설계 분야 전국 최고 수준 학과”

①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취득률 전국 최고 학과

②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가 인증하는 전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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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방침

①전문 분야의 기초 이론들의 체계적 습득을 바탕으로 산업체 응용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수행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고급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

②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

③시뮬레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 활용 기술 교육 강화 및 하드웨어를 통한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설계 및 제작 교육을 통한 실무에 적합한 전공지식 함양

4) 과목 해설

전기일반 E077360(3/3/0)

Basic Electrical Engineering

회로이론, 전력공학, 전자회로 등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전기·전자 소자의 활용과 회로의

종류, 동작원리, 응용 등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특히 회로이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다양한 예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향후 전기공학 관련 전공교과를

이수를 이해력을 배양한다.

전기수학 E079320(3/3/0)

Electric Mathematics

전자기학, 회로이론 등 전기공학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수학을 익힌다. 행렬, 미·적분,

삼각함수, 복소수에 대해 이해하고, 전기공학도에게 필요한 수학의 기본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전자공학 E074270(2/2/0)

Electonic Engineering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의 동특성 및 증폭회로 등의 원리와 구조를 익힌다.

변복조 회로, 펄스회로 및 논리회로에 대해 이해하고, 전기공학도에 필요한 전자 공학의

기본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전기내선실습 E077820(2/1/2)

House & commercial wiring

전기내선실습는 전기사용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입

전선로, 전원설비(수변전, 예비전원), 전기공급설비(배전, 간선, 배선), 부하설비(동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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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전열 등), 약전 및 방재설비 등을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제반사항을 계획부터

시공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한다.

회로일반 E077330(3/3/0)

Circuit Theory

회로 이론은 전기회로를 다루는데 필요한 필수 과목으로서, 직류회로로부터 정현파 교류를

전원으로 하는 교류회로 해석 방법과 응용예를 다룬다, 이들 회로를 다루는데 필수적인

복소수 연산, 라플라스 변환 등의 수학적인 내용 등도 다루어진다.

전기자기학 E070640(3/3/0)

Basic Electromagnetics

전기, 전자공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Vecter 해석과 계산법, 전기장의 제

법칙 중, 쿨롱의 법칙과 전계의 세기, Gauss의 법칙 및 전계의 에너지와 전위, 도체,

유전체와 정전용량의 계산법을 다룬다.

전력전자공학 E070710(3/3/0)

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동작원리와 기본회로의 해석을 통하여 각 분야의 응용을

중심으로 전동기 구동 시스템과 전원공급장치, 자동화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전력 에너지

제어의 산업적인 적용기법을 익힌다.

회로이론실험 E076780(1/0/2)

Electrical Circuits Experiment

회로이론 실험에서는 전기공학의 기초학문인 전기회로의 기본이론을 실습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다, 계기의 결선법, R-L-C 소자의 직,병렬 연결회로, 키르히호프의 법칙, 분압기,

분류기, 전력 및 전력량 측정, 브리지회로 측정법, 절연저항측정, 전압, 전류측정법 등을

익힘으로써 그 현상의 활용방법과 기본 계측장비의 사용방법을 숙지한다.

회로망이론 E075810(3/3/0)

Electric Network Analysis

전기회로를 통하여 전기에너지가 전달되므로 회로망이론은 전기공학의 기본적인 과목이

다. 회로망이론에서는 루프해석법과 마디해석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회로해석기법을 다룬

다. 라플라스변환을 이용한 해석기법과, 페이저와 푸리에급수를 이용한 회로해석도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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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직류회로와 교류회로의 과도응답과 정상상태응답을 해석한다.

전기자기학용용 E073830(3/3/0)

Applied Electromagnetics

정상자계에서 Biot-Savart의 법칙과 Stokes의 정리 및 자속, 자기포텐셜을 다룬다. 또한

자기력과 자성체의 인덕턴스 개념 및 정량적 계산법을 다루고, 자기에너지 및 전자기에너지

와 작용력을 계산하며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의 개념과 그 파동방정식을 소개하

고, Poynting 벡터와 전력송전의 원리를 다룬다.

회로망이론실험 E076790(1/0/2)

Electric Network Experiment

함수발생기와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교류시스템에서의 RLC의 응답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교류회로를 설계, 구성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이오드

등을 활용한 전자회로 실험을 수행한다.

전기CAD E079290(2/1/2)

Electrical CAD Design

전기설계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설계도면의 표준화 등은 전기설계 업무시스템의 효율과

직결되고 나아가 기업의 경제적인 이득 산출과도 연관된다. 이 강좌에서는 CAD의 사용방

법을 배워 도면의 작성과 완성된 도면에서의 수정 작업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표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전자심화 E076800(3/3/0)

Applied 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 심화는 전력 반도체를 이용한 여러 분야 중 인버터 구동에 대한 적용 기법을

익힌다. 단상 인버터 및 3상 인버터의 구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 변환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전기CAD설계실무 E079300(2/1/2)

Electrical CAD Design Practice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기설계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현재에

와서는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설계의 모든 부분이 컴퓨터를 통해 작성됨에

따라 전기도면을 작성하고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기반으로 현장기반의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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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배양한다.

전력공학 E070690(3/3/0)

Power Engineering

전력공학은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높은 전압으로 변전소까지 일괄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송전선로의 개요 및 송전방식, 가공송전선로의 구성, 선로정수와 코로나, 송전특성,

중성점 접지방식과 유도장해, 송전선로의 고장계산, 전력계통의 안정도, 이상전압과 절연

협조, 전력계통의 보호계전방식, 지중송전방식 등에 대해 다룬다.

제어공학 E070730(3/3/0)

Basic Control Engineering

제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여 모든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전기공학도

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제어의 기초개념을 다룬다. 다루어지는 내용은 제어시스템의

역사로부터 해석과 설계목표, 시스템의 모델링과 표현방법, Laplace 변환 기법, 시스템의

간략화, 안정도 판별법, 정상상태오차 등에 대해 다룬다.

전기기기 I E073531(3/3/0)

Electric Machine I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기본적 구동원이 되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및 동기발전기, 동기전

동기의 구조와 결선 및 운전방식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힌다.

스마트디지털회로설계

Smart Digital Circuit Design

스마트 디지털 회로 설계는 기본 논리 게이트의 성질과 불 대수에 의한 논리회로의 간략화를

통한 연산회로의 설계와 해석을 통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와 전자제어 장치간의

상호 접목을 위한 기본적 개념을 익힌다.

시켄스및PLC제어프로그래밍 E079280(3/2/2)

Sequence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기존의 시켄스회로를 PLC를 이용하여 설비의 자동화와 고 능률화의 요구에 따라 PLC의

적용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공장자동화와 FMS에 따른 시켄스를 대체한 고기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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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의 추세로 소규모에서 대규모설비에 이르기 까지 PLC가 적용되고 있다. 본 교과에서

는 시켄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PLC을 이용한 공장자동화 구현 능력을 함양한다.

전기기기 II E073532(3/3/0)

Electric Machine II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주축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와 유도전동기의 구조와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

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힌다.

제어시스템응용 E074790(3/3/0)

Control System Engineering

이 강좌에서는 기초제어공학 강좌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기초적인 제어시스템 설계기

법을 다룬다. 다루어지는 내용은 고전적인 설계기법인 근궤적을 이용한 설계, 주파수응답

설계기법, 그리고 상태공간에서의 제어시스템 설계 기법 등이다.

전력공학응용 E076810(3/3/0)

Power Engineering Application

전력계통공학은 전력의 발생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영역을 시스템이론 및 시스템공학

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전력계통의 개요, 전력계통기술의 전망, 전력계통

의 기초이론, 전력계통의 기초방정식, 전력계통 구성설비의 표현, 전력조류계산, 전력시스

템의 경제운용, 전력시스템의 주파수 및 전압제어 등에 대해 다룬다.

AI플랫폼자동화실습 E079250(2/1/2)

AI Platform Automation Practice

스마트공장의 예측 및 이상감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HMI을 기반으로

센서, PLC, 공압 및 통신을 결합하여, ABCi(AI, Big data, Cloud, IoT), CPS 등 ICT와

제조업기술을 융합해 공장 내의 장비, 부품들이 연결 및 상호 소통하는 생산체계 구현

능력을 함양한다.

IoT프로그래밍 E079260(2/1/2)

IoT Programming

IoT 프로그래밍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IoT 기기들을 직접 제작해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어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프로그래밍 기법이 실제 사물인터넷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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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지 이해한다.

캡스톤디자인 I S090271 (1/0/1)

Capstone Design I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해 봄으로써 창의성, 복합학제적인 팀웍 능력, 의사소통

능력, 팀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캡스톤디자인 II S090272 (2/0/2)

Capstone Design I

캡스톤디자인 I에서 설계하고 학습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작품 혹은 전문인으로서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복합학제적인 팀웍 능력, 의사소

통능력, 리더와 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설비설계 E073670 (3/3/0)

Electrical Installation Design

전기설비설계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설비 즉 배전선, 간선, 조명, 전열,

동력, 전력, 예비전원 및 방재설비 등에 대한 전기기호, 배전선로의 설계, 간선 및 분기회로,

조명 및 전열설비, 동력 및 전열설비, 예비전원설비, 방재설비, 시험, 견적 등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실용회로에 대한 적용 예를 다룬다.

전기기계전자계해석 E079310 (2/1/2)

Analysis of Electromagnetic Field of Electric Machinery

전자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계 및 자계의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석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전기기계설계 E073500 (2/1/2)

Electric Machinery Design

전자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류기기와 교류기기에 대한 구조적 설계를 수행하고

각 기기의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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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및법규 E073650 (3/3/0)

Electrical Facility Management and Regulations

전기시설물 관리와 법규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 기구, 전선로 등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총칙, 전선, 전로의

절연, 전로의 접지, 기계 및 기구, 발전소 등의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전선로의 안전율,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로, 옥측 및 옥상 전선로, 인입선 등에 대해 다룬다.

5) 교육과정표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이론 실
습 이론 실습

1 전선 전기일반 3 3 전선 전기내선실습 2 1 2
전선 전기수학 3 3 전선 전자공학 2 2

소계 편성학점 6 6 편성학점 4 3 2

2

전선 회로일반 3 3 전선 회로망이론 3 3
전선 전기자기학 3 3 전선 전기자기학응용 3 3
전선 전력전자공학 3 3 전선 전력전자심화 3 3
전선 전기CAD 2 1 2 전선 전기CAD설계실무 2 1 2
전선 회로이론실험 1 2 전선 회로망이론실험 1 2

소계 편성학점 12 10 4 편성학점 12 10 4

3

전선 제어공학 3 3 전선 제어시스템응용 3 3
전선 전기기기I 3 3 전선 전기기기II 3 3
전선 전력공학 3 3 전선 전력공학응용 3 3
전선 시켄스및PLC제어프로그래밍 3 2 2 전선 AI플랫폼자동화실습 2 1 2
전선 스마트디지털회로설계 3 2 2 전선 IoT프로그래밍 2 1 2

전선 캡스톤디자인I 1 1
소계 편성학점 15 13 4 편성학점 14 11 5

4
전필 캡스톤디자인II 2 2 전선 전기설비및법규 3 3
전선 전기기계전자계해석 2 1 2 전선 전기기계설계 2 1 2
전선 전기설비설계 3 3
전선 공업교육론 3 3

소계 편성학점 10 7 4 편성학점 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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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수체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기일반

전기수학

전기내선
실습

전자공학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력전자
공학

전기CAD

회로이론
실험

회로망
이론

전기자기학
응용

전력전자
심화

전기CAD
설계실무

회로망이론
실험

제어공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시켄스및
PLC제어

프로그래밍

스마트
디지털

회로설계

제어시스템
응용

전기기기II

전력공학
응용

AI플랫폼
자동화
실습

IoT
프로그래밍

전기기기
전자계해석

전기설비
설계

공업교육론

캡스톤
디자인II

전기설비
및 법규

전기기계
설계

캡스톤
디자인I

전기시스템
설계전문

전기기사
필수과목

BIMAC

실험
및 설계

기초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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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

1) 개 황

본 학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과로써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최근 중앙일

보에서 평가하는 학문 평가에서 연속 중상위 학과로 선정되고 있으며, 배출된 졸업생들은

현재 각 연구소, 교육기관 및 산업체 경영 및 생산 분야에서 경영자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후배들과의 정기적 만남과 학과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의 취업과

면학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본 학과의 교수진은 과학재단, 중소기업청, 원자력연구소 등 여러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학생지도에 있어서 성실한 전공교육은 물론 그룹

또는 개별 분담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경주하고

있다. 또한다양한 최첨단 실습기기가 비치되어학생들의학습과 실습결과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기활용을 극대화시켜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있다.

2) 교육목표

① 화학공학의 기초 및 심화교과목을 통해 실제 제조공정에 대한 응용력 함양

② 환경 및 대체에너지분야의 교육으로 청정생산기술을 습득하는 생명친화적인 기술인

양성

③ 설계 및 공정관련 교과목을 통해 효율적인 장비제작과 플랜트 디자인이 가능한

화공인 양성 교육목표

3) 교육방침

기초교과목을 이해하여 소재의 물성과 기능성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케

하고, 다양한 재료산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응용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소재산업의 안목을

높인다. 또한, 현장실습, 기업탐방 및 연수를 통해 현장의 적응력을 높이고 국제적 감각을

키워 선진기술에 적응하고 경쟁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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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필

전선

소계 0 0 0 0 0 0

전선 화공양론I(★) 화학물질분석,화학공정설계 3 3 전선 화공양론II 화학공정설계,화학물질취급관리 3 3

전선 물리화학(★) 화학제품연구개발,반도체개발 3 3 전선 유체역학 컴파운딩,합성수지 3 3

전선 유기화학(★) 화장품제조,석유제품제조 3 3 전선 무기화학(★) 산,알카리,비료제조 3 3

전선 공업분석화학(★)
화학물질분석,화학물질

검사평가,화학물질취급관리 3 3 전선 기기분석 화학물질 분석,화학물질검사평가 3 3

소계 12 12 0 12 12 0

전선 화공열역학I(★) 화공안전관리,위험물안전관리 3 3 전선 화공열역학II 화학물질 취급관리,화학물질검사평가 3 3

전선 열및물질전달 위험물안전관리,화공안정관리 3 3 전선 반응공학(★) 화학반응공정개발운전 3 3

전선 화장품공학 화장품제조 3 3 전선 고분자공학 고분자복합제료제조,기능성고분자 3 3

전선 환경공학 수질오염분석,폐기물관리 3 3 전선 화공재료 합성수지제조,도료제조,접착제제조 2 2

전선 화공기초실험 화학제품연구개발 1 2 전선 CAD 화학공정설계 2 1 2

전선 화공실험I 화학반응공정개발운전 1 2

소계 13 12 2 14 12 4

전필 캡스톤디자인 화학제품연구개발 3 3 전선 분리공정 화학제품연구개발,석유제품제조 3 3

전선 생물화학공학 환경영향평가,생태관리 2 2 전선 에너지공학 연료전지에너지생산, 바이오에너지생산 3 3

전선 대기오염방지공학 대기환경관리, 소음진동관리 3 3 전선 표면과학과 촉매 도금, 금속도장,화학제품연구개발 3 3

전선 공정제어(★) 공정관리,화학공정유지운영 3 3 전선 전기화학공업 연료전지생산, 화학물질분석 3 3

전선 화공실험II 화학반응공정개발운전 1 2

전선 공업교육론(★) 3 3

소계 15 11 5 12 12 0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화학공학부 전공명 : 화학공학 전공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4

NCS 세분류 학점 

1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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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N030011 일반화학 I, II(General chemistry) 3-3-0

화학공학 전공공부를 위해 화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화학물질의 결합, 조성과

물성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물질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원리를

제공한다.

N030021 일반화학실험 I, II( Exp. of General Chem. ) 1-0-2

화학실험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실험실에서 기초적인 실험을 통해서 화학전반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실험조작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N020021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 3-3-0

화학의 제 문제들은 분자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며 이의 해결은 분자나 분자집합체의

구조에 기인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energy론과 분자의 운동론 및 기체,

액체론과 열역학의 제 법칙 및 화학 평형론을 교수한다.

E080080 공업분석화학(Industrial Analytical Chemistry ) 3-3-0

분석화학은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정성분석과 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정량분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분석을 통해 물질분석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와 연계된 분석화학

실험에 관한 실무과정을 잘 조화시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080130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 3-3-0

유기물의 구조, 특성 및 반응을 다루는 유기화학은 유기화학의 기본개념, 유기화학의

발달사, 유기물의 종류 및 구조특성, 지방족 탄화수소(포화, 불포화) 및 방향족 탄화수소의

특성, 명명법, 제법, 반응성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E082561 화공기초실험( Elemental Experi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1-0-2

물질들의 물리 화학적 성질조사의 실험실적 방법으로 소개하며 각종 약품 성분 및 함량을

분석하여 기초적인 물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E080151 화공양론Ⅰ( Basic Principles and Calculation in Chemical EngineeringⅠ) 3-3-0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각 단위공정의 연계성, 단위공정에 적용되는 물리, 화학적 원리,

물질 및 에너지 수 지식의 개념과 계산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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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0011 공업수학I, II( Mathematical Methods in Chem. Eng, ) 3-3-0

화학공학분야의 전공에 필요한 수학적 기법을 전공학과의 특수성에 맞도록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여, 충분한 연습을 거쳐 전공분야에 활용하도록 한다.

N030090 무기화학(Inorganic Chemistry)3-3-0

무기물의 전자상태, 결합 및 구조를 이해하여 무기화합물의 성질과 반응성과 함께

분석방법을 이해한다. 또한 유기금속을 소개하여 각종 유기화합물 합성에 있어서 촉

매와 반응 메카니즘을 소개한다.

E060140 유체역학( Fluid Dynamics ) 3-3-0

유체역학은 힘과 가속도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유체가 연속체임을 나타내는 연속방

정식, 열역학에서 에너지보존에 관한 식과 유체의 온도, 압력, 밀도 사이의 관계는 상태방정

식을 통해 기체나 액체의 운동을 이해, 습득한다.

E082601 화공실험I( Experiment of Chemical engineering I ) 1-0-2

화학공학에 관련된 화학실험의 기초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실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E082602 화공실험II( Experiment of Chemical engineering Ⅱ ) 1-0-2

배운 이론을 응용하여 실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시키고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화학 공학도를 양성하는데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E080152 화공양론Ⅱ(Basic Principles and Calculation in Chemical EngineeringⅡ) 3-3-0

화학공정을 분석하고 장치계의 물질, 열, 운동량 전달의 수치관계식을 숙지하여 정성적인

공정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공정에 필요한 단위, 차원, 단위계 및

단위환산에 이르는 화학공학적인 총괄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082830 환경공학( Environment engineering ) 3-3-0

폐수처리공학은 수질관리, 정수처리공정 및 폐수처리공정에 관하여 설계, 시공, 운전,

유지관리 등의 수 처리 기술 전반에 관하여 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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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82650 화공재료( materials of chemical engineering ) 3-3-0

물질의 결정성고체의 결정구조, 성질, 격자결함(格子缺陷) 현상 등의 연구, 비결정질인

고분자물질이나 기체상이나 액체상과 고체상의 평형상태 및 전이(轉移)의 연구, 결정핵생

성 및 성장반응, 고체상반응, 고체의 열 및 빛에 의한 분해반응, 메카노케미스트리(mechano

chemistry), 소결(燒結) 및 확산에 대해 강의한다.

E080161 화공열역학Ⅰ(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Ⅰ ) 3-3-0

다양한 물리화학적 공정에서 에너지의 변환 및 평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정을 구성하는

대상 계 물질의 열역학적 물성의 물리화학적 의미, 열역학적 성질들의 상관성 및 거동이

다루어진다.

E061510 열 및 물질전달( Heat and mass transfer ) 3-3-0

열전도,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전달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열교환기의 설계에

이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N030040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 3-3-0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야별 시험방법, 분석기기의 원리 및 구조의 이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기를 중심으로 기본원리, 구조와 장치, 정성 및

정량분석, 응용분야 등을 다룬다.

E080840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 3-3-0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주어진 원료로부터 목적하는 생성물의 생산에 필요한 반응기의

선택 및 화학반응속도론과 다양한 조건의 반응기 해석론을 학습하고 응용문제를 통하여

반응기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E080162 화공열역학Ⅱ(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Ⅱ ) 3-3-0

열역학은 화학공정, 동력장치 등 에너지가 관련된 공정에서 에너지의 변환 및 평형을

다루는 학문이다. 본 과정에서는 열역학 제1, 2법칙에 기초하여 내연기관, 외연기관 및

냉동 공정에서의 에너지효율 해석방법을 습득한다.

E080260 고분자공학(Polymer engineering ) 3-3-0

고분자를 재료의 사용 및 응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분자의

다양한 주제들을 재료학적인 관점에 주목하여 구조와 물성 및 가공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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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80070 분리공정( Separation process ) 3-3-0

현재 화학 산업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리공정들에 대한 비교분석 및 특성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적합한 분리공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화학공학도

양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E080040 대기오염방지공학( 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 ) 3-3-0

도시화 및 산업화 등에 의한 인간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현상과 자연발

생적으로 진행되는 대기오염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 현황 및 대기오염을 제어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위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E081560 에너지공학( Energy Engineering ) 3-3-0

에너지의 종류와 이들 에너지의 변환에 따른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공정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에너지 이용에 기본이 되는 열역학 법칙에 대한 이해와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계산한다.

E080140 표면 과학과 촉매( Surface Science and Catalyst ) 3-3-0

연료전지, 광촉매에 의한 물 분해를 통한 수소생산 등의 에너지 산업, 환경오염물질

정화기능의 환경촉매, 생명, 식품산업의 촉매로서의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본

강좌는 촉매반응의 기본 원리에서 응용분야까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되었다.

E080020 공정제어( Process Control ) 3-3-0

자동제어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화공 장치계에 필요한 제어계의 제어특성을 연구하여

제어계의 안정성 판별 및 이에 필요한 수학적 기법을 공부한다.

E073440 전기공업화학( Industrial Electrochemistry ) 3-3-0

용액론, 전극에 관한 평행론, 전극과 전해액 계면구조, 전극반응 속도론, 반도체 전극에

관한 이론 등을 토대로 무기 및 유기화합물의 전해합성과 기타 전기화학적인 공업적

제반 사항을 다룬다.

E080970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 3-3-0

미생물, 동·식물의 세포 및 배양, 효소반응, 반응기와 반응속도, 효소의 고정, 발효와 그

장치, 물질의 분리정제 등의 이론을 습득하고, 그 장치의 종류와 특성 및 운전법을 훈련하여

현장의 적응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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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81730-01 유기공업화학 (Organic industrial chemistry) 3-3-0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기공업분야의 내용을 다룬다. 전반부는 유기단위

반응을 소개하여 유기화합물의 합성을 이해하게 하고, 후반부에서는 정밀화학공업의

연관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비교적 자세히 다룬다.

E080680 무기공업화학(Inorganic industrial chemistry) 3-3-0

화학공업에서 가장 기초화합물인 산과 알카리 화합물을 공업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공업전기화학, 금속공업화학, 무기재료화학부분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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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부 에너지공학전공 ■

1) 개 황

경일대학교는 2009년 7월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인 저탄소녹생성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학과를 개설하고, 태양광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특성화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유가 시대를 헤쳐 갈 21세기 우수한 그린 에너지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문제,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에너지 고갈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모든 방면에 걸쳐 다양하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확대는 화석에너지에 중독된

인류와 문명을 치유할 가장 안정적이고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우리 정부는 건국 2008년 60주년을 맞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신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많은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역랑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진행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대부분 전문 R&D 인력

배출에만 편중돼 있어 실제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학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어 기반인력

육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차의 상업용 모델이 2018년도에 출시되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무형 인재 양성의 요람인 경일대학교는 신재생에너지학부

내에 신재생에너지 전공과 수소전기차 전공을 개설하여 에너지 인력의 저변을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제도를 확대하며, 산업체와 연결된 대학생 견습 제도 등을

운영하여 이론 능력 뿐 아니라 실무 역량이 배가된 그린에너지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대개 하루 이틀에 불과한 단기 집중 강좌가 아니라 에너지 분야 여건변화에 대응한

산업현장 인력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학과가 개발하여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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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목표

① 에너지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그린 에너지 인력 양성

② 산업 변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에너지 인력 양성

③ 에너지 환경 정책을 추진할 전문 인력 양성

3) 교육방침

실무 중심형 전문교육 강화로 학습 효율성 증진

–산업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복합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다양한 내용의 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론 및 실기분야에 전문성 구비

첨단 신기술관련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제와 운영시설 구축

– 전문성을 갖춘 total 교육 solution에 적합한 실험실습장비와 교보재 확보  

교육 및 학습체제의 변화로 교육 수요자 학습 의욕과 만족도 향상

– 최신기술동향을 접목시킨 양질의 교육 진행



344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4) 교육과정표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필

전선

소계 0 0 0 0 0 0

전선 물리화학 화학공정설계 3 3 전선 열역학
화학공정설계, 화학공정
개발운전

3 3

전선 화공양론 I
화학공정설계, 화학반응
공정개발운전

3 3 전선 화공양론 II
화학공정설계, 화학공정
개발운전

3 3

전선 유기화학 화장품제조,석유제품제조 3 3 전선 무기화학 산,알카리,비료제조 3 3

전선 분석화학 화학물질분석 3 3 전선 기기분석
화학물질 분석,화학물질
검사평가

3 3

전선 에너지수학 3 3 전선 에너지기초실험
태양광에너지생산,연료
전지에너지생산

1 2

소계 15 15 0 13 12 2

전선 열및물질전달
위험물안전관리,화공안
정관리

3 3 전선 이차전지 연료전지에너지생산 3 3

전선 촉매및반응공학 화학공정설계 3 3 전선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에너지생산 3 3

전선 연료전지 연료전지에너지생산 3 3 전선 연료전지실험 연료전지에너지생산 2 4

전선 태양전지
태양광에너지생산, 반도
체재료

3 3 전선 태양전지응용
태양광에너지생산, 반도
체재료

3 3

전선 신재생에너지실험
태양광에너지생산,연료
전지에너지생산

1 2 전선 CAD 전기기기설계 2 1 2

전선 캡스톤디자인I
제품디자인, 기계설계기
획

1 1

소계 13 12 2 14 10 7

전선 스마트에너지환경공학 에너지절약서비스,환경관리 3 3 전선 분리공정
화학제품연구개발,석유
제품제조

3 3

전선 고분자공학
고분자복합제료제조,기
능성고분자

3 3 전선 에너지재료공학 에너지설비설계 3 3

전선 태양전지실험
태양광에너지생산, 전자제
품설치·정비

2 4 전선 박막제조공정
기능성고분자제조, 고분자
복합재료제조

3 3

전필 캡스톤디자인Ⅱ 제품디자인, 기계설계기획 2 2

소계 10 6 6 9 9 0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화학공학부 전공명 : 에너지공학전공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4

NCS 세분류 학점 

1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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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전기와에너지 E083070

Electricity and Energy

본 강의에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론 형식으로

폭넓게 학습한다.

공학설계입문 E040860

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공학 설계는 공학도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생산 및 테스트를 하는

학문이다. 공학설계 과정은 다단계 과정으로 조사, 개념 확립, 타당성 평가, 디자인 요구사항

결정, 예비 설계, 구체적인 디자인, 생산계획 및 생산 설비계획, 생산 등을 다루며 이

각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물리화학 E080060

Physical Chemistry

물리화학은 화학, 물리학 및 공업수학과정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물리화학

은 물질의 성질, 화학적인 상호작용의 특성 및 어떤 형태의 에너지와 물질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으로, 물리화학에서는 열역학, 양자역학 및 분광학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전기전자공학개론 E070650

Basic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신재생에너지원의 계통 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전기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전기회로 및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의 기초를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기초실험 I E080091

Basic Experiment of New & Renewable EnergyⅠ

본 교과목에서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인 수소와 연료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실험실습기자재를 이용하여 수소 연료전지의 기초 발전원리와 특성, 물의 전기분

해 원리, 연결방법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 효율 등에 대해 학습한다.

화학양론 I E080191

Basic Principles and Calculations in Chemistr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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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환산, 물질 수지, 에너지 수지 등 화학공정의 계산에 필요한 이론과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계산을 폭넓게 다루어 신재생에너지를 전공하고자하

는 학생들이 실제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목표를 둔다.

열역학 E060110

Thermodynamics

열역학의 핵심 주제는 에너지, 열, 일, 엔트로피를 다루는 학문으로 일반 화학, 물리학,

물리화학, 공업수학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적합하다. 열역학에서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

과 실제기체의 Van der Waals 방정식, 열역학 법칙을 집중하여 다루며 이를 통한 지구와

태양, 태양계, 우리은하 및 우주의 에너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화학양론 II E080192

Basic Principles and Calculations in Chemistry II

화학공정을 분석하고 장치계의 물질, 열, 운동량 전달의 수치 관계식을 숙지하여 정성적인

공정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공정에 필요한 단위, 차원, 단위계 및

단위환산에 이르는 화학공학적인 총괄계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기초실험 II E080092

Basic Experi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II

본 교과목에서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인 태양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

로 실험실습기자재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기초 발전원리와 특성, 연결방법에 따른 태양전

지 발전 효율, 입사각에 따른 발전효율 등에 대해 학습한다.

자동차공학개론 E061900

Introduction of Automobile Engineering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일반적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

고 관련 기술의 수준과 개발 동향을 다룬다.

분석화학 E080080

Analytical Chemistry

본 교과목에서는 적정, 스펙트럼에 관한 기본 지식,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핵자기

공명 분광법과 그 외 질량분석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의 기본 원리와 기기에 대한

이해중심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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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E110100

Computer Aided Design

CAD를 이용한 기초적인 도면 작성 및 설계의 기본개념을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료전지 E080120

Fuel Cells

연료전지의 개요 및 다양한 연료전지의 종류에 대해 학습한다. 대표적인 연료전지의

핵심소재인 산화/환원 반응 촉매, 전해질, 가스확산층, 및 BOP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러한 소재를 이용하여 연료전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영역의 지식을 학습하

며, 나아가서는 연료전지 제조공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연료전지 전반에 걸친 이해능력을

배양한다.

연료전지제조 및 성능평가 E081650

Fuel Cell Manufactu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연료전지 제작에 필요한 촉매의 합성, 전극의 제조, 전해질 처리방법, MEA 제조 및 연료전지

성능 평가에 이르기까지 연료전지 제조에서부터 평가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실험해

봄으로써 연료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료전지를 이용한 시제품까지 제작해 보고자

한다.

캡스톤디자인 I S090271

Capstone Design I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 prototype 개발 및 전략 수립 기법

등을 습득하여, 산업 현장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계공학의 각종 원리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원리들의 종합적인

응용을 통해 설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캡스톤디자인 II S090272

Capstone Design II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 prototype 개발 및 전략 수립 기법

등을 습득하여, 산업 현장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계공학의 각종 원리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원리들의 종합적인

응용을 통해 설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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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컴퓨터공학 E083010
Energy Computer Engineering

본 교과목에서는 컴퓨터 언어인 Python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의 기초내용을 학습한다.

회로이론 E070860

Circuit Theory

회로이론은 전기회로를 다루는데 필요한 필수 과목으로서, 직류/교류회로의 해석 방법과

응용 내용을 다룬다.

태양전지 E082370

Solar Cells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으로

기초 화학, 물리학, 물리화학 및 전기공학을 마친 학생에게 적합한 과목이다. 현재 급속하게

상업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태양전지의 효율, 구조 및 이를

이루고 있는 재료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나노구조를 이용한 태양전지 효율제고를 위한

방법을 다룬다

전력전자공학 E070710

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공학은 정류, 인버터, 컨버터 등의 전력변환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동작원리와 기본회로의 해석을 통하여 각 분야의 응용을

중심으로 전력변환 시스템을 학습한다.

박막제조공정 E080200

Thin Film Manufacturing

본 교과목에서는 진공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태양전지 제조공정에 필요한 박막 생성의

원리, 박막공정, 박막제조 장비, 박막재료의 미세구조 분석 및 박막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신재생에너지설계 및 실험 E070460

Advanced Experi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기초 실험에서 학습했던 연료전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생성된 에너지의

변화과정과 그 과정에 따른 에너지 효율 실험, 독립형 인버터 실험, DC/DC 컨버터 실험

등을 수행하며 기초적인 전력변환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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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제조 및 성능평가 E082390

Solar Cell Manufactu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태양전지 제조 및 성능평가는 기존에 존재하는 태양전지 판과 전등을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성능을 평가한다. 태양전지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부하를 사용하여

태양전지에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가 기계 및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배운다. 뿐만 아니라 염료감응 태양전지와 같은 것을 실제 소재부터 소자까지

제작해 본다.

에너지재료공학 E081610

Energy Material Engineering

본 교과목에서는 태양전지나 연료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얇은 박막의 제조/원리/특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에너지저장기술 E083000

Energy Storage System

본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원리 및 그 응용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풍력발전 E082990

Wind Power Generation

본 교과목에서는 풍력발전기의 구조, 풍력발전의 원리, 현황 및 장단점에 대하여 학습한다.

Electric Vehicle 개론 E077340

Basic Principle of Electric Vehicle

전기공학측면에서전기자동차를구성하는요소기술에대한기초적인내용을설명하고관련기술의

수준과 개발 동향을 다룬다.

유기화학 E080130

Organic Chemistry

유기물의 구조, 특성 및 반응을 다루는 유기화학은 유기화학의 기본개념, 유기화학의 발달사,

유기물의종류및구조특성, 지방족탄화수소(포화, 불포화) 및방향족탄화수소의특성, 명명법,

제법, 반응성 등에 대하여 강의하며 입체화학의 중요성과 기초 개념을 이해한다.



350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3D CAD I E111011

전자, 자동차,메카트로닉스등모든공학분야의제품및시스템의설계작업에서 3 차원CAD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급속히 사용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3차원 CAD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열 몇 물질전달 E061510

Heat and Mass Transfer

열전도, 대류, 및복사에의한열전달의기본개념을이해하고이를열교환기의설계에이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3D CAD II E111012

전자, 자동차, 메카트로닉스등모든공학분야의제품및시스템의설계작업에서 3차원 CAD의

활용이광범위하게급속히 사용되고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3차원 CAD I에서 습득한기술을

바탕으로 3차원 CAD에 대한 응용 및 활용을 통해 CAD의 활용 능력을 배가한다.

기기분석 N030040

Instrumental Analysis

분석기기를이용하여분야별시험방법, 분석기기의원리및구조의이해에관한지식을습득한다.

최근중요성이커져가는환경분야(수질, 대기,폐기물, 토양등) 및공학분야에서많이활용되는

분석기기를 중심으로 기본 원리, 구조와 장치, 정성 및 정량분석, 응용분야 등을 다룬다.

고분자공학 E080260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를소재로사용및응용하기위해필요한기본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고분자의다양한

주제들을재료학적인관점에주목하여구조와 물성및가공에대해다룬다.또한최근까지진행된

고분자분야에서진보된분야를소개하여학생들의새로운경향에대한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

한다. 특히, 학생들의이해정도를측정할수있는실험자료의분석을통해고분자의특성을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유체역학 E060140

Fluid Dynamics

유체역학은기체와 액체등유체의운동을 다루는 물리학의한분야이지만화학공학의경우에는

전반적으로반응기체나액체의운동등과밀접한관계가있다. 본 강좌는공학의여러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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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연관이있으며,다양한방정식을통해이해하도록한다.힘과가속도는나비에-스토크스방

정식, 유체가연속체임을나타내는연속방정식, 열역학에서에너지보존에관한식과유체의온도,

압력,밀도사이의관계는상태방정식을통해기체나액체의운동을이해, 습득하여화학공학분야에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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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영 상 학 부 ■

1) 개황

사진영상학부는 사진 및 영상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창의적인 사진영상 미디어콘텐츠를 연구, 제작하는 학부이다.

본 학부 졸업생은 패션사진, 광고사진, 예술사진, 시각예술, 사진이론, 방송, 영화, 미디어아

트, 융합미디어콘텐츠, 과학사진, 응용이미지콘텐츠, 미디어교육 등 다양한 국내외 사진영

상미디어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사진영상학부는

재학생의 70% 이상이 서울수도권 출신으로 이는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가 전국 동일

학과(부) 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관련 단일학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4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본 학부에서는 급변하는 사진영상, 문화예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창의성과 매체유연성을

갖춘 사진영상미디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교육은 사진과 영상,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트와 커머셜의 융합을 기초로 하는 4개의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Commercial, Art , Experimental Media, Applied Image 트랙은 전공의 심화와 함께 트랙간

교류가 활발하도록 설계된 사진영상미디어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성과 미디어 오퍼레이팅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1/2/3학년의 경우 트랙교과목을 중심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자기주도

학습과정과 4학년은 1년간 지도교수와 면밀히 의논하며 프로젝트를 수행 작업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캡스톤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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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과정표

o 기본전공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선 디지털사진촬영★ 실용사진, 광고콘텐츠제작 3 2 2 전선 암실실기★ 실용사진, 광고콘텐츠제작 3 2 2

전선 이미지발상과컨셉I
실용사진, 광고콘텐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전선 영상&사운드편집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
츠제작, 광고콘텐츠제작, 애
니메이션콘텐츠제작, 영상

2 1 2

전선 기초영상실습
영상연출, 영상촬영, 영상조
명

3 2 2 전선 중급영상실습
영상연출, 영상촬영, 영상조
명

3 2 2

전선 기초사진실습 실용사진 3 2 2 전선 중급사진실습 실용사진, 광고콘텐츠제작 3 2 2

소계 11 7 8 11 7 8

전선 스마트포토라이팅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
츠제작, 영상조명, 실용사진

2 1 2 전선 디지털사진표현기법★ 실용사진, 광고콘텐츠제작 3 2 2

전선 무빙이미지표현실습
방송콘텐츠기획, 영화콘텐
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전선 시공간표현실기
방송콘텐츠기획, 영화콘텐
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전선 커머셜영상
방송콘텐츠기획, 영화콘텐
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전선 이미지발상과컨셉II
실용사진, 광고콘텐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전선 아트앤아이디어
미학, 인문학, 철학, 사진영
상학의 융복합

2 1 2 전선 컬러사진★
실용사진, 색체디자인, 영상
미술,디지털디자인

3 2 2

전선 사진감상과비평★
실용사진, 유아교육, 초등교
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문
학·예술기획, 평생교육, 평

3 2 2 전선 사진사★ 실용사진 3 3 0

소계 11 6 10 13 9 8

전선 스마트포트레이트실기
사진영상학의 융복합, 방송
콘텐츠 기획, 영화콘텐츠기
획, 광고콘텐츠기획, 실용사

2 1 2 전선 이미지사이언스 실용사진, 법무 2 1 2

전선 익스페리멘탈포토그래피
사진영상학의 융복합, 비주
얼머천다이징

2 1 2 전선 영상커뮤니케이션
방송콘텐츠기획, 영화콘텐
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전선 타임베이스미디어
방송콘텐츠기획, 영화콘텐
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전선 프로덕트영상
방송콘텐츠기획, 영화콘텐
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전선 사진편집★
출판기획, 편집디자인,
편집, 제작·공정관리

3 2 2 전선 디지털포토스튜디오
방송콘텐츠기획, 영화콘텐
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전선 혼합매체
문학·예술기획, 문화·예술행
정

2 1 2 전선 창작사진
문학·예술기획, 문화·예술행
정

2 1 2

소계 11 6 10 10 5 10

전필 캡스톤디자인I 2 2 0 전선 캡스톤디자인II 1 1 0

전선 가상환경모델링 (연계)
스마트콘텐츠, 실감형콘텐
츠,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만화콘텐츠제작, 게임콘텐

2 1 2

소계 4 3 2 1 1 0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4

NCS 세분류 학점 

1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사진영상학부 전공명 :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354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시수

이론 실습

1 1 전선 기초사진실습 실용사진 3 2 2

2 1 전선 아트앤아이디어
미학, 인문학, 철학, 사진영상학의
융복합

2 1 2

2 1 전선 사진감상과비평★
실용사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
등교육, 특수교육, 문학·예술기획,

3 2 2

소계 8 5 6

4 1 전선 예술사진 문학·예술기획, 문화·예술행정 2 2 0

4 2 전선 빅데이터와큐레이팅
미학, 인문학, 철학, 사진영상학의
융복합

2 2 0

소계 4 4 0

2020학년도 트랙제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사진영상학부

트랙명 : 아트트랙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트랙 기본

교과목

(교육과정표에
편성된 교과목)

편 성 학 점

트랙 심화
교과목

편 성 학 점

시수

이론 실습

1 1 전선 기초영상실습 영상연출, 영상촬영, 영상조명 3 2 2

2 2 전선 컬러사진★
실용사진, 색체디자인, 영상미술,
디지털디자인

3 2 2

2 1 전선 커머셜영상
방송콘텐츠기획, 영화콘텐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소계 8 5 8

4 1 전선 커머셜프로젝트
실용사진, 광고콘텐츠기획, 광고콘
텐츠제작

2 2 0

4 2 전선 빅데이터와광고제작
기업홍보, PR/광고, 광고콘텐츠기
획, 광고콘텐츠제작

2 2 0

소계 4 4 0

학부(과)명 : 사진영상학부

트랙명 : 커머셜트랙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트랙 기본

교과목

(교육과정표에
편성된 교과목)

편 성 학 점

트랙 심화
교과목

편 성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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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

이론 실습

1 1 전선 이미지발상과컨셉I
실용사진, 광고콘텐츠기획, 광고콘
텐츠기획

2 1 2

2 1 전선 무빙이미지표현실습
방송콘텐츠기획, 영화콘텐츠기획,
광고콘텐츠기획

2 1 2

2 1 전선 시공간표현실기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츠제작,
광고콘텐츠제작, 애니메이션콘텐

2 1 2

2 2 전선 이미지발상과컨셉II
실용사진, 광고콘텐츠기획, 광고콘
텐츠제작

2 1 2

소계 8 4 8

4 1 전선 엑스페리멘탈미디어프로젝트 사진영상학의 융복합 2 2 0

4 2 전선 미디어포트폴리오연구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츠제작,
광고콘텐츠제작

2 2 0

소계 4 4 0

트랙명 : 익스페리멘탈미디어트랙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트랙 기본

교과목

(교육과정표에
편성된 교과목)

편 성 학 점

트랙 심화
교과목

편 성 학 점

학부(과)명 : 사진영상학부

시수

이론 실습

1 1 전선 디지털사진촬영★ 실용사진, 광고콘텐츠제작 3 2 2

2 1 전선 스마트포토라이팅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츠제작,
영상조명, 실용사진

2 1 2

2 2 전선 디지털사진표현기법★ 실용사진, 광고콘텐츠제작 3 2 2

소계 8 5 6

4 1 전선 사진영상VR연구
사진영상학의 융복합, 방송콘텐츠
기획, 영화콘텐츠기획, 광고콘텐츠

2 2 0

4 2 전선 빅데이터와이미지기록
사진영상학의 융복합, 방송콘텐츠
기획, 영화콘텐츠기획, 광고콘텐츠

2 2 0

소계 4 4 0

트랙 기본

교과목

(교육과정표에
편성된 교과목)

편 성 학 점

트랙 심화
교과목

편 성 학 점

트랙명 : 어플라이드이미지트랙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학부(과)명 : 사진영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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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해설 – 트랙제 교육과정 순

커머셜트랙 Commercial Track

- A062870 기초영상실습 (Basic Motion Picture) 3-2-2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프로덕션(Production),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

n)을 이론 및 비디오 촬영, 편집 실습을 통해 이해하는 영상제작입문 교과목이다.

- A062890 중급영상실습 (Intermediate Motion Picture) 3-2-2

본 교과목은 영상연출의 문법적 기초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영상프로덕션에

필요한 전문적인 카메라 워킹과 편집을 위한 이론적 틀과 오퍼레이팅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 A064210 커머셜영상 (Commercial Film) 2-1-2

본 교과목은 상업영상 제작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상업영상 제작 전반의 프로덕션에 대한 이해하는 교과목이다. 이를 위하여 프리프로덕션(P

re-Production)을 통하여 영상제작의 기획단계를 배우고, 다음 단계로 프로덕션(Productio

n),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의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목이다.

- A060230 컬러사진 (Color Photography) 3-2-2

컬러사진의 빛과 물감과의 관계와 컬러필름 및 컬러인화지의 각 유제층의 구성과 감색성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현상을 통한 발색원리와 현상단약과의 관계를 통한 색 재현원리와

발색상태를 이해시키고 특정적인 컬러필름들과의 응용과 호환성 관계를 이해시킨다.

또한 디지털 매체의 색 체계에 대하여 이해시키며, 감색혼합과 병치혼합의 개념을 익히고,

실습한다. 그리고 CIE 다이어그램상의 색 공간을 이해하고, 디지털 색 이론들을 배운다.

- A061400 사진편집 (Editing of Photography) 3-2-2

본 교과목은 사진을 지면으로 대량 복제하여 비 대면적 의사 전달하는 매개물을 제작하는

과정과 이 매개물의 내용을 정리하여 높은 가독성과 감각적 의사 전달 기능을 수반한

사진 인쇄물 제작에 관한 학습으로 정보화, 디자인화 되어 가는 현대의 신문, 잡지 그리고

독립 인쇄물 제작 전반에 관한 능력을 기르며, 이를 위하여, 전자출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 활용을 바탕으로 서체, 사진의 사용방법과 기초디자인 감각훈련

을 한다. 나아가 개인적 시각 디자인 인쇄물 제작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대중적 시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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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64430 디지털포토스튜디오 (Digital Photo Studio) 2-1-2

본 교과목은 사진가들이 촬영하는 작업 공간으로 그 속에는 다양한 조명과 악세사리들이

있다. 따라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장비들의 특성과 표현 효과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 본 수업은 사진으로서,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조명장비

와 악세사리들을 사용하여 표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실습으로 익히는 수업이다.

- A064240 프로덕트영상 (Product film) 2-1-2

기초영상실습과 중급영상실습을 이수한 후 실제 제품광고 영상 즉 CF를 제작해보는

수업이다. 특히 제품 CF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구문법적 서술구조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이해하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그리고 정보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품 광고영상제작을 통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수업이다. 따라서 국내 및 국외의 광고 제품 CF 를 감상하고 영상표현의 영역을

넓힌다. 또한 제작된 광고 제품영상을 토의 분석 연구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아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 A013210 커머셜프로젝트 (Commercial Project) 2-2

본 교과목의 주요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광고사진과 산업사진 및 잡지 매체에 사용되는

사진들에 대하여 제작 방법과 활용 및 유통에 대하여 수업하고자 한다.

- A064050 빅데이터와광고제작 (Big data and Advertising production) 2-2

이제까지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환경 대중매체에서 20세기 대표적인 발명품인 인터넷

뉴미디어와 21세기 발병품인 스마트폰 뉴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는 광고제작 과정을 익히는 교과목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속 구매 속성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선호 유형을 추출하고, 이를 광고제작에 반영하는

교과목이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 즉 “유행”, “트랜드”를 읽고 한발 앞서

광고제작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수업으로 이미지 표현 시 반영해야할 색상과 시대정신

및 소비자의 감성 포인트를 찾아 이를 광고로 표현하는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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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트랙 Art Track

- A064400 기초사진실습 (Basic Photography Practice) 3-2-2

사진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작품연구를 통하여 개개인의 생각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아이디

어로 발전시킨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본인 사진의 주제를 선택하고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작업의 연결선상에서 새로운 작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한다.

- A064410 중급사진실습 (Intermediate Photography Practice) 3-2-2

사진의 미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자기 자신의 사진에 적용하여 미학적인 기본적인

개념과 철학을 배워 자기 작품을 승화 발전시킨다. 또한 사진의 유형별 미에 대한 가치관과

안목을 기른다.

- A060090 사진감상과비평 (Appreciation & Criticism of Photography) 3-2-2

본 교과목은 미술 비평의 역사와 방법론에 관한 학습을 토대로 사진의 감상과 비평을

위한 관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선 작가의 작품 세계를 대표 작품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며 이에 관한 글쓰기 작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 수업으로 실제 전시공간을

방문하여 전시 작품에 관해 비평문을 작성한다.

- A064120 아트앤아이디어 (Art & Idea) 2-1-2

사진과 예술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생각에 대한 수업이다. 수강생은 이 과목을 통해

현대 사진 예술에서 중시되는 아이디어와 컨셉을 이해하며, 실제 창작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과정을 간접 경험 해본다.

- A061280 사진사 (History of Photography) 3-3

사진의 발명과 예술로서의 사진의 역사와 그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픽토리얼리즘,

스트레이트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 살펴보며 모더니즘 사진을 정의하고 1950년대

이후 등장하게 된 현대 사진의 역사와 최근의 확장되는 사진의 장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 A060260 혼합매체 (Mixed Media) 2-1-2

예술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미지 시각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적 토대들을

학습하고 이를 실기 작업을 통해 실행한다. 사진영상 작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한 현대미술의 최신동향을 연구하며 여러가지 매체가 혼재하는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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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미디어의 속성이 부각되는 현대 매체 예술의 주요 담론을 이해한다.

- A062290 창작사진 (Creative Photography) 2-1-2

사진 예술의 생산과 소통, 유통 과정에 필요한 창작의 전반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현대 예술계에서 사진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며, 창작자로 갖춰어야할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나간다.

- A060200 예술사진 (Art of Photography) 2-2

순수 예술로서의 사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작고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 A064060 빅데이터와큐레이팅 (Big Data and Curating) 2-2

컴퓨터, 인터넷, SNS 등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에 기반하여 빅 데이터를 활용하며 다양하

게 전개되는 현대 사진영상의 특징과 개별

사례를 살펴보고, 4차 혁명 시대의 예술과 시각 문화에 관한 전망을 모색하며 지식과

사고력, 창의력을 토대로 기획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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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페리멘탈미디어트랙 Experimental Media Track

- A063520 이미지발상과컨셉Ⅰ(Expression and Concept of ImagesⅠ) 2-1-2

이미지발상과컨셉 수업을 통해 fashion art culture의 경계선 붕괴가 어느정도까지 이루어

졌으며, photographer들이 어떤 시작과 방법으로 영상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심지어 기획,

아트디렉터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기본의 visual director들과 시각으로

visual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그룹별 토론, 비평, 발표를 통해 이미지의 발상 방법을 배우고

실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A064130 영상&사운드편집 (Motion Picture & Sound Engineering) 2-1-2

영상과 사운드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필름, 텔레비전, 뉴미디어와 시각 예술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기술을 터득할수 있는 역량을 기를수 있게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튜디오

및 현장 상황에서의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기술적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 탐구 할

것이다. 현재의 주류 미디어를 중심으로 사운드에 대한 기술과 이론을 학습할 것이며

이와 함께 현재 계속 확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기반 뉴미디어에서의 사운드에

대해 학습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은 다양한 경우에서의 사운드와

영상의 접목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A064040 무빙이미지표현실습 (Expression practice of Moving image) 2-1-2

본 강의는 무빙이미지 구현에 필요한 기초이론 및 원리를 학습하고 매체와 제작 도구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 및 실습을 병행 학습함으로 창의적 무빙이미지 콘텐츠 창작자의 기

초를 다지게 된다.

- A061580 시공간표현실기 (Expression practice of Time & Space) 2-1-2

시공간은 현대 미디어의 기술과 표현 기법의 발전 과정에 깊은 영향을 끼친 과거/현재형의

중요한 개념이자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시공간에 대한 이론적

표현적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과 장르적 사례를 분석하고 창작에 적용함으로 현대 미디어를

이해하는 이론적 표현적 기초를 다진다.

- A063380 이미지발상과컨셉Ⅱ (Expression and Concept of ImagesⅡ) 2-1-2

이 수업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 작품들의 작업과정에서 생간되는

이미들을을 사유하고 구현하는 과정과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발상해 가는 과정과 방법론은 다양한 감각적 발상을 여러 소재와 매체로 접근하고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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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단계별

주제발표와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창작자로서 상상(Imagination)화 해가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수업을 시행한다.

- A064180 익스페리멘탈포토그라피 (Experimental photograph) 2-1-2

이 수업은 현대미술에서 주요한 매체로 활용되는 사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한 실험적

사진매체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미지와 사진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디지털화와 작업과정들이 융복합화 되어가는 시대에 사진이 가진 한정적인

표현의 확장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융합적 표현기법과 발상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 A063360 타임베이스미디어 (Time Based Media) 2-1-2

타임베이스미디어는 시간의 길이 차원을 기반으로 하며 미디어를 창작의 중요 도구로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현대예술과 미디어 영역의 기초 개념이

다. 타임베이스미디어 작업의 결과물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적 길이를 가지며 전문적인

현대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되지만 상업적인 프로덕션과는 차별화된 특성이 있다.

현대 미디어의 기술적 기초를 탐색하고 각각의 미디어가 가진 베이직한 언어의 연구

및 확장을 통해 창의적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 연구의 결과들은

미디어쇼, 상영, 전시, 공연, 방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문화콘텐츠환경에서 활용되며

크리에이티브 커머셜프로덕션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활을 한다. 타임베이스미디

어 실습에서는 관련 이론에서부터 매체별 제작 실습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함

으로 크리에이티브 미디어디랙터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 A061910 영상커뮤니케이션 (Visual Communication) 2-1-2

비디오제작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네러티브를 기반으로한 영상프로덕션의 커뮤니케이

션 원리를 영상 미학적, 문법적 측면에서 학습한다.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과 특수효과를 영상 프로젝트제작 실습을 통해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확장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A064170 익스페리멘탈미디어프로젝트 (Experimental Media Project) 2-2

아트, 커머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분야에서 매체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확장된

개념의 미디어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수업이다. 본 수업에서는 현대 문화예술산업의 트랜디

한 현상인 융복합 개념을 평면과 입체, 아날로그와 디지털 미디어, 모바일 네트워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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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적으론 시각예술, 영상, 사운드, 미디어퍼포먼스, 실시간 공연예술 등의 실험적 융합을

통해 관객에게 확장된 경험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연구한다, 수업 참여자들은 이론적

탐구의 결과를 융복합미디어프로젝트의 설계와 샘플링을 중심으로 구체화 하게 된다.

- A092080 미디어포트폴리오연구 (Study of Media Portfolio) 2-2

미디어포트폴리오연구는 미디어창작자로서 관련분야 취업과 진학 등을 위한 아날로그,

디지털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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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이미지트랙 Applied Image Track

- A060270 디지털사진촬영 (Digital Photography) 3-2-2

오늘날 디지털사진의 기본적인 활용 능력은 개인의 창의적 사고의 시각화뿐만 아니라

광고와 같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다. 따라서, 사진가에 있어 디지털사

진의 기초적인 이론 습득과 처리과정의 실습은 가장 기본적인 전공소양이다. 본 교과목에서

는 사진 전공자가 반드시 습득해야할 사진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사진의

촬영, 편집 그리고 출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전공 기초과정을

습득한다.

- A061650 암실실기 (Dark Room Practice) 3-2-2

흑백암실실기로 촬영한 필름을 정확한 현상과 더불어 정확한 인화 능력을 배양한다.존

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촬영에서 현상 그리고 인화에 이르기까지 시스템화하여 개개인의

데이터를 만들어 취향과 목적에 따라 톤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 A064100 스마트포토라이팅 (Smart Photo Lighting) 2-1-2

빛은 어떤 물체에 도달하면 반사, 흡수, 굴절, 확산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시각 체계를

가진 인간은 이러한 빛의 물리적인 현상을 지각할 수 있고, 동시에 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즉,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빛이 만들어낸 단순한 물리적 현상 외에도 감정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진가는 바로 이러한 빛의 지각 특성을 고려하여

빛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익혀야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빛의 기본적인 성질과 사진조명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사진에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사진조명기법을

실습한다.

- A060670 디지털사진표현기법 (Expression Techniques of Digital Photography) 3-2-2

CG(Computer Graphic) 매체를 이해하여 사진과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표현력들 강화,

현실에서 표현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들을 표현한다.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시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진 촬영 후, 2D, 3D Computer Graphic을 사용하여 합성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 A064420 스마트포트레이트실기 (Practice of Smart Potrait) 2-1-2

본 교과목은 전통적인 사진의 한 장르로 인물의 표정과 감정 등을 기록하며, 우리들의

생활전반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인간성까지 표현하는 넓은 의미를 지닌 초상사진이다.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 인물사진, 웨딩 사진, 베이비 사진 그리고 프로필 사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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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목이다.

- A062100 이미지사이언스 (Image Science) 2-1-2

과학사진(scientific photography)이란 인간의 시지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대상을 측정,

분석,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학 기반의 사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진의 영역을 뛰어넘어 이미지의 영활이 요구되는 공학, 의학, 사회과학 등 과학 산업

전분야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 기조와 맞물려

창의적이며 예술적인 평가를 받는 과학사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사이아트(scia

rt)라고 한다. 이는 과학적이며 논리적 사고뿐 아니라 창의적인 도전과 문제해결이 필요로

하는 과학사진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표현 방법과 창의적인 발상을 필요로

하는 현대 사진가들에게 발상과 사고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이다.

- A064440 사진영상VR연구 (Study of VR Image) 2-2

VR(Virtual Reality) 기술 기반의 사진영상 콘텐츠 제작방법과 VR기술을 접목시킨 드론

콘텐츠 제작방법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해본다.

- A064450 빅데이터와이미지기록 (Big Data & Image Recording) 2-2

본 교과목은 시각 예술에서 주요 개념 및 흐름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보고 사진 영상

매체를 활용한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학습하며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문화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관해 비판적 시각을 갖추도록 한다.

- A064000 가상환경모델링(연계) (Virtual Environment Modeling) 2-1-2

3D의 모델링 심화 교과목으로 Maya 툴을 기본으로 모델링 하여, Unreal Engine, Unity3D등

의 엔진에 적용할수 있는 가상환경을 제작 해본다.

-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전필) (Capstone Design Ⅰ) 2-2

본 교과목은 학생들의 졸업 작품 제작을 통해 전공교육을 완성하는 수업으로 사진영상분야

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간접적 실무경험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 또는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개인 또는 팀별로 설계한 프로젝트 진행함으로써 해당 직무를 이해하

도록 하며, 동시에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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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90272 캡스톤디자인 Ⅱ(Capstone Design Ⅱ) 1-1

본 교과목은 캡스톤디자인 Ⅰ의 연속된 과목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전공 또는

직무분야의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수업이다. 이를 위해 졸업작품 완성,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프리젠테이션 단계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팀별로 수업 및 지도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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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상 콘 텐 츠 제 작 학 과 ■

1) 개황

글로벌 영상콘텐츠산업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제작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 설립된 학과이며, 창의적으로 생각을 구현하고, 용감하게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지적으로 세상과 교감할 수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경일대학교 영상콘텐츠제작학과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 함양을 기반으로

영상분야의 다양한 심화과정을 통해 기초부터 출발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인터넷방송,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웹 드라마, 극영화 등의 여러

장르를 직접 제작하고 기획, 연출, 촬영, 조명, 편집 등 다양한 영상분야를 체험하여 향후

영상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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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과정표

o 기본전공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선 영상콘텐츠기획입문
방송콘텐츠기획, 영화
콘텐츠기획, 스마트문

2 1 2 전선 미디어크리에이터실습
방송콘텐츠제작, 광고
콘텐츠제작, 스마트문

2 1 2

전선 촬영&조명실습I
영상촬영, 영상조명,
무대조명, 무대영상

2 1 2 전선 동영상제작기초
방송콘텐츠제작, 영화
콘텐츠제작, 스마트문

2 1 2

전선 동영상&음향의기록과재생그리고감상
영상음향녹음, 영상편
집, 영사

2 1 2 전선 동영상&음향의 편집과도구
영상음향녹음, 영상편
집, 방송콘텐츠유통·서

2 1 2

   

 

소계 6 3 6 6 3 6

전선 사진과표현
실용사진, 스마트문화
앱콘텐츠기획, 지역사

2 1 2 전선 장면구성과시각화
영상연출, 영상미술,
시각디자인, 디지털디

2 1 2

전선 커머셜영상기획및제작
기업홍보, PR/광고, 마
케팅전략기획, 광고콘

2 1 2 전선 동영상프로덕션워크숍I
영상연출, 무대연출,
방송콘텐츠제작, 영화

2 1 2

전선 스토리텔링창작실습
문학·예술기획, 방송콘
텐츠기획, 영화콘텐츠

2 1 2 전선 관찰과기록(다큐멘터리 제작)
방송콘텐츠제작, 영화
콘텐츠제작, 공공복지

2 1 2

전선 촬영&조명실습II
영상촬영, 영상조명,
무대영상, 무대조명

2 1 2 전선 동영상편집
영상편집, 영상그래픽,
방송콘텐츠제작, 영화

2 1 2

전선 녹음과녹음도구
실용음악, 영상음악녹
음, 스마트문화앱콘텐

2 1 2

소계 10 5 10 8 4 8

전선 영상작품분석, 크리에이터분석
지식재산관리, 평생프
로그램기획·개발·평가,

2 1 2 전선 영상콘텐츠비즈니스설계
지식재산관리, 문화·예
술경영, 지식재산정보

2 2

전선 동영상프로덕션워크숍II
영상연출, 방송콘텐츠
제작, 영화콘텐츠제작

2 1 2 전선 감독과배우
무대연출, 영상연출,
청소년활동, 영화콘텐

2 2

전선 음악과동영상(뮤직비디오 제작)
실용음악, 방송콘텐츠
제작, 영상촬영

2 1 2 전선 촬영&조명실습III
영상촬영, 영상조명,
방송시스템운영, 지상

2 0 4

전선 사운드디자인
영상음향녹음, 방송콘
텐츠제작, 영화콘텐츠

2 2 전선 동영상색보정
영상그래픽, 영화콘텐
츠제작, 광고콘텐츠제

2 1 2

전선 일상과시각
방송콘텐츠제작, 영화
콘텐츠제작, 스마트문

2 1 2 전선 캡스톤디자인I
방송콘텐츠기획, 영화
콘텐츠기획, 지식재산

2 2

소계 10 6 8 10 5 8

전선 방송포맷디자인워크숍
지상파TV방송, 케이블
방송, 방송시스템운영,

2 2 전선 영상산업의미래와전망
방송콘텐츠유통·서비
스, 영화콘텐츠 유통·

2 2

전선 동영상프로덕션워크숍III(프로덕션)
방송콘텐츠제작, 영화
콘텐츠제작, 영상연출

2 1 2 전선 동영상프로덕션워크숍Ⅳ(포스트프로덕션)
방송콘텐츠제작, 영화
콘텐츠제작, 영상편집

2 2

전선 커머셜실습(광고동영상제작)
광고콘텐츠제작, 기업
홍보, PR/광고, 비주얼

2 1 2 전선 영상콘텐츠의변화와역사
문화예술경영, 지식재
산관리, 영화콘텐츠유

2 2  

전선 모션그래픽실무
영상그래픽, 영상편집,
방송콘텐츠제작, 광고

2 1 2 전선 촬영세미나
영상촬영, 영상조명,
영화콘텐츠제작

2 2

전필 캡스톤디자인II
방송콘텐츠유통·서비
스, 영화콘텐츠 유통·

2 2 전선 이야기바깥의세상
무대연출, 영상연출,
청소년활동, 영화콘텐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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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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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해설

- A063720 동영상&음향의기록과재생그리고감상 (Understanding sound and Images)

2-1-2

교육적 포석이 큰 과목으로, 동영상과 음향 입문자의 감각적 대상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고

전체 과정의 물질적 흐름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과목입니다. 부담 없이 수업시간을

즐기고 동영상과 음향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기획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 A063860 영상콘텐츠기획입문(Introduction to Visual Content Project Plan) 2-1-2

수업을 통해서 영상을 매개로한 기획의 기초적인 개념을 익힌다. 스스로의 기획을 통해

영상물 콘텐츠 제작에서의 필수과정인 시나리오(구성 안) 작성, 연출, 촬영, 미술, 편집

등을 다양하게 경험해 본다.

- A063930 촬영&조명실습Ⅰ (CinematographyⅠ) 2-1-2

이론적인 측면에서 촬영/조명 기자재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카메라와 조명

및 그립 기자재를 활용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실습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카메라의 기본 조절장치와 메뉴셋업, 그리고 렌즈의 기능과 차이를

이해하고, 저장규격에 따른 워크플로우를 실습합니다. 이 수업의 조명분야에서는 다양한

조명앵글과

콘트라스트, 그리고 광질(quality of light)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 A063730 동영상&음향의편집과도구 (Introduction to the editing tools) 2-1-2

특정 편집 도구의 사용법은 편집을 몇 편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입문자로서는 모든 도구가 생소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받아 온 학원식 교육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도구 사용법 자체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 A063750 동영상제작기초 (Introduction to Video Production) 2-1-2

동영상제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영상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구현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실습하여 자신의 작품제작을 능숙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

다. 수업에서 실습하는 동영상작업물의 종류는 내러티브에 국한되지 않고, 동영상제작의

필수적인 분야를 기초적인 범위 내에서 폭넓게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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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63790 미디어크리에이터실습 (Practices for Media Creating) 2-1-2

1인 미디어 제작환경에 대한 학습과 함께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을 브랜딩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설계해본다.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장르를 선택한 후 학생 스스로가

제작 및 방송 송출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경험한다.

- A063710 녹음과녹음도구 (Sound Recording) 2-1-2

현장녹음을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경지식과 실제 녹음장비들의 사용법, 그리고

녹음의 기본적 접근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음향관련 제작/후반제작 수업을 후반제작

중심으로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A063820 사진과표현 (Photography and Expression) 2-1-2

영상제작에 있어 기본적 소양인 사진촬영에 대한 이론과 테크닉을 경험하고 영상표현에

필요한 사진의 기초과정을 실습한다. 사진매체를 통해 주제와 형식을 분석하고 아이디어의

발상과 표현, 촬영과 발표의 과정을 경험한다.

- A063830 스토리텔링창작실습 (Practical Excercise for Storytelling) 2-1-2

스토리가 있는 동영상에서 인물 사건 배경 등 이야기 구성의 3요소를 분석하고, 시점과

플롯 및 시공간 구조를 고찰한다. 소재를 개발하여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며, 조별로 인트로 동영상이나 2인, 3인 대화 동영상을 제작하여, 콘티작성과

콘티뉴이티를 학습한다.

- A063931 촬영&조명실습Ⅱ (CinematographyⅡ) 2-1-2

촬영과 조명 기술을 보다 능숙하게 구사하고, 동영상작업에서 구현하는 다양한 look을

경험하고 실습하는 수업입니다. 이전 단계인 촬영/조명 실습1에 비해 보다 다양한 카메라

파트의 실습과 정교한 조명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위의 조명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

광원과 피사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빛과 그림자의 표현을 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 수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 A063960 커머셜영상기획및제작 (Planning and Production of Commercial Content)

2-1-2

상업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적 분석 및 아이디어의 사고와 준비 과정을 경험하며

qnstjr스토리보드를 활용해 결과물로 도출한다. 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결과물

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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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63700 관찰과기록 (Documentary Workshop) 2-1-2

자신의 주변과 일상을 관찰하고 흥미로운 점을 포착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편집하

여 완성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수업입니다. 공간과 인물에 대한 관찰을 시작으로, 주제와

형식에 대한 논의, 팀 구성과 가자재의 선택, 그리고 촬영방식에 관한 결정까지 수업

내에서 함께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촬영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촬영 파일을 함께 상영하고

이를 분석하여 제작 진행과 작품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수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 A063760 동영상편집 (Video Editing) 2-1-2

이 수업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모든 동영상 양식의 발생적 기원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인 수업입니다. 동영상의 시간 차원에서의 유창한 구사를 위한 훈련의 시작에

해당됩니다.

- A063770 동영상프로덕션워크숍Ⅰ (Visual Content Production WorkshopⅠ) 2-1-2

동영상프로덕션 워크숍1 과목은, 1학년 동안 글쓰기 및 스토리텔링과 콘티뉴이티 등을

분절적으로 훈련한 것을 바탕으로 첫 내러티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목입니다. 시작과

중간, 결말이 있는 내러티브를 구상하여 영상문법의 베이직에 충실한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스텝과 배우 간의 협업 및 롤을 배우고 프로세스를 지키며 프로덕션을 수행하도록 하여,

동영상 제작의 흥미와 관심과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063920 장면구성과시각화 (Scene Composition and Visualization) 2-1-2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어에 관한 효과적인 시각화에 관해 학습한다. 설계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연출, 촬영, 조명, 편집 등의 과정에서의 예시를 중심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직접 적용시켜 스스로 표현해 본다.

- A063771 동영상프로덕션워크숍Ⅱ (Visual Content Production WorkshopⅡ) 2-1-2

동영상프로덕션 워크숍 2과목은 구조화된 내러티브를 구축하여 다양한 영상언어를 모색해

보는 프로덕션 워크숍입니다. 다양한 장르를 실험해보는 것과 연출자의 고유한 개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입니다. 음향과 이미지와 내러티브와 연기의 조응을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고취시켜야합니다.

- A063810 사운드디자인 (Sound Design) 2-2

이 수업은 후반작업에서의 사운드 디자인에 더 중점이 두어진 수업입니다. 폴리와 더빙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만 음향의 처리를 포함한 믹싱이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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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과정에서의 사운드 디자인과 이후 여러 음향조절 도구들을 활용한 믹싱까지 다루게

됩니다.

- A063850 영상작품분석,크리에이터분석 (Analysis of Media Creators and Projects)

2-1-2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상작품과 실패한 작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작품성이

있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은 무엇이 다를까? 기존 작품의 분석과 이들을 만들어

낸 크리에이터의 스타일을 분석하여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찾아본다. 학생은 이를 학습하여

자신의 작업에 응용하여 활용해본다.

- A063890 음악과동영상 (Music Video Workshop) 2-1-2

‘음악과 동영상’ 수업은 음악 관련 동영상, 특히 뮤직비디오 제작을 실습하는 수업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과 동영상과의 관계 및 접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이 수업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제작 방식에 있어 사실적인 촬영

외에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접근 및 제작방식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표현방식을

경험하고 시도하는 실습수업입니다.

- A063910 일상과시각 (Observational Writing) 2-1-2

일상을 관찰하고 새롭게, 낯설게 보며 창작자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입니다. 사물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우정,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글쓰기와 리뷰를 반복할 것입니다. 제시할 글쓰기 소재가 함양하고자 하는

목표에 어울리는 소재가 되도록 고심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문이나 오문이 없는 명료한

글쓰기를 강조할 것입니다. 명료한 글쓰기는 연출자가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하는 기초적인 툴이 될 것입니다.

- A063690 감독과배우 (Directing) 2-2

스타니슬롭스키의 연기론과 브레히트의 연기론을 비교분석하고 관련 동영상을 감상합니다.

독백대사를 작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연기를 해봄으로써 연기자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연기연출이 훌륭한 감독의 메이킹 필름과 평전 및 인터뷰에서 드러난 연기연출 방식을

고찰합니다. 다양한 캐스팅 및 오디션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연기 연출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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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63740 동영상색보정 (Color Grading) 2-1-2

동영상 컬러 그레이딩 과목입니다. 컬러리스트 양성을 위한 수업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촬영/조명 수업과 앞면과 뒷면인, 동영상의 토널리티 일반을 다루는 수업에 가깝습니다.

후반제작에서 자주 요구되는 동영상의 처리 몇 가지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크로마 키, 모션 블러, 재생속도 조절 등)

- A063870 영상콘텐츠비즈니스설계 (Designs for Visual Content Business) 2-2

영상콘텐츠는 어떻게 거래되고 가격이 정해지는지를 알아보고 다양한 플랫폼의 종류와

특징에 관해 학습한다. 또한 플랫폼에 따른 비즈니스에 관해서도 설계해본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영상콘텐츠비즈니스와 이들의 트렌드, 향후 비즈니스의 변화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본다.

- A063932 촬영&조명실습Ⅲ (CinematographyⅢ) 2-4

‘촬영/조명 실습 3’ 수업에서는 촬영, 조명관련 특수기자재와 난이도가 높은 촬영, 조명상황

을 실습하게 됩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단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촬영, 조명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품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종류의 렌즈, 필터,

카메라의 비교테스트와 다양한 조명, 의상, 분장 테스트를 이 수업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 (Capstone DesignⅠ) 2-2

이 수업은 향후 졸업 및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학생이 개인 혹은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교수진과의 협의를 거쳐 프리프로덕션

을 준비하는 수업입니다. 학생은 시나리오를 비롯한 구성안과 스토리보드, 로케이션 선정,

캐스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A063772 동영상프로덕션워크숍Ⅲ (Visual Content Production WorkshopⅢ) 2-1-2

동영상프로덕션 워크숍 3과목은 졸업 작품 내러티브를 개발, 수정하고 프로덕션을 준비하

는 과목입니다. 관객과의 소통을 염두한 동영상 내러티브를 고민하고, 연출자의 시각과

세계관을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엄정한 배우 선택과 연기연출을 유도하고, 비전을 세워

화면을 설계하도록 이끌고 기술적인 완성도를 성취하도록 합니다.

- A063780 모션그래픽실무 (Motion Graphic Workshop) 2-1-2

이 수업은 기본적인 모션 그래픽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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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간단한 처리로부터 대단히 창의적인 작업물까지 넓은 범위의 모션 그래픽의 가능성

을 아는 것이 아마도 실무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능력은 저예산 동영상제

작에서 당장 요구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 A063800 방송포맷디자인워크숍 (Workshop for Broadcasting Format) 2-2

영상콘텐츠환경에서 다 채널은 다양한 방송 포맷을 의미한다. 수업을 통해서 방송 포맷의

역사와 이들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포맷을 직접 디자인해본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향후 진로와 연관하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한다.

- S090271 캡스톤디자인II (Capstone Design II) 2-2

이 수업은 향후 졸업 및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써

학생이 개인 혹은 팀을 이루어 선정한 프로젝트를 교수진과의 협의를 거쳐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을 준비하는 수업입니다. 학생은 준비된 프리프로덕션 결과물을 토대로

작품을 준비하게 되며, 결과물은 졸업 작품 상영을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 A063950 커머셜실습 (Commercial Production Workshop) 2-1-2

진로와 관련해 촬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커머셜 실습’ 수업에서는 다양한 광고, 홍보 촬영상황을 설정하여

촬영하고, 색보정(color grading)수업과 연계하여 이를 완성한 후 학생 각자의 온/오프라인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추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A063773 동영상프로덕션워크숍Ⅳ (Visual Content Production WorkshopⅣ) 2-2

동영상프로덕션 워크숍 4과목은 워크숍3에서 촬영한 작품의 후반작업 및 완성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충분한 편집시간을 할애하여 최선의 편집 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팀별,

개별 편집리뷰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후시녹음과 사운드 디자인, 자막, 타이틀, 색 보정

등 세부적인 후반작업의 경험을 쌓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 A063840 영상산업의미래와전망 (Prospect of Visual Content Industry) 2-2

다양한 영상산업 실무자들의 특강을 통해서 미래 영상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자신의 진로분야 및 취업분야를 탐색한다.

- A063880 영상콘텐츠의변화와역사 (History of Moving Images) 2-2

카메라가 개발된 초기 동영상을 감상하며 동영상 콘텐츠의 장르가 어떻게 분화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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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합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복원한 해방기 한국영화와 시대별로 주목할 만한 한국영

화를 감상하며 시대별 영화산업환경을 고찰합니다. 수업은 발제와 토론 그리고 동영상

감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A063900 이야기바깥의세상 (Experience and Expression) 2-2

가급적 개인의 일차적 체험으로부터 얻은, 가급적 비문학적 맥락들 ― 즉, “스토리“가

아닌 ― 을 파악하여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세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집중하는, 감각적 체험과 사고 과정을 대상화하는 훈련입니다. (참고:

“경험”은 기억된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창조적 작업에도 의미가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A063940 촬영세미나 (Analysis of Cinematography) 2-2

촬영세미나 수업은 ‘기존 작품의 감상과 학습,’ 그리고 ‘학생작품의 평가와 분석’, 이렇게

두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작품의 감상과 학습’ 파트에서는 촬영감독 연구, reference

작품의 촬영분석을 진행하며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학생작품의

평가와 분석’ 파트에서는 주로 3, 4학년 학생의 촬영 작, 연출작 중 이미 완성하였거나

후반작업 중인 작품을 선택해 촬영을 중심으로 작품 전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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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화 애 니 메 이 션 학 과 ■

1) 개황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의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제작 실무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학과이다. 웹툰, 출판만화, 3D애니메이션, 비주얼이펙트(VFX),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가 양성을

추구한다. 본 학과는 지역거점 만화⋅애니메이션⋅게임 학과로 자리매김하고자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 및 구축을 통해 2022년 까지 100명의 입학정원과 400명 이상의 학과정원

증원을 진행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만화애니메이션 학과는 융합형 콘텐츠인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분야

에 필요한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한다. 교육과정에 만화⋅웹툰 트랙 / 애니

메이션⋅VFX 트랙 / 게임⋅콘텐츠 트랙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자유롭게 트랙 분야별

특색을 탐색한 후 트랙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와 여러 트랙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제너럴리

스트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애니메이션, VFX(특수효과), 게임,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국내외 실무경력을 가진 교수진과

네이버 웹툰 연재작가 교수진으로 심도 있는 실무중심 교육체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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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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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과목 해설

- 기초드로잉 (Foundation Drawing) 2-1-2

만화애니메이션 표현의 기초인 드로잉을 기반으로 시각예술에서의 조형성과 시지각 능력

을 확장하여 창작활동의 기반을 닦는다.

- 2D그래픽스 (2D Graphics) 2-1-2

2D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방법을 습득하여 만화, 애니메이션,

VFX, 광고 제작에 활용한다.

- 만화애니메이션감상과비평 (Comics & Animation Criticism) 2-2

다양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시나리오 분석, 캐릭터 분석 등을

통하여 만화애니메이션 기획능력을 배양한다.

- 해부학과라이프드로잉 (Anatomy and Life Drawing) 2-1-2

해부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라이프 드로잉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인체표현과

인체포즈 표현력을 배양한다.

- 3D모델링&텍스쳐I (3D Modeling & Texture I) 2-1-2

디지털 만화와 애니메이션, VFX, 게임제작을 위한 다양한 3차원 모델링을 제작하고 쉐이더

와 텍스쳐, 맵핑 등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 만화웹툰제작기법 (Comics & Animation Production Skills) 2-1-2

만화와 웹툰 제작을 위한 기초 교육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육한다.

- 색채학 (Colorography) 2-2

색채이론을 바탕으로 심리 효과와 색채의 조화를 이해하고 컨셉을 색으로 표현한다.

- 모션그래픽 (Motion Graphic) 2-1-2

모션그래픽 작품을 구현하기 위한 광범위하고도 기초적인 영상편집과 이펙트의 내용을

주로 다루며, 영상 범용 툴로서의 After Effect 초급과정을 통해 주요 기술적 문제를

다루게 된다.

- 웹툰창작I (Webtoon Creation I) 2-1-2

만화의 기본이 되는 칸 나누기, 면 나누기를 이해하고, 이야기의 구성방식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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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칸, 네칸 만화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만화의 수사법을 익혀 발상에서 만화의 완성까지의

제작방식을 습득한다.

- 3D모델링&텍스쳐II (3D Modeling & Texture II) 2-1-2

디지털 만화와 애니메이션, VFX, 게임제작을 위한 다양한 3차원 모델링을 제작하고 쉐이더

와 텍스쳐, 맵핑 등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 애니메이션기초 (Fundamental of Animation) 2-1-2

움직임 표현에 필요한 애니메이션의 기본개념과 원리들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움직임과

시간을 표현한다.

- 웹툰배경제작기법 (Webtoon BG Production Skills) 2-1-2

웹툰만의 문법과 작업환경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발전한 배경 제작 방식에 대하여

익히고 실습한다.

- 만화애니메이션의역사 (History of Comics & Animation) 2-2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대중문화 영역과 예술영역에 걸쳐 진행된 만화애

니메이션 문화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미래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의 전망과 가능성을

예측한다.

- 웹툰창작II (Webtoon Creation II) 2-1-2

만화의 기본이 되는 칸 나누기, 면 나누기를 이해하고, 이야기의 구성방식 등을 학습한다.

한칸, 네칸 만화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만화의 수사법을 익혀 발상에서 만화의 완성까지의

제작방식을 습득한다.

- 3D캐릭터애니메이션 (3D Character Animation) 2-1-2

MAYA 프로그램을 통해서 3D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게

된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표현의 기초인 동작과 감정표현을 다양한 연기수업과 제작을

통해 학습한다.

- 만화&웹툰연출I (Directing of Comics & Webtoon I) 2-2

칸을 기본으로 한 만화와 웹툰의 연출 원리를 알아보고 글 콘티와 그림 콘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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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사운드워크샵 (Video Editing & Sound Workshop) 2-1-2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애니메이션과 VFX 최종결과물을 시간적 연결과 변화를 주고,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학습한다. 배경음악과 효과음 조작으로 영상의

분위기와 몰입감을 주는 방법을 습득한다.

- 만화애니메이션스토리텔링 (Comics & Animation Storytelling) 2-2

스토리와 만화애니메이션 표현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적용되는 시나리오 작성을 실습한다.

- 출판만화창착 (Publishing Comics Creation) 2-1-2

기존의 만화 플랫폼과 웹툰 플랫폼의 차이를 이해하고, 웹툰의 특성에 맞는 제작방법을

습득한다. 출판만화 제작 전반을 워크샵을 통해 제작 실습한다.

- 3D라이팅&렌더링 (3D Lighting & Rendering) 2-1-2

3D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디지털 라이팅, 렌더링 교육과정을 통해 3D애니메이션과 VFX

제작에 필요한 전반 과정 및 요소들을 실습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 디지털콘텐츠비평 (Digital Content Criticism) 2-2

21세기 문화시대에 디지털콘텐츠가 지닌 가능성을 모색하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디지털매체 변화를 주도하는 기획자를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 장르만화연구 (Comics Genre Research) 2-2

창작극화를 이야기 구성, 연출, 뎃생, 마무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진행해보고 개인별

제작방식을 탐구해본다. 다양한 제작방식을 사용해 개인의 특성을 살리고 플랫폼에 맞게

작품의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는데 역점을 둔다.

- 3D특수효과및합성 (3D Special Effects and Compositing) 2-1-2

3D그래픽스를 기반으로 특수효과와 합성과정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제작한다.

- 스마트콘텐츠플랫폼 (Smart Contens Platform) 2-1-2

다양한 스마트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UI를 이해하고 제작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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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콘텐츠와커뮤니케이션 (Smart Contens & Communications) 2-1-2

5G시대의 다양한 스마트콘텐츠를 이해하고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학습한다.

- 만화웹툰포트폴리오 (Comics Portfolio Workshop) 2-1-2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 또는 프리랜서 작가 또는 감독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 게임엔진의이해 (Study of Game Engine) 2-2

게임과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게임엔진과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게임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기획을 진행한다.

- VR·AR스튜디오 (VR/AR Studio) 2-1-2

실감형 콘텐츠의 특성과 제작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설계, 제작한다.

- 만화애니메이션취업과창업 (Comics & Animation Entrepreneurship) 2-2

만화애니메이션전공 관련한 취업과 창업사례를 탐색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관련분야의 취업·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CG프로덕션 (CG Production) 2-1-2

애니메이션과 VFX 프로덕션의 파이프라인을 알아보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학습한다. 결과물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3D 프로덕션의 테크닉(hair, fur,

toonShading, nDynamics 등)을 학습한다.

- 만화&웹툰연출II Directing of Comics & Webtoon II) 2-1-2

세로 스크롤과 무한 캔버스를 기본으로 한 영화적 연출을 연구하고 본인만의 연출방식을

정립한다.

- 웹툰프로덕션 (Webtoon Production) 2-1-2

본격적인 웹툰 제작 수업으로써 졸업 작품과 연계하여,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스토리와

연출, 구성, 캐릭터, 세계관 등을 기획하고 제작한다.

- 만화웹툰워크샵 (Comics & Webtoon Workshop) 2-1-2

만화웹툰의 최근 제작프로세스를 학습하고 개인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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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기획연출과시각화 (Animation Pre-production & Visualization) 2-1-2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기획하고 사전시각화를 통해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여 스토리를

검증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 단편창작애니메이션 (Short Animation) 2-1-2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기획에서 제작까지 전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을 이해한다.

- 애니메이션VFX워크샵 (Animation VFX Workshop) 2-1-2

3D애니메이션과 VFX의 최근 제작프로세스를 학습하고 개인 작업에 적용한다.

- 게임기획컨셉아트 (Game Concept Art) 2-1-2

게임제작을위한세계관을기획하고기획된세계관을 다양한방식으로시각화한후제작한다.

- 3D게임그래픽 (3D Game Graphic) 2-1-2

게임제작에 필요한 3D 에셋을 게임 컨셉디자인을 기반으로 엔진에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디 지 털 미 디 어 디 자 인 학 과 ■

1) 개황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는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은 시각·산업디자인, 모션·영상디자인,

게임디자인을 아우르는 융복합 디자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UI/UX (기존

용어 UX/UI를 2D/3D와 일관되게, 범위가 넓어지는 표현으로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②

2D/3D 디지털 컨텐츠, ③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3대 교육 방향을 기준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 및 글로벌 실무 경험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쿄 Designers Week, 홍콩 Mega Show 등의 국제 전시에

서 학생 작품을 전시하며, 미국 Spark Awards 등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 경력 또한

화려합니다. 이밖에 해외 우수 디자인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내 및 국제 전시와

공모전 지원금 수혜, 방학 중 디자인기업 현장실습을 통한 전공 학점 취득, 디자인 시제품

개발 지원비를 받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과 창업 동아리 등 경상권 타 대학 디자인 대학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교육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2) 교육목표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매체의 본질과 가능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3) 교육방침

①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의 기초 이론을 충실히 교육하며 실험/실습을 통한 실무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② 해외 우수 디자인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전시 참여와 국제공모전 수상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제공합니다.

③ 체계적인 취업 및 창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④ 긴밀한 산학협동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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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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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A063540 2D그래픽프로그램1 (2D Graphic Programs 1) 2-1-2

디지털디자인 프로그램의 이용이나 활용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를 통하여 컴퓨터의 그래픽 표현능력과 변화능력을 그래픽디

자인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픽 프로그램의 역할과 그 효율을 실습한다.

A012980 디지털미디어의이해 (Understanding Digital Media) 2-2-0

디지털미디어 기술은 비디오 게임, 가상 세계, SNS, 앱, 전자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의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강좌에서는 새로운 미디어가 무엇인지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또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이 기존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한다.

A012970 디지털조형 (Digital and Formative Arts) 2-1-2

디자인의 필수조건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과 전개, 자유로운 사고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도출 과정의 방법론을 학습한다. 디자인 기본 구성 요소인 점, 선, 면과

원리, 색채,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 등을 학습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조형 연습과

시각언어 표현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A012960 발상과드로잉 (Creative Thinking and Drawing) 1-0-2

이 강좌에서는 아이디어 전개와 자유로운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또한 디자인 교육 과정에 입문하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맥락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각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습한다. 그 과정에서 사물의

형태와 속성을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조형 연습과 시각언어를 발굴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A063541 2D그래픽프로그램2 (2D Graphic Programs 2) 2-1-2

2D그래픽프로그램1의 고급 과정으로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

론을 배우고 시각 및 디지털디자인 기초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래픽디자인 테크닉을 심화하

는 과정이다.

A063550 3D그래픽프로그램 (3D Graphic Programs) 2-1-2

3D디자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구성 요소 이해 및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이다. NURBS

방식 모델링 프로그램인 라이노를 통하여 아이디어 시각화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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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2630 디자인색채 (Color & Design) 1-0-2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색채이론과 실제에 관해 학습한다.

A012990 디지털타이포그래피1 (Digital Typography 1) 2-1-2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의 배열과 체계 등을 조절함으로서 효과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래픽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강좌이다.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기초적인 규칙,

활용도 등을 학습하고,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예시 분석과 디자인 프로젝트를

병행한다.

A013010 3D디지털기초 (3D Digital Foundation) 2-1-2

이 강좌는 3D 그래픽프로그램의 고급 수업으로 3D 디자인 프로젝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A091970 AR/VR캐릭터제작 (AR/VR Character Design) 2-1-2

게임엔진에 최적화 할 수 있는 3D 캐릭터를 제작하여,AR/VR 콘텐츠 제작의 역량을

학습한다. 3D소프트웨어를 통한 모델링, 텍스쳐, 맵핑, 캐릭터 셋업을 학습한다.

A091510 게임의이해 (Understanding Games) 2-1-2

이 강좌에서는 초창기 보드 게임부터 오늘날의 컴퓨터 및 디지털 게임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역사와 문화적 측면을 탐구한다. 또한 게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기존

게임을 비평함으로써 게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A013000 디자인프로세스 (Design Process) 2-2-0

디자인 개발과 전시 설치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수업이다.

A060720 디지털이미지 (Digital Image) 2-1-2

디자인의 기본 프로그램인 어도비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픽 디자인의

기본 조형 감감과 표현 능력을 기른다. 아이디어 발상에서부터 구체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전반적인 디자인 과정을 경험하며, 효과적으로 디자인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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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2991 디지털타이포그래피2 (Digital Typography 2) 2-1-2

타입을 이용한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타이포그래피의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간,

컬러, 레이아웃 등을 적절히 활용한 적절한 타이포그래피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주어진

정보의 가독성과 판독성을 높이는 디지털 미디어 및 프린트 환경에서 화면 구성 방법을

익힌다.

A012290 3D디지털프린팅 (3D Digital Printing) 2-1-2

3D모델링의 심화수업으로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제품을 디자인 개발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A091520 게임그래픽 (Game Graphic Design) 2-1-2

게임 개발의 기초실습 과목으로서 게임그래픽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A010280 브랜딩디자인 (Branding Design) 2-1-2

이 수업에서는 브랜드 리서치, 브랜드 컨셉, 브랜드 스토리텔링 , 브랜드 에센스, 브랜드

전략의 정의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BI), 편집, 패키지 , Web, UI, 공간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소비자의 접점에 대해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디자인 전략을 만들어 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한다.

A013020 인간중심디자인 (Human-Centered Design) 2-2-0

인간중심의 디자인은 사람, 기술,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로 시작된다. 이 강좌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디자인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제안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이 과정에는 설계 사고,

상호 작용 설계 방법과 프로세스 및 실제 프로젝트와 함께 사용 적합성에 대한 과정을

학습한다.

A012330 인포메이션디자인 (Information Design) 2-1-2

디지털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의 매력적인 시각화는 현대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다. 이 수업에서는 정보 디자인의 예시와 분석 및 데이터의

수집으로 기존의 정보를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이미지 , 문자, 그리고 숫자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인포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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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5240 기초프로그래밍 (Basic Programming) 2-1-2

이 과정에서는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기초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A013040 모션디자인1 (Motion Design 1) 2-1-2

모션그래픽의 개념 및 그 디자인의 영역과 발달 과정 등을 살펴보고 모션그래픽의 시각적

요소, 시각적 요소, 움직임, 음향 등 표현 요소를 이해한다. 또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타이포그래피, 이미지 등 적용한 디지털 영상디자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A013030 인터랙티브스토리텔링 (Interactive Storytelling) 2-1-2

새로운 매체를 요구하는 시대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디자이너들은 텍스트, 그래픽, 모션, 오디오,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실험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다. 이 강좌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역사, 디지털

스토리텔링, 모션 그래픽, 게임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을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A012340 인터페이스디자인 (Interface Design) 2-1-2

인쇄물매체가 아닌 스마트폰 앱 , 웹사이트, 전자책 등의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그래픽

이론과 디자인을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수업이다. 이 강좌에서는 인터페이스디자

인의 이론 및 프로젝트를 통해 플로우차트, 와이어프레임, 프로토타입 제작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A013050 프로모션디자인 (Promotional Design) 2-2-0

전문디자이너에게는 팀 구성, 고객 협력 , 리더쉽 등의 스킬과 태도는 창의적인 프로젝트

진행, 관리하는 만큼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과정은 다양한 스킬을 가진 전문가들과 협업하

는 환경에서 전문디자이너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창의적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리더십 방법 조사, 역동적인 작업 환경에서 팀 역학과 변화 관리에 대한 이해가

생산적인 팀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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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530 게임엔터테인먼트디자인 (Game and Entertainment Design) 2-1-2

게임엔터테인먼트디자인 강좌에서는 게임, 앱, 모션그래픽, 혹은 다른 오락 플랫폼을

위한 시각적 요소를 만드는 것을 배운다. 디지털미디어 개념 및 시각적 개발 과정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캐릭터, 게임 등의 시각적 표현을 만드는 데 관련된 원리와 과정을

배운다.

A013060 디지털편집디자인 (Editorial Design for Digtial Mediums) 2-1-2

디지털편집디자인에서 필수 그래픽 프로그램인 어도비 인디자인을 이용하여 포스터 브로

슈어 등의 태블릿 및 인쇄매체 편집디자인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사진 및 이미지 배치 등 다양한 디지털 퍼블리슁 디자인의 요소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A012440 모바일인터랙션디자인 (Mobile Interaction Design) 2-1-2

디자인리서치를 통한 문제 발견과 해결을 목표로 디지털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모바일 폰, 타블렛 PC 등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디자인을 시도하며,

주제 선정, 아이디어 발전, 프로토타입 제작 등 전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A013041 모션디자인2 (Motion Design 2) 2-1-2

모션 및 게임 등 분야에서 움직이는 콘텐츠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 리서치, 기획,

디자인 개발 등의 총체적인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 (Capstone Design Ⅰ) 2-2-0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까지 서로 연결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전공필수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사회 및 디자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안한 디자인 컨셉 적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심층 리서치를 진행한다.

A013070 디지털콘텐츠디자인 (Digital Contents Design) 2-2-0

모바일 UI/UX 디자인, 게임 & 인포메이션디자인,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모듈에서 학습한

이론과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 디지털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체계적이

고 흥미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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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980 전시기획 (Exhibition Planning and Practicen) 2-2-0

디자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시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고 실제 전시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다.

S048210 사용자경험디자인 (User Experience Design) 2-2-0

서비스디자인에서부터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한다. 사용자조사를 포함한 디자인리서치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인 사용자경험디자인 과정을 경험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 (Capstone Design Ⅱ) 2-2-0

3학년 2학기의 캡스톤디자인Ⅰ에서 제안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는 수업이다.

A012640 디자인세미나 (Design seminar) 2-2-0

다양한 디자인분야의 산업과 실무디자이너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세미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A012720 디자인포트폴리오 (Design portfolio) 2-2-0

취업, 진학 등 학생 개인별 특성 및 포트폴리오의 제작 목적에 따라 개인별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수강자들은 컨텐츠 선별, 정리 등 개인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작업 진행 등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디자인 의도를 설명하고 수정 방향을

공유한다.

A013080 디지털디자인스튜디오 (Digital Design Studio) 2-2-0

디자인리서치를 통한 문제 발견과 해결을 목표로 디지털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주제 선정, 아이디어 발전 프로토타입 제작 등 전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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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호 학 과 ■

1) 개 황

간호학은 인간 존중에 근거하여 과학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실천학문이며, 간호학

과는 간호학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건강전문인인 간호사를 양성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호의 영역은 인간, 건강, 환경 및 간

호행위이다. 간호대상자로서의 인간은 신체ㆍ심리ㆍ사회ㆍ문화ㆍ영적인 통합체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 발달해 나가는 역사성을 지닌 존재이다. 환경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와 상호교류하며 변화하는 내ㆍ외적 요인이다. 건강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환경과 상호 작용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안녕상

태이다. 간호는 대상자의 건강유지, 증진, 회복 및 안녕을 촉진함으로써 치료적 돌

봄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간호 대상자들의 질병양상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간호학과에서는 본교 이념인 진의, 창의, 열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시대를 선

도하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한다.

2) 교육 목표 및 교육 방침

◌ 교육 목표
- 전인간호 제공을 위한 전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한다.

- 지식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를 수행한다.

-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다양한 보건의료인과 협력한다.

- 윤리의식과 전문직관을 갖추고 간호 전문직 발전을 위한 연구능력을 배양한다.

- 변화하는 국내외 보건의료환경을 인식하고 간호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 교육 방침
다음과 같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간호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을 습득하고 통합한다.

- 통합된 지식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상황에 적합한 간호술을 선택 실행한다.

-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문제를 해결한다.

-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간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과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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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 간호리더십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 국내외 보건의료 현황을 인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다.

3)교육과정표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1 전필 간호학개론* 2 2 2 1 전필 약리학* 2 2 　

1 전필 인간심리의이해* 2 2 1 전필 병태생리학* 2 2 　

2 전필 인체의구조* 3 3 1 전필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2 2 　

2 전필 미생물학* 2 2 1 전필 건강사정* 2 2 　

2 전필 윤리및전문직론* 2 2 1 전필 기본간호학Ⅰ* 2 2 　

2 전필 의사소통론* 2 2　 1 전선 기본간호학실습Ⅰ* 1 　 2

1 전필 임상간호영어 1 1 　

1 전선 간호와영양 2 2　

1 전선 간호통계 2 2 　

1 전선 보건의료및간호정책 2 2 　

2 전필 기본간호학Ⅱ* 2 2 　

2 전필 기본간호학실습Ⅱ* 1 2

2 전필 성인간호학Ⅰ* 2 2 　

2 전필 모성간호학Ⅰ* 3 3 　

2 전필 정신간호학Ⅰ* 2 2 　

2 전필 성장과발달* 2 2

2 전필 자아탐색과인성회복* 2 2

소계 편 성 학 점 13 13 소계 편 성 학 점 32 30 4

3 1 전필 성인간호학Ⅱ* 2 2 　 4 1 전필 성인간호학V* 2 2 　

1 전필 성인간호학Ⅲ* 2 2 　 1 전필 간호관리학Ⅱ* 1 1 　

1 전필 아동간호학Ⅰ* 2 2 　 1 전필 지역사회간호학Ⅱ* 3 3 　

1 전필 모성간호학Ⅱ* 2 2 　 1 전필 간호캡스톤디자인Ⅱ* 2 　 2

1 전필 정신간호학Ⅱ* 3 3　 1 전필 성인간호학실습Ⅲ* 2 　 6

1 전필 간호연구* 2 　2 1 전필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1.5 　 4.5

1 전필 성인간호학실습Ⅰ* 2 　 6 1 전필 간호관리학실습* 2 6

1 전필 모성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中택1) 2 6 1 전필 선택실습* 2 　 6

1 전필 정신간호학실습Ⅰ* 1.5 4.5 1 전선 종양간호 2 2

2 전필 성인간호학Ⅳ* 2 2 1 전선 중환자간호 2 2 　

2 전필 아동간호학Ⅱ* 3 3 1 전선 응급간호 2 2 　

2 전필 지역사회간호학Ⅰ* 2 2 1 전선 지역사회정신보건간호 2 2

2 전필 간호관리학Ⅰ* 2 2 2 전필 보건의료법규* 1 1 　

2 전필 간호캡스톤디자인Ⅰ* 1 1 2 전필 성인간호학VI* 2 2 　

2 전필 성인간호학실습Ⅱ* 2 6 2 전필 노인간호학* 2 2

2 전필 모성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中택1) 2 6 2 전필 간호캡스톤디자인Ⅲ* 1 1

2 전필 정신간호학실습Ⅱ* 1.5 4.5 2 전필 지역사회간호학실습II* 1.5 　 4.5

2 전선 국제간호 1 1 2 전필 노인간호학실습* 2 　 6

2 전선 환자안전과간호 1 2 전필 성인간호학실습Ⅳ* 2 6

2 전선 진단검사와간호 1 1 2 전필 보건교육론* 2 2

소계 편 성 학 점 37 24 34 소계 편 성 학 점 37 2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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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해설

E020040, 간호학개론(Introduction to Nursing Science), 2-2-0

간호학에 입문하여 간호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성찰과정을 통해 간호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직관을 가진다. 간호와 관련된 세계 및 한국사적 사건과 지도자의 활동을

학습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 간호현장에서 전문간호인으로서 자신만의 비전을 바탕으

로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한다.

H030150, 인간심리의이해(Introduction to psychology), 2-2-0

인간 마음과 정신과정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그 원리가 되는 기초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히고, 이러한 원리나 이론이 실생활 장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학습한다.

S092540, 인체의구조(Anatomy), 3-3-0

인체 계통별 구조 및 기능의 이해를 통해 정상적인 신체구조를 확인하고 원리를 이해하며

의학용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더불어 인체 생리적 기전의 이해를

통해 과학적이고 전인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간호학적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S092180, 미생물학(Microbiology), 2-2-0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및 분류에 대해 학습하고, 감염미생물

과 인체반응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세균학, 진균학, 바이러스학 및 면역학의 기본지식

을 학습하며, 감염질환과 진단, 관리, 병원 감염관리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는 과목이다.

병원성 감염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법을 습득하고 임상현장에서 감염을 예방하고

대상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S092190, 윤리및전문직론(Nursing Ethics & Professionalism), 2-2-0

생명윤리, 윤리이론, 간호윤리강령, 전문직 및 전문직 사회화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간호전문인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행동규범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며, 나아가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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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1210, 의사소통론(Communication Theory), 2-2-0

본 교과목에서는 의사소통의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대상자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 및

기술을 습득하여 다양한 대상자와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활용한 문제해

결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E020210, 약리학(Pharmacology), 2-2-0

약물의 임상적 응용을 위해 계통별 약물의 약리작용과 기대효과, 약물의 적응증, 약물의

부작용 및 간호중재와 같은 기초적인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심화된 간호학 전공과목을

위한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S092200, 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 2-2-0

인체의 해부, 생리적 기전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질환의 증상과 병인, 진행 과정 등과

같은 과학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E020010,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Nursing Process and Critical Thinking), 2-2-0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과학적 문제해결 과정인 간호과정을 통해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룬다.

E021600, 건강사정(Health Assessment), 2-2-0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를 사정하기 위하여 문진, 시진, 촉진 및

청진 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신체검진과 건강사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사정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E020071, 기본간호학Ⅰ( Fundamental Nursing Ⅰ), 2-2-0

간호의 기본개념인 간호,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간호현장에서 요구

되는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간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다.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건강사정, 안전, 안위, 영양, 배설

및 산소화와 관련된 기본간호의 개념과 기본간호술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

고, 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술을 획득하여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이다.



395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E020081, 기본간호학실습Ⅰ(Fundamental Nursing Lab Ⅰ), 1-0-2

간호의 기본개념인 간호,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간호현장에서 요

구되는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간호술을 습득한다.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건강사정, 안전, 안위, 영양, 배설 및 산소화와

관련된 기본간호술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숙

련된 간호술을 획득하여 수행하고,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이다.

H091410, 임상간호영어(Clinical Conversation), 1-1-0

간호현장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에 대한 이해와 영어권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한다.

E020020, 간호와영양(Nursing and Nutrition), 2-2-0

영양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질병과 영양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임상에서 영양문제를

규명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S092220, 간호통계(Nursing Statistics), 2-2-0

통계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간호학 및 건강실무 관련 영역에서 적용가능

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의 적용과정을 학습한다.

S092230, 보건의료및간호정책(Public Health and Nursing Policy), 2-2-0

보건의료 및 간호정책의 개념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보건의료 및 간호 정책을 이해를

통해 간호전문직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직업적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E020072, 기본간호학Ⅱ(Fundamental Nursing Ⅱ), 2-2-0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간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얻기 위한 도구인 진단검사에 대해 이

해하고, 피부통합성 및 상처간호, 수술주기 간호, 활동과 운동, 휴식과 수면, 체온유

지, 임종간호 및 투약과 관련된 기본간호 개념과 기본간호술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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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습하며, 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술을 획득하여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이다.

E020082, 기본간호학실습Ⅱ(Fundamental Nursing Lab Ⅱ), 1-0-2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간호술을 습

득한다.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상처간호, 활동과 운동, 수술

전∙후 간호, 체온유지 및 투약과 관련된 기본간호술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이해

하고, 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숙련된 간호술을 획득하여 수행하고, 전인간호를 제

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이다.

E020151, 성인간호학Ⅰ(Adult Health NursingⅠ), 2-2-0

염증, 면역, 감염, 체액, 전해질, 종양, 수술 및 혈액계 건강문제를 지닌 성인 대상자

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근거기반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E020120, 모성간호학Ⅰ(Maternity Nursing Ⅰ), 3-3-0

여성건강과 가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신·분만의 생리적 변화에 따른 건강반응

에 대처하는 능력을 학습하며, 결혼 전 건강과 정상 임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상

임부의 건강증진과 고위험 임부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020321, 정신간호학Ⅰ(Psychiatric Nursing Ⅰ), 2-2-0

정신건강간호의 원리와 기본 개념 그리고 인간의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정신건강

간호와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질병 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간호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이를 간호과정에 적용한다.

S092210, 성장과발달(Human Growth and Development), 2-2-0

출생의 주기에 따라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와 더불어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건강증진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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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10180, 자아탐색과인성회복(Self-reflection and Human Nature), 2-2-0

실제 생활에서의 자기성찰 능력과 회복탄력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기돌아보기 명상법을

적용하여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한 인성교과목이다. 이론과 지식 위주의 수업을

탈피하여 학생들 스스로 적용하여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활동으로 이루어지

며, 학생들은 자기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

협업능력을 향상시켜 자기본성을 알고 사는 행복한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E020152, 성인간호학Ⅱ(Adult Health Nursing Ⅱ), 2-2-0

신배뇨계, 혈액계 성인 대상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근거기반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E020153, 성인간호학Ⅲ(Adult Health Nursing Ⅲ), 2-2-0

콩팥∙요로계, 남성생식기계, 유방, 감각계 성인 대상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복합적

이고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근거기반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E020191, 아동간호학Ⅰ(Pediatric Nursing Ⅰ), 2-2-0

아동간호의 주요개념과 성장발달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족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한다.

또한 아동기 안전사고와 응급조치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상황에 적합한 간호술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을 다진다.

E020122, 모성간호학Ⅱ (Maternity Nursing Ⅱ), 2-2-0

여성의 분만 및 산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정상 및 고위험 산부, 산욕부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폐경의 기전 및 생식기계 질환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통해 생식계 질환여성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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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0322, 정신간호학Ⅱ(Psychiatric Nursing Ⅱ), 3-3-0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따른 역동을 이해하고, 대상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하며 관련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습득하여 정신간호사로서의 능력을

함양한다.

E020670, 간호연구(Nursing Research), 2-2-0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나타나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E020161, 성인간호학실습Ⅰ(Clinical Practicum for Adult Health Nursing Ⅰ), 2-0-6

성인간호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임상에서 염증, 면역, 감염,

종양, 수술, 혈액계, 소화기계 및 콩팥∙요로계 건강문제를 지닌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실습하는 과목으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간호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간호문제를

확인하며, 간호계획을 세워 실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한다.

E020131, 모성간호학실습(Clinical Practicum for Maternity Nursing), 2-0-6

임신⋅분만 및 산욕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여성의 분만과정, 산욕과정과

생식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대상자들의 건강관리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한다. 내적 및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도

록 간호과정을 통해 전인간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020201, 아동간호학실습(Clinical Practicum for Pediatric Health Nursing), 2-0-6

간호실무 현장에서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과 급만성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아동과 가족에

게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아동의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며 전문직 아동간호사로서의 소양을 갖춘다.

E020601, 정신간호학실습Ⅰ(Clinical Practicum for Psychiatric Health Nursing Ⅰ), 1.5-0-4.5

임상현장에서 자신과 대상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수립하여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정신상태사

정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정신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진단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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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0154, 성인간호학Ⅳ(Adult Health Nursing Ⅳ), 2-2-0

호흡기계, 근골격계 성인 대상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근거기반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E020192, 아동간호학Ⅱ(Pediatric Nursing Ⅱ), 3-3-0

건강 문제를 지닌 아동과 그 가족이 건강 문제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습득하며 아동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함양한다.

E021471, 지역사회간호학Ⅰ(Community Health Nursing Ⅰ). 2-2-0

지역사회간호학의 개념적 토대 및 지역사회간호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020371, 간호관리학Ⅰ(Nursing Management Ⅰ), 2-2-0

간호관리이론, 관리과정및기능에관한지식, 기술및태도를습득하여간호전문직에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의 이해, 기획, 의사결정,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 인적자원관리를

학습하게 된다.

N070680, 간호캡스톤디자인I(Capstone design Practicum), 1-0-1

국내ㆍ외 간호실무 및 교육에서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연구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연구절차와 방법에 따라 팀별 활동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E020162, 성인간호학실습Ⅱ(Clinical Practicum for Adult Health Nursing Ⅱ), 2-0-6

성인간호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임상에서 신배뇨기계, 혈액계, 소화기

계, 간담도계 건강문제를 지닌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실습하는 과목으로, 간호정

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간호계획을 세워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서 대상자의

빠른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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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0602, 정신간호학실습Ⅱ(Clinical Practicum for Psychiatric Health Nursing Ⅱ), 1.5-0-4.5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따른 역동을 이해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체·심리·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간호중재 수행

능력을 기른다. 또한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함양하여 정신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E022040, 환자안전과 간호(Patient Safety and Nursing), 1-1-0

환자안전과 그에 따른 간호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적으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

E022020, 국제간호(International Nursing), 1-1-0

국내외 보건의료동향, 국가별 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정책을 파악하여 간호가 미래 보건의

료의 발전을 어떻게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E022030, 진단검사와간호(Diagnostic Tests and Nursing), 1-1-0

해부 및 병태생리 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검사에 대한 최신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검사물의 종류와 분석방법에 따라 검사를 분류하고 특정

검사와 검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E021900 성인간호학V(Adult Health Nursing V), 2-2-0

심혈관계 대상자 및 쇼크 환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근거기반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E020372, 간호관리학Ⅱ(Nursing Management Ⅱ), 1-1-0

간호관리 이론, 관리 과정 및 기능에 관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여 간호전문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휘, 통제, 간호단위관리, 법적 의무를 학습하게 된다.

E021472, 지역사회간호학Ⅱ(Community Health Nursing Ⅱ), 3-3-0

생애주기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과 가족간호, 환경보건, 안전과 재난간호 등

분야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지식을 익히며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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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70680, 간호캡스톤디자인II(Capstone design Practicum II), 2-0-2

다양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통합하여 전문직 직업관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의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한다.

E020163, 성인간호학실습Ⅲ(Clinical Practicum for Adult Health Nursing Ⅲ), 2-0-6

성인간호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임상에서 호흡기계, 근골격계 건강문제

를 지닌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실습하는 과목으로, 간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

며, 간호계획을 세워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서 대상자의 빠른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는다.

E020611,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Ⅰ), 1.5-0-4.5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행해지는 질병예방, 건강유지,

증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020660, 간호관리학실습(Clinical Practicum for Nursing Management), 2-0-6

간호관리 이론 및 관리기능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여 간호조직에 이를

적용하며,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간호사 및 간호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효율적, 효과적으로 간호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S092150, 선택실습(Elective Nursing Practicum), 2-0-6

학생들이 관심분야를 스스로 선택한 후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통합실습하게

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 건강증진 및 건강회복을 위한 간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S092250, 종양간호(Oncology Nursing), 2-2-0

종양의 병태생리, 종양치료, 암환자 증상관리 및 암환자 간호에 대해 학습하여 종양간호에

대해 이해하고, 종양환자에게 과학적이고 전인적인 간호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S092290, 중환자간호(Critical Care Nursing), 2-2-0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급성기 중증 질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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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계, 호흡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신배뇨기계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간호영역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S092270, 응급간호(Emergency Nursing), 2-2-0

응급상황이 발생된 병원 전 현장에서부터 병원 응급실에서의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

일반 병실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와 간호를 포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S092280, 지역사회정신보건간호(Community Mental Health Nursing), 2-2-0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을 함양한다.

S080490, 보건의료법규(Health Care Law), 1-1-0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 법률을 이해하며, 법적 사고 증진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E021910, 성인간호학VI(Adult Health Nursing VI), 2-2-0

신경계, 내분비계 성인 대상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근거기반 실무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E020430, 노인간호학(Gerontological Nursing), 2-2-0

인간의 노화과정과 노년기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문

제 해결을 위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한다.

N070680, 간호캡스톤디자인III(Capstone design Practicum Ⅲ), 1-0-1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상황을 주제로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력, 리더십 및 국제화

능력을 함양하고 학습성과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E020612,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Ⅱ), 1.5-0-4.5

근로자의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건강간

호사로서의 지식과 태도, 기술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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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0830, 노인간호학실습(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2-0-6

인간의 노화과정과 노년기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E020164, 성인간호학실습Ⅳ(Adult Nursing Practicum Ⅳ), 2-0-6

성인간호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임상에서 신경계, 내분비계 건강문제를

지닌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실습하는 과목으로, 간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간호계획을 세워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서 대상자의 빠른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는다.

S090990, 보건교육론(Theory of Health Education), 2-2-0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병원,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활터별 보건교육의 특성과 구체적 운영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대상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방법과 매체를 적용하여 보건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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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급 구 조 학 과 ■

1) 개 황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나 손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

하고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

전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생명유지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응급구조학과는 정보화시대,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더불어 진정한 생명

존중과 인간 사랑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현장 리더를 양

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응급현장과 같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포함한 문제해결 능

력이 강조된 교육과정 운영과 병원 및 소방서 실습을 통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탁월한 전문 응급구조사 양성에 교육목표를 둔다.

3) 교육방침

① 국제 수준의 전문 인력 양성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의 생명 유지는 물론 통증 경감, 회복 촉진, 장애 비율 감소

등 병원 전 응급처치를 담당하여 응급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본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훈련과 관련 민간자격증 및 국제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②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응급구조학은 이론과 더불어 응급환자에게 장비를 이용한 술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학문이므로 양질의 술기교육과 응급의료현장을 모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며, 응급의학임상실습 및 구급차동승 실습을 통한 현장적응능력

을 함양하여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③ 생명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꺼이 남을 도와주려는 봉사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내외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교내외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생명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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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선 심폐소생술★ 응급구조,평생교육 1 1 전선 전문응급구조학탐구★ 응급구조 2 2

전선 심폐소생술실습★ 응급구조 1 2 전선 생리학★ 병리학 3 3

전선 의학용어 병리학 2 2 전선 환자구조및이송★ 응급구조 1 2

전선 해부학★ 병리학 3 3 전선 공중보건학★
예방의학,보건교육,의료
시설위생관리,지역사회

2 2

소계 7 6 2 8 7 2

전선 약리학★ 병리학 3 3 전선 응급환자관리학Ⅱ★
응급구조,의료정보관리,
감염관리

1 1

전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 3 3 전선 응급환자관리실습Ⅱ★
응급구조,의료정보관리,
감염관리

1 2

전선 응급환자관리학Ⅰ★
응급구조,의료정보관리,
감염관리

1 1 전선 응급환자평가★ 응급구조 1 1

전선 응급환자관리실습Ⅰ★
응급구조,의료정보관리,
감염관리

1 2 전선 응급환자평가실습★ 응급구조 1 2

전선 전문기도관리★ 응급구조 1 1 전선 심전도판독★ 병리학,영상의학 2 2

전선 전문기도관리실습★ 응급구조 1 2 전선 전문손상응급처치학★ 응급구조 2 2

전선 병리학★ 병리학 3 3

소계 10 8 4 11 9 4

전선 전문심장소생술Ⅰ★ 응급구조 2 2 전선 내과전문응급처치학Ⅱ★ 응급구조 2 2

전선 내과전문응급처치학Ⅰ★ 응급구조 2 2 전선 전문심장소생술Ⅱ★ 응급구조 2 2

전선 특수상황전문응급처치학★ 응급구조 2 2 전선 외상학시뮬레이션실습★ 응급구조,구조구급 1 2

전선 대량재해응급의료★
응급구조,방재안전대책
관리, 구조구급, 항공안

2 2 전선 전문소아소생술★ 응급구조 2 2

전선 응급의학임상실습Ⅰ★
응급구조,양의학치료,심
리상담

2 1 2 전선 응급의학임상실습Ⅱ
응급구조,양의학치료,심
리상담

2 1 2

소계 10 9 2 9 7 4

전선 의료관계법규★ 법무 2 2 전필 응급구조캡스톤디자인실습★ 응급구조 3 3

전선 전문심장소생술특론★ 응급구조,구조구급 2 2 전선 응급의료장비운용★ 응급구조,의료기관리 2 4

전선 기초의학특론★ 병리학 3 3 전선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응급구조, 구조구급 2 2

전선 구급차동승실습★ 응급구조,구조구급 2 1 2 전선 전문응급처치학특론★ 응급구조, 구조구급 2 2

전선 응급환자관리학특론★
응급구조,의료정보관리,
감염관리

2 2

소계 9 8 2 11 6 7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응급구조학과 전공명 : 응급구조학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4

NCS 세분류 학점 

1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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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E020330, 해부학(Anatomy), 3-3-0

인체의 기본 구성요소인 세포의 구조와 분열을 토대로 조직과 기관을 통해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인체의 골격, 관절, 근육, 순환, 신경계와 감각기를 포함한 각 부분을 다루며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위한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함양한다.

E020180,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1-0

심정지 원인과 심정지 환자 평가방법 및 기도유지, 호흡유지, 흉부압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심정지 환자 발생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처치능력 향상과 연관된

지식을 함양한다.

E020340, 심폐소생술실습(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0-2

심정지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적용 실습을

충분히 하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환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하임리히법(복부밀쳐올리

기) 실습을 실시한다.

N070300, 생리학(Physiology), 3-3-0

인체를 중심으로 생물의 특성, 물질 이동, 신경, 근 골격, 혈액, 혈액 순환, 호흡, 신장,

소화와 흡수, 내분비 및 생식기계의 기능,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내용을

익힘으로 기초적인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응급구조학을 습득하게 한다.

E021380, 의학 용어(Medical Terminology), 2-2-0

의학 용어를 익히고 임상에서 나타나는 인체의 명칭, 질병명, 각종 검사 등 의료인과의

대화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학습하여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본 능력을 습득한다.

E021580, 환자구조 및 이송(Rescue & Transportation), 1-0-2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수행되어야 할 인명구조를

상황별로 이해한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산악, 해양, 하천 등에서 사고와

자연재해 현장을 중심으로 구조와 이송 절차를 이해하며 주요 기자재 사용법 및 예상되는

구조유형별 구조기법과 환자 이송법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킨다.

E020210, 약리학(Pharmacology), 3-3-0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인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 숙지한다. 또한, 약물의 작용과 생체에서 약물의 상호 활성, 상호작용, 독성 및 안전성,

흡수, 배설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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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1720, 전문 응급구조학 탐구(Exploring to Emergency Care), 2-2-0

응급의료 체계의 개요 및 구성 요소, 각 구성 요소간의 유기적 관계를 학습하고 응

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응급구조사의 전문직 윤리, 의료법적 고찰, 응급구조사의 안

녕과 스트레스, 통신 및 응급의료의 기록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응급구조학의 전반적

인 내용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총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E020280, 일반응급처치학(Emergency Care), 3-3-0

응급구조사의 안녕과 복지, 인체해부학, 외상환자 평가, 심장응급, 특수 응급구조 등

의 응급구조와 처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한다.

E020231, 응급환자관리학Ⅰ(Emergency Patient Management Ⅰ), 1-1-0

건강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염의 통제를 위한 무균술, 기본 응급의료의 요구로써

활력 징후 측정법, 체위 변경과 억제대 사용, 관장 및 인공 배뇨의 배출과 치료적

조치,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투약과 주사 요법 등 이론을 통하여 기초적인 응급환

자관리 술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이론을 학습한다.

E020221, 응급환자관리실습Ⅰ(Emergency Patient Management & PracticeⅠ), 1-0-2

건강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진료 과정 시, 필요한 투약과 주사 요법, 임종 환자의 처치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전문적인 응급환자관리 술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E021700, 전문기도관리(Advanced Airway Management), 1-1-0

환자의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 기도관리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하고 필요 시 전문적 방법으로 기도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함양하고 전문기도관리와 관련된 최신지견의 근거를 이해한다.

E021710, 전문기도관리 실습(Advanced Airway Management Practice), 1-0-2

전문기도관리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단순기도조작부터 전문기도삽관까지

의 전반적 기도관련 술기능력을 증진시킨다.

E020232, 응급환자관리학Ⅱ(Emergency Patient Management Ⅱ), 1-1-0

건강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염의 통제를 위한 무균술, 기본 응급의료의 요구로써

활력 징후 측정법, 체위 변경과 억제대 사용, 관장 및 인공 배뇨의 배출과 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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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투약과 주사 요법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기초적인

응급환자관리 술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이론을 학습한다.

E020222, 응급환자관리실습Ⅱ(Emergency Patient Management & PracticeⅡ), 1-0-2

건강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진료 과정 시, 필요한 투약과 주사 요법, 임종 환자의 처치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전문적인 응급환자관리 술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E021300, 응급환자평가(Emergency Patient Assessment), 1-1-0

응급구조사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이 고려된 후에 환자의 일차 평가 및 이차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의 일차적 손상이나 잠재적 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학습 및 실습을 한다.

E020550, 응급환자평가 실습(Emergency Patient Assessment & Practice), 1-0-2

응급환자의 일차적 손상이나 잠재적 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학습 및 실습을 통해 응급환자평가능력을 함양한다.

E020490, 심전도판독(Interpretation of ECGs), 2-2-0

부정맥을 인지하여 치료하는 것은 전문심장소생술에서 매우 중요하며 모든 심정지 및

부정맥 환자에게 심전도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심장의 전기적 생리, 심전도의

각 파형의 의미, 부정맥의 분류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심전도 판독 능력을

증진하는데 학습 목표를 둔다.

E021740, 전문손상응급처치학(Surgical Advanced Emergency Care), 3-3-0

응급구조사로서 알아야 할 전문적인 외과 응급 상황, 환경 응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며,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병태 생리와 응급 처치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020910, 병리학(Pathology), 3-3-0

계통과 장기를 포괄한 일반적인 병적 과정 및 각 계통이나 장기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병적 과정을 익히고 질병으로 인해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 병태 생리학과 체액이나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및 병리적 검사 소견을 다룬다.

E020710,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2-2-0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공해, 부정 식품 문제 등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일선에서 보건 요원이 될 학생에게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지시켜 졸업 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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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0571, 전문심장소생술Ⅰ(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Ⅰ), 2-2-0

전문심장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와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 질

환의 환자에 대한 조기 응급치료 과정을 말한다. 심정지 환자와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부정맥 등의 치료와 기도 관리, 제세동, 인공 심박조율,

전문심장소생술 중 투여되는 약물 등에 대해 학습한다.

E020421, 내과전문응급처치학Ⅰ(Internal Medicine Advanced EmergncyⅠ), 2-2-0

내과적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계, 심장계, 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질환에

대해 병태생리학적으로 이해하고 근거기반의 평가 및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020630, 특수상황전문응급처치학(Special Considerations Advanced Emergency Care

& Practice), 2-2-0

소아 및 노인의 질환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며 소아 및 노인에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에

대한 기본인명소생술, 기도폐쇄 시 응급조치, 각종 사고에 따른 외상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E020440, 대량재해응급의료(Multiple Disaster Administration & Medical Emergency),

2-2-0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재해나 대형사고 시에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하는 환자분류 및

응급처치나 이송의 우선순위 및 이송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여 현장에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E020531, 응급의학임상실습Ⅰ(Clinical Practice TrainingⅠ), 2-1-2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환자평가 및 환자처치 실무를 경험하도록 함으로

써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020422, 내과전문응급처치학 Ⅱ(Internal Medicine Advanced Emergency Ⅱ), 2-2-0

응급구조사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과 응급 상황, 환경 응급 및 중독학에 대해 전반적으

로 학습하는 과정이며, 약물중독, 곤충 및 동물에 의한 손상, 응급 심장질환, 뇌졸중,

호흡곤란, 당뇨, 급성 복통, 전염성 질환, 화상, 열 손상, 한냉 손상, 익수 및 다이빙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병태 생리와 응급 처치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020572, 전문심장소생술Ⅱ(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Ⅱ), 2-2-0

전문심장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와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 질

환의 환자에 대한 조기 응급치료 과정을 말한다. 심정지 환자와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부정맥 등의 치료와 기도 관리, 제세동, 인공 심박조율,

전문심장소생술 중 투여되는 약물 등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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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0510, 외상학 시뮬레이션 실습(Traumatology Simulation Practice), 1-0-2

다발성 외상환자의 사례중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습으로 실제 환자와 유사한 실습경

험을 제공하며 학생 스스로 환자평가와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1급 응급구조사로서 외상환자

에 대한 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킨다.

E020532, 응급의학임상실습Ⅱ(Clinical Practice TrainingⅡ), 2-1-2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환자평가 및 환자처치 실무를 경험하도록 함으로

써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S081270, 의료관계법규(Law Concerning Emergency Care), 2-2-0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념, 분류 및 체계 목적 등을 이해하고, 응급구조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한다.

E021690, 전문심장소생술 특론(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In Particular), 2-2-0

전문심장소생술에 필요한 이론 및 숙련된 소생술 술기의 기본적 체득이 이루어진 후

실시되는 이론부분의 전문적인 학습을 목표로 전문심장소생술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다.

E020560, 전문소아소생술(Advanced Pediatric Life Support), 2-2-0

소아응급질환에 따른 응급처치와 소아외상처치술 등 전문소아응급처치의 개념과 술기능

력을 배양한다.

E020730, 구급차동승실습(Ambulance Practice), 2-1-2

현장응급상황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이해와 병원 전 단계인 현장과 구급차 내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방법을 익혀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E020410, 기초의학특론(Basic Medicine In Particular), 3-3-0

질병의 원인,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장, 신경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비뇨생식기계, 피부계

등 각 체계별로 해부, 생리, 약리, 병리학적 양상 및 공중보건학을 복습함으로써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합격률 상승을 목표로 한다.

E020520, 응급의료장비운용(Operation of Emergency Medical Equipment), 2-0-4

응급구조사는 법률에 의거하여 현장에서의 구조 및 응급 처치, 이송중의 응급 처치,

의료 기관 내에서의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 의료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관리, 정맥로 확보, 심전도판독, 성인·영아심폐소생술, 환자 평가, 외상 처치 장

비 등 제반 응급 의료 관련 장비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11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E020590, 전문응급처치학특론(Advanced Emergency Care In Particular), 2-2-0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전문응급

처치와 관련된 내용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E021750, 응급환자관리학특론(Emergency Patient Management In Particular), 2-2-0

건강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기본 응급환자관리를 바탕으로 활력 증상 측정법 및 체온

유지를 위한 술기방법, 환부 소독 및 감염방지 방법, 체위 변경과 억제대 사용, 인공

및 단순 배뇨의 배출과 치료적 조치 등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투약과 주사 요법에 대한

이론을 통하여 전문적인 응급환자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E020300, 전문응급처치학총론(General Principles of Advanced Emergency Care) 2-2-0

응급의료개요, 환자이송 및 장비운영과 대량재해, 기본소생술 등 전문응급처치학의 일반적

개요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21780, 응급구조캡스톤디자인실습(Career Choice of Capstone Practice), 2-0-4

1급 응급구조사로서의 졸업 후 진로 선택을 앞두고 더욱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진로분야의

실무경험을 통해 선택분야의 현장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하는 등 졸업 후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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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심 리 학 과 ■

1) 개 황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인간의 정신 과정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일어나는 다양한심리적어려움을해결하는학문분야의 교육과연구에매진하는

것을목표로한다. 점점 복잡하고경쟁적으로변화하는사회속에서살아가야하는현대인은

다양한 종류의심리적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고있으며, 이와같은상황에서

상담심리전문가의필요성이크게증가하고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담심리학과

에서는 실제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위한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체계적이고 적절한

도움을줄수있는상담및임상전문가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더불어상담과마찬가지로

사람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의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학과를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돕는데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①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직접 연구하도록 교육

② 지식 습득을 통해 인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 함양

③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 배양을 통한 유능한 전문 인력 양성

3) 교육방침

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식을 함양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킨다.

②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급속한 변화로 겪는 심리적․정신적 갈등과 어려움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련된 교과를 학습하여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되도록 능력을 향상시킨다.

③ 인간 발달과정 현상인 인간 심리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연구하여 발전적인

심리학자가 되도록 실력을 배양시킨다.

④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컨설턴트가 되도록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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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이수체계도

5) 교과목 해설

H030030,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2-2-0

인간의 발달단계와 각 단계별 심리적 현상들을 배우며, 그 특징에 따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H030100,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3-3-0

상담심리, 임상심리, 신경심리, 사회심리, 발달심리등심리학의기본과목들을배우는데있어서

기초가 되는 심리학 이론들을 배우는 과목으로,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 관점, 이론가, 이론의

방향 등을 배울 수 있다.

H030140,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3-0

인간이 보이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등의 개념과 특징을 배우고, 이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과목으로, 상담심리와 임상심리를 배우기 위한 기초교과목이다.

H031090,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 3-3-0

심리학의하위분야중의하나로인간이해를위한심리학적지식을상담실제에응용하는학문이다.

상담이라는활동에관한학문적체계로, 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이전문적훈련을 받은사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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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을 배우는 과목이다.

H030810, 학습심리학 (Learning Psychology), 3-3-0

인간이나 동물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학적 기제를 배울 수 있다.

커리어코칭 및 직업정보 (Career Coaching and Occupation) 3-3-0

직업정보, 직업 목록, 직업분류 표를 이해하고 일자리 채용정보를 탐색한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의 적성, 흥미, 강점을 찾아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위한 코칭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다.

S092690, 평생교육론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3-3-0

평생교육에대한종합적인이해와운영체제를 파악하고평생교육에대한자신의관점을정립할

수 있는 과목이다.

H030080, 심리검사 (Psychological Testing I), 3-3-0

학교와 상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코칭심리학 (Coaching Psychology) 3-3-0

코칭장면에서적용할수있는 다양한이론과모형에대하여학습하고심리학적관점에서제시된

코칭 심리 이론과 모형을 토대로 코칭 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S091690,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3-3-0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의 이론과 방법 등을 배우며, 이를

실습해 볼 수 있는 수업이다.

평생교육방법론 (Instructional Methods in Lifelong Education) 3-3-0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학습 목적과 학습내용에 따라 사용되는 다양한 평생교육방법론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H030730, 집단상담 (Group Counseling), 3-3-0

집단상담의 특징, 과정, 이론, 방법 등을 배우며, 집단상담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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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과목이다.

심리통계 및 상담연구 (Psychological Statistics and Counseling Study) 3-3-0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통계적 원리와 기법을 배우고, SPSS 등 기본적인 통계 소프트웨

어 사용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교수설계 및 교육컨설팅 (Instruction Design and Consulting) 3-3-0

체제적 교수설계, 인지과학적 교수설계, 구성주의 교수설계 이론 등 교수설계 이론을 학습하

고, 교수 분석, 설계 개발, 운영 및 평가를 포함한 교수 컨설팅을 학습한다. 또한 학교교육과

산업체 성인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성인학습 및 상담 (Adult Learning and Counseling) 3-3-0

성인의 학습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고, 성인의 학습역량 및 장점의 극대화를

돕는 과목이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3-0

평생교육사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H030161, 임상현장실습I (Clinical Practicum I), 3-1-4

상담 및 임상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을 실습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다.

S052580, 평생교육경영론 (Management od Lifelong Education) 3-3-0

현대 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영학적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과목이다.

H030410, 성격심리학 (Personality Psychology), 3-3-0

인간성격발달과형성에대해이해하고더나아가자신의이해와타인의이해를돕는과목이다.

상담면담 및 코칭기법(Counseling and Coaching Techniques) 3-3-0

상담/코칭을 시작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상담/코칭을운영하는데 필요한 상담자의 반응과

기법을 익혀서 실제 상담/코칭 장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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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0270,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0-3

전공 이론을 바탕으로 과제 기획, 수행, 분석 등의 과정을 팀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실무 능력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돕는다.

청소년상담론 (Adolescence Counseling Theory) 3-3-0

청소년들의 특징과 다양한 이론을 배우고, 특히 청소년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과 상담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다.

H030162, 임상현장실습II (Clinical Practicum II), 3-1-4

상담 및 임상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을 실습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다.

청소년이해론 (Adolescence Theory of Understanding) 3-3-0

청소년들의 특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배우고 청소년 비행 및 중독 등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다.

평생교육실습 (Lifelong Education Practicum) 3-0-3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에 나가 참관, 참가, 실제 실습을 통하여 평생교육 전반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 실천하여 연구 검토하는 과목이다.

아동학습 및 코칭 (Education and Coaching for Children) 3-3-0

본 과목은 아동의 학습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고, 아동의 학습역량 및 장점의

극대화를 돕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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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찰 행 정 학 과 ■

1) 개 황

경찰행정학과는 3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그 간 3,000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

다. 졸업생들은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사법 및 검찰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교사, 금융기관, 병원관리직,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일반사기업체 등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또한 본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관련 과목의 강의와 연구에 임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는 국제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전문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과

응용지식을 교육한다. 국제화와 동시에 지방의 역할과 능력이 크게 강조되는 지방자치시대

와 나아가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이버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을 육성

배출한다. 또한 경찰행정학부 행정학 전공은 국가선도 학부 전공으로서 자신을 변화의

중심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관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학부 전공으로서 매진할

것이다.

2) 교육목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전문인의 양성

② 정보화와 국제화 및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행정인의 양성

③ 행정이론과 행정실무와의 조화능력의 향상

3) 교육방침

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이념과 전문기술을 갖춘 행정인을 개발하고 양성한다.

②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공사기업체 등의 취업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이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행정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한다.

③ 대학 졸업 이후의 사회생활에 가장 빨리 적응하여 자신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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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선 경찰학총론 법무 3 3 전선 법학개론 법무 2 2

전선 행정학개론 법무 3 3 전선 범죄학(I) 법무 3 3

소계 6 6 0 5 5 0

전선 형사소송법(I) 법무 3 3 전선 경찰수사론 법무 3 3

전선 헌법(I) 법무 3 3 전선 헌법(II) 법무 3 3

전선 형법총론 법무 3 3 전선 형법각론 법무 3 3

전선 체포술 경호 2 2 전선 경찰생활안전론 법무 3 3

전선 경찰영어 법무 3 3

소계 14 12 2 12 12 0

전선 형사판례연구 법무 3 3 전선 자치경찰론 법무 3 3

전선 범죄학(II) 법무 3 3 전선 형사소송법(II) 법무 3 3

전선 경찰경비교통론 법무 3 3 전선 과학수사론(연계전공) 법무 3 3

전선 경찰행정법 법무 3 3 전선 민간경비론 법무 3 3

소계 12 12 0 12 12 0

전필 캡스톤디자인 법무 3 3 전선 범죄심리학 법무 2 2

전선 경찰정보보안외사론 법무 2 2 전선 경찰학연습 법무 2 2

전선 피해자학 법무 3 3

소계 8 8 0 4 4 0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경찰행정학과 전공명 :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4

NCS 세분류 학점 

1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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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S070130, 행정학개론(Introdu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3-3-0

행정학의 기초과목으로서 행정학의 성격과 범위를 규명하고, 행정학의 발달과 연구방법

등 행정학의 기초이론을 개념적으로 이해한 후, 행정학의 주요 분야인 조직․재무․인사행

정 등의 필수 개념과 이론을 소개한다.

S070440, 경찰학총론(A general discussion of police science), 3-3-0

경찰학총론은경찰이수행하는제반활동을이해하기위한기본적이론과경찰의역사, 경찰활동의

법적근거, 그 성격, 경찰 세부활동에대한종합적이고총론적인내용들을 담고 있다.

H090290, 경찰영어(Police English), 3-3-0

경찰공무원으로서 평균적 영어구상능력을 갖추도록 영어의 기본문장, 문법, 어휘력,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전영어문제 통해 영어실력을 심화시킨다.

S070970, 자치경찰론(Local Autonomy Police System), 3-3-0

자치경찰의 이론적 배경, 자체경찰제의 도입의 당위성과 방향, 도입시 문제점과 보완대책

및 향후과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을 살펴본다.

S080161,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s), 3-3-0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공적 절차인 형사소송 절차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학습함과 동시에 소송의 주체, 수사와 강제처분, 공소의 제기에 따른 제 이론들의 입체적

고찰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전반에 대해 이해하며 두 절차간의 합리적인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S070420, 경찰학각론(Special Part of Police Science), 3-3-0

경찰학각론은 경찰의 기원과 역사, 한국동의법적근거, 그성격, 경찰세부활동에대한종합적이고

총론적인내용들을 담고 있다.

S081330, 경찰수사총론(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Ivestigation), 3-3-0

본 교과목은 경찰수사의 본질과 수사기본이념, 수사과정, 수사실행, 현장수사활동, 조사

및 수사서류 작성, 과학수사, 수사행정 등 수사실무에서 적용되는 기본원칙과 규정 등을

학습하여 수사활동의 개관을 이해하도록 구성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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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70420, 경찰학총론(Special Part of Police Science), 3-3-0

경찰의 역사와 경찰제도의 변천, 경찰조직법과 관련된 사항, 경찰작용의 구체적인 내용,

경찰행정이론과 세부적인 내용 등을 학습을 통해 경찰학의 뼈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경찰 실무 활동의 내용을 학습한다.

S081350, 경찰수사론(Criminal Investigation), 3-3-0

경찰수사론총론을 이미 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사론각론 부분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

다. 수사론총론이 수사의 일반이론을 공부한 것이라면 본 수사론각론은 개별범죄에 대한

수사기법과 요령에 대한 실무적 수업이다.

S071070, 정책분석론(Policy Analysis), 3-3-0

정책의 의의와 정책학의 대두배경을 살펴보고 정책의 필요성을 시장실패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정책연구를 위한 다양한 모델들을 분석하고 정책분석의 과정과 방법

등을 살펴본다.

S071130, 지방의회론(Local Council Theory), 3-3-0

지방의회론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하여 정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보장할수 있는 여러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에 참여하여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운영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S070670, 공무원 시험특강(Special Classes for Public Employee Examination), 3-3-0

행정직 등 각종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학 총론 및 각론 분야에 대해 개괄하고,

특히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S070570, 계량분석론(Quantatative Analysis for Public Administration), 3-3-0

기초적인 행정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문제의 발견 및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업무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을 목표로 한다.

S071100, 정책평가론(Policy Evaluation), 3-3-0

정책결정과정의 단계와 정책결정모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책평가에 의의와 방법

을 알아본다. 또한 정책집행과 정책변화와 연결시켜 정책평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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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70110, 지방재정론(Local Government Finance), 3-3-0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재정관리에 필요한 재정정보와 재정정보를 산출하는 방법론,

지방세입, 지방예산 및 세출, 재정관리 등을 다룬다.

S070060, 발전행정론(Development Administration), 3-3-0

국가발전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가발전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을 분석한다. 특히 경제발전과

행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산업정책을 분야별로 분석한다.

S070140, 정부규제론(Government Regulation), 3-3-0

행정규제의 개념과 특성 및 규제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유형, 근거이론 등을 이해한다.

또한 오늘날 전 각 국가의 규제완화 방법과 논리 및 정부실패론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규제영향평가제도 등을 살펴본다.

S070090, 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s), 3-3-0

사회과학의 연구와 조사에 필요한 방법론의 기초이론 및 과학적 이론 형성을 위한 기법과

절차 등을 설명한다.

S070990, 재무행정론(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3-3-0

정부예산의 중요성과 기본이론을 소개하며, 예산과정을 일반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한국의 예산과정과 비교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3-0

여러 과의 다양한 과목들을 각각의 과목에서 습득한 내용을 연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 전공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리치료학과, 사진영상

학과 등 타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S070700, 과학수사론(Theor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3-3-0

과학수사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문감식, 유전자

감식, 법의부검, 거짓말탐지기 및 최면수사, 사이코패스 범죄현상, 범죄자프로파일링,

범죄사진, 추적수사기법, 인질납치수사기법, GPS추적 등의 다양한 과학수사기법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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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71740, 경찰과조직(Police&Organization), 3-3-0

조직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하고,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찰조직 관련

법규와 조직기구 등을 소개하며, 아울러 경찰윤리, 정보관리 및 혁신관리 등을 살펴본다.

S071260, 피해자학(Victimology), 3-3-0

범죄에 있어 전통적으로 국가로부터 가해자의 보호만을 이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피해자의 지위가 세계적으로 공론화됨에 따라 피해자학의 발흥, 각국의 피해자보호제도,

형사사법제도와 피해자의 지위, 경찰활동과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경찰활

동의 본질을 확인한다.

S070180, 경찰학연습(Special Issues in Police Science), 3-3-0

경찰학 개론과 경찰학 각론의 지식을 토대로 경찰학의 각 분야에 있어 법적,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심도 깊게 학습한다.

S071750, 형사정책론(Criminal Policy), 3-3-0

범죄의 발생원인,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억제정책, 집단행동의 원인과 대책 등을 살펴보며,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교정단계에 있어서 형사정책상의 문제를 학습한다.

S080150, 형법총론(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3-3-0

형법의 기초이론과 정당성의 기준을 습득함으로써 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정당한

법집행의 근거를 이해하며, 기본적인 범죄의 성립요건과 미수, 공범 등 특수한 범죄 형태에

대해 학습하여 정확한 법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의 토대를 마련한다.

S080910, 형법각론(Criminal Law), 3-3-0

형법총론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형법전에 규정된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규정을 학습한다.

S070260, 경찰생활안전론(Theory of Crime Prevention), 3-3-0

경찰의 기본적인 기능인 순찰의 종류와 효과, 범죄예방 이론에 입각한 상황적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지역경찰활동, 민간경비영역과의 협력 등 범죄의 예방

프로그램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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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70340, 경찰인사행정론(police officer administration), 3-3-0

경찰인사행정론에서는 경찰인사행정에 대한 각종 최신 이론들을 습득하고, 아울러 세계

선진국들의 경찰인사행정 기법을 비교경찰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

성을 가진다. 아울러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심층연구로서 문제해결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개요라 할 수 있다.

H030320,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 2-2-0

실제 범죄 수사 활동에 필요한 범죄자의 심리 유형과 행위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S0080060, 범죄학(Criminology), 3-3-0

현대적 범죄의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고,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범죄학의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 학습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해 이해하

고, 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지위를 파악한다.

S081300, 경찰행정법(Police Administration Law), 3-3-0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인 행정법의 특성과 존재형식 및 일반 원리 등을 이해하고, 경찰법,

경찰작용법 및 행정구제의 내용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S071220, 체포술(Defensive Tactics) 2-0-2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범인의 검거 및 체포시 필요한 체포호신 기술들을

습득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체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S070010, 경찰경비교통론(Theory of Security and Traffic Affairs)3-3-0

혼잡경비, 경호경비 등의 경비 활동에 있어 부대활동, 작전과 지휘에 관한 원칙, 무기사용

등 경비경찰활동과 교통사고조사와 처리, 운전면허제도와 면허취소 등 교통경찰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S070050, 민간경비론(Theory of Private Security )3-3-0

국가공공기관 및 법집행기간의 역할한계로 인하여 대두된 민간경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는 민간경비개념을 학습하고, 민간경비방법과

각종 관련법규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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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80890, 헌법(Constitution)3-3-0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연원과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기본권의

이론과 사례를 속지하고 기본권 제한과 한계에 대해 학습하며,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기본구조를 파악하여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경찰 채용시험에 대비한다.

S070150, 정책학개론(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3-3-0

정부가 왜 민간부문에 개입하는지, 그 수단은 무엇인지, 어떤 행위자들이 관여하는지,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본다.

법학개론(Introduction to Law)

법의 개념과 가치를 학습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본을 이해하고, 법의 기초이론과 현행법의

기본원리를 연구하며,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등 법학의 각 분야에

대한 개요를 공부함으로써 법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경찰정보보안외사론(Theory of Intelligence and Foreign Affairs)

경찰학개론의 지식을 토대로 정보활동의 필요성과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첩보의 수집,

정보의 생산과 배포 등 경찰정보활동과 국제경찰로서의 인터폴과 범죄인 인도 등 외사경찰

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형사판례연구(Criminal)

수사와 공판, 증거법에 관하여 주요한 판례를 학습함으로써 중요한 법리를 이해하고

사회의 변화와 판례의 동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경찰채용시험과 승진시험에 주로 인용되는

판례의 논점과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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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

1) 개 황

사회복지전공은 21세기 복지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 배출하기 위하여

2005년 사회복지학과로서 출발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 왔다. 사회복지전공에서는

사회복지학의 이론을 탐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을 익혀,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 국가시험을 거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전문자격증(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

사 등) 취득을 지원하는 교과, 비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교육목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인과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적 사회복지사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는

개인적, 사회적 삶의 질과 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아동·청소년, 여성, 가족,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사회보장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사회복지현장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양질의 실습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다.

3) 교육방침

사회복지학과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의 실제분야에서 응용되는 사회복지 전문 이론과 방법 및 기술 등 전공

분야별 지식을 습득케 한다.

-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개입 및 실천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인이 되도록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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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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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S050100 3-3-0

사회복지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학의 기본적․원론적 주제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개념이 도출되는 배경으로서의 인간 욕구와 사회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조망해 본 후 사회복지의 본질, 이념, 윤리, 역사, 정책 등의 주제를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S050090 3-3-0

사회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을 형성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051240 3-3-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관한 행동과학분야의 여러 이론들에

대한 학습과 함께 가족, 사회, 문화 등 사회･환경적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한다.

사회복지현장의 이해(Understanding Social Welfare Fields): S050930 3-2-2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실천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학습과 세미나를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로

서 실천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무역량 강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과목이다.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 현장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및 실무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실천론(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S050110 3-3-0

사회복지 실천대상 가운데 개인･집단･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사회기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가치, 기초지식, 사회복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면접, 사회복지 실천과정, 실천대상에 따른 기초적 개입 기술과

기법, 기록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연습을 통해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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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S051330 3-3-0

현대의 각종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전문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제개념들을

살펴보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역할들,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모델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동권리와 복지(Children’s Right & Welfare) S052060 3-3-0

아동이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개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복지의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에 대한

제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역사, 아동복지관련 제도, 아동복지 실천영역별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050150 3-3-0

행정과 조직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사회복지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회복지(기

관)행정의 개념과 특성, 주요 이론 및 기술들을 살펴본다. 아울러 조직의 핵심기능인

기획과 의사결정, 인사･재무･정보관리, 프로그램관리 및 개발, 기관평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실제로 응용해 본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S050130 3-3-0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계획 및 사회복지행정과

의 관계를 알아본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인 문제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형성, 정책결정

등의 각 단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해 본다. 아울러 빈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의 문제에 대처하는 현행 한국 사회복지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S050140 3-3-0

사회복지의 제반분야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사회조사의

이론과 절차를 학습한다. 아울러 사회조사방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사회조사의 방법,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과학적 접근법의 활용성과 한계를 고찰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S050280 3-3-0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방법, 실천지식 및 가치들이 소개되며,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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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사회복지실천의 모형과 체계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이론적

작업들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and Law): S050870 3-3-0

법제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념과 구성 원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법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한다. 총론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분석방법과 복지권에 대해 고찰하며, 주요한 사회복지 개별 법률들에

대한구체적분석을통하여사회복지관계법제에대한올바른인식과법적전망을갖게한다.

사례관리론(Case Management) : S050830 3-3-0

사회적 기능향상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요하는 클라이언트

체계에 대한 자원동원 및 통합적서비스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현재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전달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및 실천 모델, 기법 등을 학습하고 이론-현장에 기반한 통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삼는다.

프로그램개발과 평가(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 S050240 3-3-0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며 평가하는 문제를 다루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보다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자료분석론 (Social Welfare Data Analysis) : S050120 3-3-0

사회복지실천 및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술통계 및 기본적인 추론통계기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분석실습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양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S050291 3-2-2

강의를 통해 습득한 사회복지실천의 방법에 관한 이론과 지식을 기초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습을 경험케 하여, 사회복지전

문가로서의 기초를 닦고,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검토․평가한다. 사회복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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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특성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업무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가진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H030690 3-3-0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당위성을 모색하고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과 개입방법에 대하여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초 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정신장애 각각의 원인, 진단기

준, 증상, 특성, 장애의 결과 등을 이해하고 정신장애관련 쟁점을 논의한다.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S050270 3-3-0

사회보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및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 사회보장의 개념 및 배경,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종류를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국제사회복지론(Global Social Welfare): E010220 3-3-0

국제사회복지는 국제사회사업(International social work),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국내외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

발 협력 및 해외원조, 그리고 UN, WHO, ILO등의 다자 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빈곤과 질병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협력활동을 이해하고 국제사회복지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S090272 2-2-0

습득한 전문지식 및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천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을 설계, 제작,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실천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051280 3-3-0

장애 개념과 장애 유형 및 장애인 현황,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념․가치, 장애에 관한

이론적 접근, 생애주기 접근, 장애 유형별 서비스, 장애인 복지 관련 법, 정책, 행 정

및 전달체계, 서비스, 가족, 고령화, 성, 여가 등 장애인 복지 핵심 이슈와 과제, 장애인

복 지 실천방법과 기술,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천 과제 등에 대한 이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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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Social Work With Families) : S050320 3-3-0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다.

가족복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여 우리가 접하는 가족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하며, 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치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론(Poverty and Social Welfare): S050080 3-3-0

본 교과목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중심적인 사회문제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빈곤문제들의 양상 및 원인과 영향, 그리고 빈곤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 및 실천들의 유형과 특성,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윤리와 철학(Ethics and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S050900 3-3-0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지녀야할 윤리와 그 배경이

되는 철학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실천윤리를 함양하고,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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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전공 ■

1) 개 황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노인체육복지학이라는 전공은 북미지역과 서구 선진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학문영역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희소가치가 매우 높은 전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체육학과 복지학을 융합한 혁신적인 시도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자, 빠르게 변화하는 노인체육복지

학전공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증인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며, 동시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전통적인 체육관련 학과들에서 취득해왔던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부 내 그리고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

과목을 이수하여 학생이 원하는 전문분야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원화된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노인체육복지학전공에서는 이론학습 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연수, 연구팀활동, 공모전,

자원봉사,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적 업무능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합니다.

2) 교육목표

① 체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노인체육지도자

양성

②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노인체육정책전문 행정가 양성

③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현장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양성

3) 교육방침

① 전공영역에서의 기초적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실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한다.

② 사회복지분야와 노인체육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융합적 사고와

실무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③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노인체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천한다.

④ 어학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⑤ 구성원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학과발전을 이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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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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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A091420, 노인체육학 개론(Introduction to Gerokinesiology), 2-2-0

세계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의 손실은 매우 크다. 다양한 중재

방법 중 체육을 통한 중재방법은 비용 효율적 고령화 대응책 중 하나이다. 본 수업의

다양한 방식은 노인체육복지가 하나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050100,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학의 기본적․원론적 주제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개념이 도출되는 배경으로서의 인간 욕구와 사회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조망해 본 후 사회복지의 본질, 이념, 윤리, 역사, 정책 등의 주제를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092600, 노인 수중재활지도법(Teaching Aquatic Rehabilitation for Older Adults), 1-0-2

수중재활운동의 특성과 가치, 효과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수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본 수업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업 내용의

이론적 부분과 실기의 부분을 모두 이해하고 행할 수 있음으로 인해 노인을 비롯한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092590, 노인건강교육(Health Education for Older Adults), 2-2-0

수명의 연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보건학과 위생학의 발전이다. 즉, 건강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학습한

다.

S05124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3-3-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의 성장과 사회, 문화 등 사회·환경적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한다.

A091860, 노인수영지도법(Coaching swimming for older adults), 1-0-2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영역 중에서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는 대표적인 운동인

수영에 대해 지도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학습하는 교과로서 노인들의 특성과 운동능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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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S052060, 아동권리와 복지(Children’s Right & Welfare), 3-3-0

아동이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개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복지의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에 대한

제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역사, 아동복지관련 제도, 아동복지 실천영역별

복지서비스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A091870, 노인전문스포츠지도법(Specialised Coaching Sports for Older Adults), 1-0-2

노인들이 즐겨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들에 대하여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이러한 스포츠

종목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세부적인 지도방법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A090980, 스포츠사회학(Sociology of Sports), 1-0-2

스포츠상황은 작은 사회라고 불려질 만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스포츠사회학은 이러한 스포츠 속에서 혹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스포츠사회학의 목적이다.

H030900,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3-3-0

스포츠와운동상황에서일어나는인간행동의심리학적원리를과학적으로연구하여그지식

을스포츠와운동에적용하는운동과학의하위영역

S052010, 노인여가학(Leisure for Older Adults), 2-2-0

노인의 여가, 관광,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디자인, 관리, 경영교육을 통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적용가능하게 한다.

S052170, 노인스포츠지도자인성론(Studies on senior physical activity teacher personalit

y), 2-2-0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지도하는 노인스포츠지도사들이 갖추어야 할 인성적인 부분

들에 대하여 학습하는 교과로서 주로 지도자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지도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인성 및 정서적 측면을 중점으로 내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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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370, 노인라켓스포츠지도법(Teaching Racket Sports for Older Adults), 1-0-2

게이트볼 등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라켓 스포츠의 기본지도법을 교육하며, 이를 통해

노인 라켓 스포츠 지도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체득하게 한다.

S050030, 노인복지론(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3-3-0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심각한 저출산율과 맞물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의 심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를 살펴보고 노인들 개개인의 요구 및 욕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의 이해를 통해 고령 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복지적 대응을

살펴 보도록 한다.

A091380, 노인구기스포츠지도법(Teaching Ball Games for Older Adults), 1-0-2

게이트볼 등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구기스포츠의 기본지도법을 교육하며, 이를 통해 노인

구기스포츠 지도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체득하게 한다.

S052180, 노인운동역학(Biomechanics for old adults), 2-2-0

신체역학은 인간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각 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힘, 속도, 가속도 등을 분석하며,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내력, 외력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운동동작분석 역시 신체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분석은 운동수행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선수의 부상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이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수행 및 신체활동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S052190, 노인체육생리학(Exercise physiology for old adults), 2-2-0

노인체육생리학은 운동을 통한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특히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

에너지학, 운동시 대사작용, 운동 중 내분비계의 기능, 일, 파워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법,

운동 중 근신경 기능, 운동에 반응하는 심폐계, 체온조절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한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다룬다.

A091880, BIMAC과노화(BIMAC and Aging), 2-2-0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다양한 중재법 중 최근 뉴테크놀로지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뉴테크놀로지를 직접 체험하고 이들의 활용가능성을 논의한다.



437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S052200, 노인운동학습 및 발달(Motor learning & development for old adults), 2-2-0

노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학습에 관해 구체적으로 배우며 발달단계와 노화의 정도에 따라 어

떠한 움직임이나 발달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교과

A091390, 노인병리학과스포츠(Pathology & Physical Activity for Older Adults), 3-3-0

노화는 멈출 수는 없지만 신체활동을 통해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이 노인의

병적증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한 신체활동을 디자인한다.

S052210, 노인체육조사방법론(Quantatative reserch method for old adult's psysical activ

e), 3-3-0

노인체육에 관한 연구의 실행 시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법을 교육한다. 특히 양적연구방법에

기초한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의 교과이다.

A091430, 노인트레이닝지도법(Coaching Traing for Older Adults), 1-0-2

노인들에게 중요한 근력운동에 대한 기본지도법을 교육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근력운동

지도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체득하게 한다.

S050200, 자원봉사론(Voiunteerism), 3-3-0

사회복지 제분야에서 직면하게 되는 인력관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자원봉사자

및 직원들의 효과적인 훈련･교육･관리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방법들을 습득하고,

관련된 문제상황들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복지기

관의 유능한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A091400, 노인체력측정평가(Evaluation Fitness for Older Adults), 3-3-2

노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 기능적 저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S052030, 노인체육복지세미나(Colloquia for Gerokinesiology & WellnessⅠ), 2-2-0

노인체육복지에 관한 연구내용이나 실습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관련내용을 검색하

고 분석하여 대중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서 학생들

로 하여금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S052140, 노인체육복지학연구법(Research Method in the field of Gerokinesiology), 3-3-0

노인체육복지에 관한 연구의 실행 시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법을 교육한다. 특히 혼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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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참여적 실행연구 등의 새로운 연구법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E021820, 스포츠교육학(Sports Pedagogics), 2-2-0

스포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상황에 대하여 교육학적 이론과 지식,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스포츠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과

분석이나 교육과정, 교수법 등의 내용을 다루는 학문영역으로서 학생들이 지도자로 성장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S052120, 환경과지역사회건강(Environment & Community Health), 2-2-0

사회생태학적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활동은 자신의 의지만이 아닌, 타인, 조직, 커뮤니

티,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노인들의 저조한 신체활동 참여의 원인을

지역사회에서 찾는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노인인구집단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

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1-0-1

3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캡스톤디자인을하여 주제를 직접 결정하고 과제를 수행해 나감.

, 체육사 및 윤리(), 2-2-0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 2-0-2

본 교과목은 캡스톤디자인 Ⅰ의 연속된 과목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전공 또는

직무분야의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수업이다. 이를 위해 졸업작품 완성,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프리젠테이션 단계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팀별로 수업 및 지도가 실시된다.

A091440, 밸런스트레이닝지도법(Teaching Balance Training), 2-2-0

노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 중 하나인 낙상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균형감각을

최대한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에 대한 지도방법을 익히는 교과로서

학생들은 실습 위주의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S052020, 노인요양병원현장실습(Field Education at Hospital), 1-0-2

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 병원 등으로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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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0320, 가족복지론(Family Social Welfare), 3-3-0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민감성을 함양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과정 등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기반으로 가족들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사정,

개입과정 및 개입방안들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그 개입 방안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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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포 츠 학 과 ■

1) 개 황

경일대학교 스포츠학과는 2010년 스포츠학부로 개설되어, 2011년 스포츠경영학과, 2012

년 스포츠학과로 변화하면서 스포츠산업 분야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특성화 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9년 까지는 스포츠의학과 스포츠경영 분야를 중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산업 전문인역을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VR,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시장의 확장과 발전은 가장

주목되는 변화 중 하나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역설로 건강의 약화와 같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스포츠 헬스케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변화 및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포츠산업사

회가 요구하는 ICT 융복합 스포츠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독창적인 교육과정

을 새롭게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20년 현재 스포츠학과는 최고의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고, 유학 및 대학원 진학, 국가자

격증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각 종 공모전 참여를 위한 special program들과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인턴십

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ICT기술 및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운동처방, 건강관리, 운동재

활 분야의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융복합스포츠산업 경영 전문가, ICT 융복합

스포츠(생활체육)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학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교육 목표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시설관리자, 운동처방사, 선수

트레이너, 스포츠지도자, 노인체육지도자, 유소년스포츠지도자, 특수체육지도자, 학교체육지

도자, 청소년지도자등의자격증취득과현장실습, 산학협력강화를통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스포츠 ICT 융복합 헬스케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 인격을 함양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재 양성

• ICT 융복합 지식과 지적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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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방침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 스포츠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스포츠 헬스케어핵심국가자격증인건강운동관리사등의전공관련자격증취득을위한

교육 및 실습 강화

• 스포츠 헬스케어 지도 역량 및 경영 관리 지식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인턴십 강화

• ICT 융복합 지식 활용 능력과 실기능력을 갖춘 스마트 스포츠 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 스마트 헬스케어 역량 및 ICT융복합 기술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Special Program과

전공 동아리 운영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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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A090090, 스포츠학개론(Principles and Practice of Sport), 2-2-0

스포츠학의 전 영역을 개괄적으로 학습하여, 다양한 학문적 vew points(예: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경영학, 스포츠생리학 등) 를 통해 스포츠와 관련 현상들을 이해해본다.

E020050, 건강관리(Health Care Mangement), 2-2-0

오늘날의 건강의 개념은 웰니스(well-ness)로 정의되고 있다. 웰니스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정신적, 환경적 영역에서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적절한

신체활동과 영양, 바람직한 생활습관이 필수적이다. 본 수업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신체활동

의 효과에 대하여 다루며, 건강한 삶을 위한 바람직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하여 다룬다.

A092030, 스마트인도어스포츠지도법(Smart Indoor sports instruction coaching), 1-0-2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의 다양한 실내 스포츠의 경기방법, 규칙 등을 이해하고,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지도법을 이해한다.

S044710, 스포츠산업론(Sport Industry), 2-2-0

스포츠 산업의 기본개념, 이론, 기능,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스포츠 산업의 개념과 체계, 그리고 영역을 이해하고 장차 스포츠 산업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

E020390, 구급법및안전관리(Laws of Emergency Care & Safety Management), 2-2-0

스포츠 현장 및 일상 생활에서의 경미한 부상이라도 적합한 안전조치 혹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우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환경 및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비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

A091190, 해양스포츠지도법(Summer Sports instruction coaching), 1-0-2

해양스포츠 주요 종목인 요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의 기초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수상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지도방법을 학습한다.

A092040, 스마트아웃도어스포츠지도법(Smart Outdoor sports instruction coaching), 1-0-2

골프, 캠핑, 승마, 레프팅 등의 다양한 실외 스포츠의 방법, 규칙 등을 이해하고,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지도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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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0980, 스포츠사회학(Sociology of Sports), 2-2-0

스포츠상황은 작은 사회라고 불려질 만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스포츠사회학은 이러한 스포츠속에서 혹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스포츠사회학의 목적이다.

S044650, 스포츠경영학(Sports Management), 2-2-0

스포츠 경영학은 스포츠와 관련된 상품이나 컨텐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계획, 지휘, 통제 기능과 스포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과 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 상황 등에 대하여 이해하는 학문이다.

E020400, 기능해부학(Functional Antomy), 3-3-0

체육학 및 스포츠의학을 전공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인체의 구성과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능해부학은 자연 과학으로서의 체육학을 전공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서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근육과 골격, 관절에 대한 학습과 운동을 통한

인체의 변화를 공부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E021810, 체육사및윤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Ehtics), 2-2-0

본 교과목은 인간의 운동문화, 즉 스포츠 및 체육의 역사 지식에 대해 알아보는 과목이다.

스포츠, 체육사의 이론적 배경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스포츠 및 체육 관련 용어에

대한 어원적 유래와 개념과 관련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또한 세계의

스포츠와 체육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091200, 운동동작분석및신체역학(Motion analysis & body mechanics), 2-2-0

신체역학은 인간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힘, 속도, 가속도 등을 분석하며,

움직임 관련 내력, 외력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운동동작분석 역시 신체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수행 및 신체활동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A091210, 동계스포츠지도법(Winter Sports instruction coaching), 1-0-2

스키 및 스노우보드와 같이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기술과 지도법을 갖추도록 한다. 본 교과는 동계스포츠 종목의 기술에 따른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동계스포츠 지도법과 기본 동작 및 기술을 터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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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학습한다.

A092050, 스마트구기스포츠지도법(Smart Ball Sports instruction coaching), 1-0-2

축구, 풋살, 야구 등의 다양한 구기 스포츠의 경기방법, 규칙 등을 이해하고,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지도법을 이해한다.

E021170, 운동생리학(Exercise Physiology), 3-3-0

운동생리학은 운동을 통한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

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 에너지학, 운동시 대사작용, 운동 중 내분비계의 기능, 일,

파워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법, 운동 중 근신경 기능, 운동에 반응하는 심폐계, 체온조절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한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다룬다.

S048730, 스포츠정보관리(sports information Management), 3-3-0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분석, 활용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영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식을 습득한다.

E021830, 손상및재활(Injury and Rehahilitation), 2-2-0

본 수업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손상의 치료와 예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일반인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스포츠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 재활 운동 실습을 통한 치료 및 예방법을 학습한다.

S044680, 스포츠마케팅(Sport Marketing), 2-2-0

스포츠 마케팅 조사의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실제 전략수립에 참여하면서 마케팅 응용능력

을 배양한다. 또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 마케팅의사결정을 보다 정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장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응용능력을 습득한다.

E021820, 스포츠교육학(Sports Pedagogy), 2-2-0

스포츠교육관련 지식의 이해,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학습함으로써, 스포츠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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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2060, 스마트헬스케어지도법(Smart Healthcare instruction coaching), 1-0-2

건강관리, 체중조절, 체력단련 등의 운동 목적에 따른 운동 방법의 이론적인 내용과 실습을

통하여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ICT 융복합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E020170, 스포츠마사지와테이핑(Sports Massage & Tapping), 2-2-0

스포츠마사지와 테이핑은 운동상해 및 부상으로부터 일차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수업에서는 근육과 골격에 대한 기초적인 해부학적인 지식의 습득과 스포츠 마사지와

키네시오 테이핑에 대한 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E021190, 운동처방론(Exercise Prescription), 2-2-0

스포츠의학의 총론에서 시작하여 스포츠 손상의 재활 및 관리, 운동에 대한 생리적 변화와

효과까지 폭넓은 의미의 스포츠의학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운동처방의 기본 개념과

운동검사 지침 및 운동처방 방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며, 체력증진, 비만관리, 당뇨병관

리, 수술 후 재활관리 등을 위한 실제적이고 임상적인 운동처방 지침에 대하여 공부한다.

A091340, 스포츠학조사방법론(Methodology of Sports Studies), 2-2-0

스포츠학을 연구하는데 기초적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연구에 필요한 절차를

익혀 스포츠현상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조별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최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A091300, 운동과영양(Exercise & Nutrition), 2-2-0

다양한 신체적 활동에 적합한 음식물의 질과 양, 그리고 적절한 소비를 통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신체적 활동에 대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한 올바른 식이에 대하여 학습한다.

A092070, 스마트뉴스포츠지도법(Smart New Sports instruction coaching), 1-0-2

이 과목에서는 새로운 뉴스포츠의 개념, 가치, 목적 및 필요성 등과 뉴스포츠 종목인

게이트볼, 플로우 볼, 티 볼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실제 활동 형태와 ICT기술을

활용한 지도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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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270, 여가및레크리에이션지도(Introduction to Recreation and Leisure instruction), 2-2-0

현대생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레크리

에이션의 의의, 필요성, 형태에 대하여 학습하고, 구체적인 레크리에이션의 개념, 가치,

목적 등과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을 통한 실습을 실시한다.

A091360, 스포츠시장트렌드분석(Analysis of Sport market trand), 2-2-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스마트

헬스케어나 스마트 피트니스 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한다.

H030900,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2-2-0

스포츠심리학은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 예언하며 통제하는 과학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의 원리와 기술을 제공하려는 학문이다. 성격,

동기, 불안 등 개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이 스포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여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탐색한다.

A090780, 트레이닝방법론(Training Theory), 2-2-0

운동선수나 일반인들의 경기력 및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무엇보

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트레이닝 이론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다. 스포츠 트레이

닝의 과학적 원리 및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는 트레이닝의 원리를 이해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ign 1), 1-0-1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산업 현장이나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캡스톤디자인

2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룬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2(Capstone Design 2), 2-0-2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현업에서 수행하는 실무의 내용과 요구기술

을 현업에 종사하는 멘토를 통해 파악하고, 그 중 실무/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한 가지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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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290, 스포츠이벤트(Sport Events), 2-2-0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이론을 탐구하고, 각 스포츠이벤트를 기획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스포츠 이벤트의 선정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간계획,

공간기획, 그리고 템포기획의 기법을 이해한다.

A091940, 스포츠빅데이터활용론(Utilization of Sport Big Data), 2-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시장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창업 및 취업 역량을 향상시킨다.

A091950, 스포츠비지니스커뮤니케이션(Sport Business Communication), 2-2-0

스포츠 시장의 이해와 분석, 스포츠 비즈니스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비즈니스커뮤니

케이션 방법에 대여 학습함으로써 효율적 스포츠 비즈니스를 위한 융복합적 사고를 겸비하

고 취업역량과 창업 역량을 강화한다.

S048750, 스포츠창업실무(Practice in Sport start-up), 2-2-0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스포츠

시설이나 스포츠 기업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창업 후 경영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학습으로써 창업 및 경영 능력을 함양한다.

A091500, 운동학습및발달(Motor learning and development), 2-2-0

운동학습 및 발달은 인간의 운동행동 원리와 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으로

운동학습, 운동제어, 운동발달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을 통해 최적의 운동 수행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이해한다.

A091960, ICT와헬스케어(ICT & Healthcare), 2-2-0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징, ICT 기술의 이해, ICT가 접목된 다양한

스포츠 헬스케어 산업 및 제품들의 실제 사례들을 탐색하고, 창의적인 제품 개발과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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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화장품산업학부 ■

1) 개 황

K-뷰티화장품산업학부는 K-뷰티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이론 교육과 현장감있는

이론과 실기를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학부입니다,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토대로 뷰티케어전공, 화장품산업전공의 두 가지 전공과정이

있으며 각각의 전공은 실천적인 융합형 교육과정, 국내·외 산업연계 프로그램,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을 통해 창의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고자,

창의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뷰티화장품산업분야에 대해 교육합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뷰티케어전공

뷰티스페셜리스트역량, 뷰티마케터역량, 뷰티화장품기획역량을 함양한 현장친화형 글로벌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산업전공

화장품 산업의 기초지식 및 트렌드를 읽는 능력을 바탕으로 학제간·기술간 융·복합

교육을 통한 ‘글로벌 화장품 공학 실무중심형 전문 인력 양성

3) 전공소개

뷰티화장품산업전공 : 뷰티화장품산업전공은 체계적 감성융합교육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뷰티산업인력 양성을 모토로 헤어디자인, 메이크업디자인, 피부미용, 네일아트 등 전통적

인 뷰티 분야, 고부가 가치를 가진 화장품 분야 그리고 고객감동서비스 마인드와 국제

감각 및 전문지식을 갖춘 뷰티고객서비스 분야의 특성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공분야입니

다. 학문적 정립과 창작활동을 통해 뷰티화장품산업을 인지하고 예견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뷰티분야, 화장품분야, 고객서비스분야의 고급인력 배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449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화장품산업전공 : K-뷰티시대를 이끌어 갈 피부에 안전하고 화장품 제형에 적합한 소개를

개발하는 피부 과학을 연구하며, 화장품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합니다.

화장품 제조실험실습을 통해 신개념의 화장품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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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해설

뷰티케어전공 교과목

A020210 헤어미용 (Hair Make-up)

모발과 두피의 기본 생리를 이해하고 모발의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특성 및 탈모, 두피질환,

모발 관리법 등을 학습함으로써 기술과 전문 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 미용인으로 정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미용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임.

A020190 피부미용 (Skin Care)

피부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학습하고 피부미용에 대한 산업전반의 내용을 파악함으

로서 이론과 실기가 골고루 균형 잡힌 교과목이다.

A021480 헤어스타일링 (Hair Styling)

헤어스타일 연출에 있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헤어디자인에 대해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출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A020170 패션메이크업 (Fashion Make-up)

패션문화와 메이크업, 대중문화와 메이크업의 관계를 알아보고 1900년대 이후 각 시대별

패션, 뷰티, 문화 아이콘을 통해 각 시대별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본다.

A020620 뷰티화장품화사 (Beauty Culture)

고대부터 현대까지에 이르는 세계의 뷰티 문화의 역사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사회에

미용의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학문의 문화사를 통하여 동양과 서양의 미용문

화 흐름을 배우고 재현해 본다.

A022390 코스메틱실무 (Cosmetic Practice)

화장품의 분류 및 성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트렌드가 반영되는 향장산업의 여러

동향 및 국내외 화장품 시장과 현황을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E020710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위생공학, 질병관리학 및 보건관리학, 사회과학을 포함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지원에 의해서

건강을 보고하고 개선시키는 목적의 학문임을 파악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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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 환경 요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A022590 코스메틱브랜드매니지먼트 (Cosmetic Brand Management)

뷰티산업계 브랜드들의 기존 경영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브랜드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코스메틱브랜드전략에 대해 접근한다.

A020320 네일아트 (Nail Art Practice)

네일 미용 분야의 테크니션적인 부분에서의 전문화 된 인력 양성과 다양한 트렌드에

대한 분석력과 습득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프로페셔널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A021780 비만체형관리 (Obesity Care)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며 질병으로 분류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

이러한 비만에 대한 영양학적, 미용학적 중재를 통해 비만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데에 목표를 둔다.

S090270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뷰티 관련 기술과 이론 등을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뷰티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에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

력, 복합학제적인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뷰티 전문 인력 육성 교과목이다.

A022460 아로마테라피 (Aroma Therapy)

아로마 테라피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와 함께 에스테틱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레시피 작성 및 매뉴얼 실습을 통해 아로마 테라피 이해에 근접 할 수 있도록 한다.

A020020 메이크업 (Make Up)

메이크업의 용어와 화장품의 사용에 따른 효과를 이해하고 다양한 피부표현부터 색조화장

의 기법화 형태표현까지의 메이크업을 익힌다.

A020270 기초스킨케어 (Basic Skincare)

피부의 해부생리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토대로 피부미용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스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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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임상을 공부하며, 피부미용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공부하도록

한다.

A020310 네일미용 (Nail Care)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네일 또한 청결하고 건강한 손톱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하여

손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손톱이 되도록 관리해주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A020220 화장품학 (Cosmetologe)

화장품 과학에 대한 이론 습득, 각종 최신 문헌 및 정보의 제공을 통해 화장품 시장의

현화을 파악하고 최신 화장품 개발 동향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다. 또한 화장품의 물성

및 성분에 관한 지식에 대해 학습한다.

E021200 위생학 (Health, Safety and Security)

전염병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기초지식을 전달하여 병원체 전파의 방지와 피부미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습득하게 하고 건강의 유지와 미용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도록 한다.

A020030 미용기기학 (Esthetic Equipment Management)

피부기기들의 작용원리 및 사용방법에 대해 습득하는 과목으로 다양한 기기들의 효과

및 적용방법에 대해 실습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021630 생리해부학 (Physiology and Anatomy)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과 생리현상에 대한 기전을 습득하고 이를 미용분야에

활용하도록 한다.

A021690 스파프로그램기획및실제 (SPA Program Study)

초신 스파 트랜드에 대해 학습하고 스파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의 기획과 테크닉에 대해

학습한다. 스파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스파 전반의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기획하고 최신 스파의 고객관리 테크닉을 학습한다.

A021800 컬러진단 및 뷰티케어 (Color Creation and Beauty Care)

컬러에서 트랜드를 읽어 색이 가지는 이미지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색체 선호의

원리와 유형, 컬러의 기능을 파악해본다. 또한 색채 마케팅의 개념과 색채 시장조사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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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컬러선호와 욕구 및 그에 따른 행동분석을 하고 이에 맞는

브랜드 이미지 전략과 제품 포지션, 홍보 전략을 학습해 본다.

A020150 트리콜로지 (Trichology)

모발과 모발을 포함하는 두피의 일반적인 특성, 구조, 역할을 학습하고 모발의 이상 현상

및 피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 기법을 익혀 현장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A022640 화장품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osmetic Science)

화장품의 종류 및 기능 그리고 활성성분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습한다.

A022660 K-뷰티크리에이터의이해(Understading of K-Beauty Creator)

K-BEAUTY 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코스메틱 업계와

메이크업 분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뷰티크리에이터에 관하여 학습하고 콘텐츠 기획을

실습한다.

A022650 화장품생물학(Cosmetic Biology)

생명체의 기원·발달·해부·기능관계 및 기타 원리에 대해서 학습한다.

A022670 기초화장품화학(Basic Cosmetic Chemistry)

화장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 및 제형 등 기초화학에 대하여 학습한다.

A022680 기초화장품제조및실습1(Base Cosmetics Manufacturing and Practice 1)

기초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이해와 기초화장품 종류에 따른 제조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A022730 화장품산업트렌드분석(Analysis of Cosmetic Industry Trends)

글로벌 화장품산업계의 트렌드에 대해 학습하여 화장품 기획 및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022690 뷰티콘텐츠기획및제작(Planning and Production of Beauty Contents)

뷰티콘텐츠를 직접 구성 및 기획하고, 제작하여 뷰티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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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2720 화장품뷰티산업법규 (Understanding of Cosmetic industry Laws)

화장품제조와 유통에 필수적인 법률과 법규에 관하여 학습한다.

A022710 코슈메슈티컬의이해 (Understanding of Cosmeceutical)

화장품산업계의 주요트렌드인 화장품과 의약품의 결합인 코슈메슈티컬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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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전공 교과목

A022640 화장품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osmetic Science)

화장품의 종류 및 기능 그리고 활성성분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습한다.

A022660 K-뷰티크리에이터의이해(Understading of K-Beauty Creator)

K-BEAUTY 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코스메틱 업계와

메이크업 분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뷰티크리에이터에 관하여 학습하고 콘텐츠 기획을

실습한다.

A022650 화장품생물학(Cosmetic Biology)

생명체의 기원·발달·해부·기능관계 및 기타 원리에 대해서 학습한다.

A022670 기초화장품화학(Basic Cosmetic Chemistry)

화장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 및 제형 등 기초화학에 대하여 학습한다.

A022680 기초화장품제조및실습1(Base Cosmetics Manufacturing and Practice 1)

기초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이해와 기초화장품 종류에 따른 제조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A022730 화장품산업트렌드분석(Analysis of Cosmetic Industry Trends)

글로벌 화장품산업계의 트렌드에 대해 학습하여 화장품 기획 및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022690 뷰티콘텐츠기획및제작(Planning and Production of Beauty Contents)

뷰티콘텐츠를 직접 구성 및 기획하고, 제작하여 뷰티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A022810 화장품기능성소재학(Functional Cosmetic Ingredients)

화장품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이해와 생체조절 기능을 학습하고, 이흡수, 대사 등의 체내

작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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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2770 피부미생물학(Skin Microbiology)

피부 상재 미생물의 생태와 감염/염증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 학습한다.

A022800 화장품계면화학(Cosmetics Surface Chemistry)

화장품의 유화, 가용화, 분산 기술을 비롯한 분체의 표면 기술, 복합화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E080130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 화합물의 구조나 특성, 제법 및 응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A022790 피부생화학(Skin Biochemistry)

생명현상을 화학적분야와 미용분야에 접목시켜 인체의 피부나 모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A022780 피부미생물학실험및실습(Skin Microbiology Lab)

피부 상재 미생물 균총들의 성상 및 특징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A022820 화장품분체학(Particle Technology for Cosmetics)

화장품 제조에 핵심기술인 분체입자의 특성, 유체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화장품제조 적용기술을 학습한다.

A022681 기초화장품제조및실습2 (Base Cosmetics Manufacturing and Practice 2)

기초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이해와 기초화장품 종류에 따른 제조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A022830 화장품안전성평가(Cosmetic Safety Assessment)

화장품 성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및 평가법에 대해 학습한다.

A022850 화장품임상시험학1(Cosmetic Clinical Trial & Practice 1)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법에 대한

방법을 학습한다.

A022750 색조화장품제조및실습(Color Cosmetics Manufacturing and Practice)

색조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이해와 색조화장품 종류에 따른 제조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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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2740 모발/바디화장품제조및실습(Hair & Body Cosmetics Manufacturing and

Practice)

모발/바디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이해와 모발/바디화장품 종류에 따른 제조방법

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A022851 화장품임상시험학2 (Cosmetic Clinical Trial & Practice 2)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법에 대한

방법을 학습한다.

A022840 화장품유효성평가(Cosmetic Efficacy Evaluation)

기능성 화장품 원료(성분) 및 제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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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 뷰티케어전공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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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산업전공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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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공 서 비 스 학 과 ■

1) 개 황

항공서비스는 여행, 관광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객실승무원들의 업무와 공항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항공서비스학과에서는 항공사에서 원하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항공기를 재현한 MOCK-UP에서

비상탈출 훈련, 기내화재진압훈련, 응급환자 처리 훈련 등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관련해서

는 기내식음료 서비스, 기내방송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서비스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공항서비스실무실습과 외국인 승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및 해외 어학연수 등을 도입하고 있다.

관련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항공예약 및 발권, 심폐소생술, 서비스경영, 조주기능사,

TOEIC, JLPT, HSK, 수영 등의 과정을 교과 및 비교과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교육목표

항공분야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A+형 인재 양성

▪ 정 신: 서비스에 적합한 인성 및 감성지능 배양

▪ 실 무: 서비스전문가로서의 능력 및 역량배양

▪ 글로벌: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 배양

▪ 융·복합: 현장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력 배양

3) 교육방침

▪ 항공서비스에 적합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퍼스널브랜드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글로벌 어학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

▪ 융·복합 학습을 통한 실용적인 교육

▪ 서비스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현장체험 교육



461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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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S049560, 서비스화법과 의사소통(Speech & Communication), 2-2-0

고객과의 접점에서 올바른 대화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H092530, Basic English Listening, 2-2-0

영문의 기본적인 단어의 발음을 익히고 서비스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의 듣기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S044300, 서비스 경영(Service Management), 2-2-0

서비스의 본질을 파악하고 서비스 관리를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E063350, 항공기구조와 시스템(Aircraft Structure and System), 2-2-0

항공기 구조와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각종시스템의 작동 법을 숙지한다.

H092450, Basic English Grammar, 2-2-0

영문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언어분석방법 등을 익히고 영어문법 사용 및 용례를 습득하게

하여 실용적인 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S052370, 퍼스널마케팅의 이해(Personal Marketing), 2-2-0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퍼스널브랜딩 작업을 분석하고, 이미지변신을 통해 퍼스널브랜

드로 거듭나는 마케팅적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S052220, 항공객실업무(Introduction to cabin service), 2-2-0

객실서비스 순서 및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각 상황별 준비사항, 서비스방법 및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S052440, 항공서비스 통계(Airline Customer Service Statistics). 2-2-0

항공분야 서비스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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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9440, 기내방송(In-flight Announcement), 2-2-0

항공기 객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내방송 서비스(한국어, 영어)에 순서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내방송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H092460, Intermediate English, 2-2-0

영어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서로 다른 문장의 구조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한다. 영어듣기 및 어휘학습을 통해 말하기/듣기가 가능한

영어능력을 향상하도록 한다.

S052380, 퍼스널 미디어 관리(Personal Media Management), 3-2-2

자기 브랜드(Personal brand)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SNS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N071250, 항공식음료실무(In-flight Food and Beverage), 2-1-2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내식과 음료에 대한 종류, 내용, 서비스 방법 등을 학습한다.

S052390, 퍼스널 브랜드 관리(Personal Brand management), 2-2-0

퍼스널브랜딩을 위한 실제적인 학습단계로 PI(Personal Image) 정립을 위한 이미지컨설팅

방법에 대해 습득한다.

S052450, 항공예약 실무(Airline Reservation Practice), 2-1-2

항공사 여객 예약업무의 실무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이다.

H092490, Toeic Vocabulary, 2-2-0

공인영어시험인 토익에 빈출되는 단어 및 그 어원을 학습함으로써 토익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H081000, 중급일본어(Intermediate Japanese), 2-2-0

항공기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의 발음 및 주요 문구 학습

S049610, 항공안전 및 보안(Aviation Safety & Security), 2-2-0

항공안전 및 보안의 개념 이해 및 이론적 지식 습득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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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배양

S052340, 고객심리(Service Customers’ Psychology), 2-2-0

서비스 시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S052410, 항공발권실무(Air Fare & Ticketing Practice), 2-1-2

항공사의 항공운임을 결정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이다.

H092440, Advanced English, 2-2-0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는 리딩 능력 향상 및 상황에 맞는 발화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말하기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학습한다.

H070570, 중급중국어(Intermediate Chinese), 2-2-0

항공기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중국어의 기초를 상황별로 학습한다.

H092500, 고급일본어(Advanced Japanese), 2-2-0

항공기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본어의 읽기/쓰기/말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JPT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2-2-0

호텔, 여행사, 비서, 서비스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론과 지식 및 직장인으로서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 학습한다.

S049640, 객실서비스실무(Cabin Service Practice), 2-1-2

항공사 객실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인의 자세와 지식을 바탕으로 가상승객을 대상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과목

S052400,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 2-2-0

개인 이미지 코칭을 통한 퍼스널 브랜딩 방법과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스킬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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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92480, Toeic Speaking, 2-2-0

항공관련기업체에서요구하는스피킹스킬향상을위해토익스피킹의각 파트를중점적으로

학습한다.

H070580, 중급중국어 회화(Intermediate Chinese Speaking), 2-2-0

항공기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중국어의 읽기/쓰기/말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HSK(3, 4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052360,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 2-2-0

서비스 품질의 요인은 무엇이며,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학습한다.

S052430, 항공서비스 사례분석(Airline Service Case Study), 2-2-0

항공서비스에서 고객 칭송과 불만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학습하는 것이다.

H092470, Interview English, 2-2-0

인터뷰에 필요한 Resume, Cover Letter 작성 및 영어회화능력 학습

S052420, 항공사 경영(Airline Management), 2-2-0

항공관련 글로벌 환경과 항공사 전략경영 및 항공사별 인재상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S052350, 공항서비스실무(Airport Service Practice), 2-1-2

공항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과 업무개요 이해 및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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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품 개 발 학 과 ■

1) 개 황

최근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서 먹는 ‘미식’과 음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려는 ‘웰빙

식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으

며, 이런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식품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식품 전문 인력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품개발학과에서는 식품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보관,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식품 전반에 대한 기본지식과 실무 중심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식품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식품의 위생과 안전(HACCP), 영양성, 기능성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식품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가는

멘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학 중 식품 및 조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준비반을 운영하고,

투터링 프로그램과 전공 학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종합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2) 교육목표

① 식품 및 영양 분야의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습을 통해 지식의 응용

능력 및 현장 감각을 갖춘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② 첨단 식품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민 건강과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가를 양성한다.

③ 글로벌 시대에 알맞은 국제적 감각을 가진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3) 교육방침

① 기초에서부터 심화단계까지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②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로 실무 적용 능력 함양

③ 분야별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율적 학문습득 능력 및 창의력 배양

④ 개인별 1인 1자격증 취득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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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소개

식품 소재 자체의 특성을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기초학문을 통하여 교육하고

식품소재의 선택, 제품의 개발, 제조 및 생산, 가공, 포장, 유통, 품질관리, 마케팅과 관련된

응용학문을 학문분야로 삼고 있다. 최근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식품미생물 분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건강기능식품, 미용식품,

의약식품 등의 분야까지 식품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개발학과에서는 식품가공, 식품화

학, 식품공학, 식품미생물 등 기본적인 식품분야와 영양학분야, 식품위생 및 안전 분야를

통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체에서 기획, 개발, 생산,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졸업생들은 식품회사,

제약회사, 연구소, 학계 등에서 교육, 연구, 개발, 생산, 품질관리,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정부연구기관 공무원, 외식업체, 개인 창업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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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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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해설

N071310, 스마트식품학(Smart Food Science), 3-3-0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먹거리, 즉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 스마트식

품학이다. 식품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및 수분에

대해 식품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화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스마트식품학도로서의 기

본적인 사고의 틀을 이해한다.

N071550, 3D푸드프린팅이론및실습(3D Food Printing and Practice), 3-2-2

프린터는 적층방식의 조형기기로서 역사상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입체로

실체화할수있는기기이다. 본 수업을통해 3D프린팅의하드웨어, 작동원리, 소프트웨어지식,

형상의이해와관련된지식을얻을수있다. 3D프린팅에대한지식을 바탕으로식품에적용하여

3D 푸드프린팅의 개념과 미래 응용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N071640, 식품제조이론및실습(Food Manufacturing and Practice), 3-1-4

식품제조에필요한식품가공법에대해학습하고식품제조실습을통하여식품제조단위공정에

대한 원리를 습득한다.

N071600, 스마트영양학(Smart Nutrition), 3-3-0

질병을예방하고건강을증진하기위해영양학의기본내용을이해하고이를식생활에적용하여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N070040, 식품화학(Food Chemistry), 3-3-0

식품 구성성분 중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조와 물리화학적 성질 및 기능성,

가공, 저장, 이용 중에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를 다룬다.

N070250, 기능성식품학(Functional Foods), 3-3-0

식품 중의 생리활성물질의 기능과 생체 작용기전을 이해하고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 작업을 습득한다.

N071610, 식음료학이론및실습(Food Beverage and Lab), 3-2-2

칵테일, 와인, 커피, 차등식음료에대한기본지식과그제조원리를배우고, 다양한식재료를

활용한 음료 개발을 실습해보고 식품산업분야에서의 활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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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71630, 식품분석이론및실습(Food Analysis Laboratory and Practice), 3-1-4

중견회사품질관리현장에서수행하는기초적인식품화학및기초분석법들에대한이론과실무기술

을 습득한다.

E021200, 위생학(Health, Safety and Security), 3-3-0

식품 및환경등에서유래하는유해물질에대한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위해성을이해하고,

식품산업현장에서 식품위생 적용 및 실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E081000, 생화학(Biochemistry), 3-3-0

생화학은생명체를구성하는 물질들의구조및기능, 대사과정에서일어나는반응등을학습한다.

여러영양소들이체내에서실질적으로어떠한반응을통하여합성, 분해되며서로다른영양소들이

어떻게유기적으로연관이되는지를총괄적으로이해하게된다. 일반화학, 기초영양학, 생리학

등의 선수 과목이 요구된다.

N071220, 관능평가와통계(Sensory Evaluation & Statistics), 3-2-2

식품의주요성분인수분,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성분들에대한이해와 각성분들의

물리화학적특성을이해하고, 식품의색, 맛, 풍미, 물성등의물리화학적특성및관능적특성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E020710,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3-3-0

식품위생, 환경위생에관한일반이론과음료수, 하수, 공기의위생및방사성오염과보건에관하여

학습한다.

N071620,식품미생물이론및실습(Food Microbiology Laboratory and Practice), 3-1-4

식품미생물에 대한 기초이론 및 분석법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식품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 분석기술을 습득한다.

N070110, 식품공학(Food Engineering), 3-3-0

식품 가공 및 공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공학적 원리 및 조작법을 배우며, 이에는 열전달,

가열공정, 냉장/냉동, 유체, 분리, 혼합, 분쇄, 수분조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기 및 공정

조절, 물질 및 에너지 평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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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70050, 영양생리학(Human Physiology in Nutrition), 3-3-0

인체의생리적기능을체내영양소수준의항상성유지에초점을 맞추어배운다. 특히, 소화기계,

내분비계, 혈액순환계, 비뇨기계, 신경계등의체내각종기관및조직의기능과영양소대사와의

관련성을 배운다.

N071570, 발효식품이론및실습I(Microbial Fermentation Laboratory and Practice I), 3-1-4

미생물발효에대한폭넓은이해와발효과학의원리및실험을통한발효와미생물의작용을

이해한다.

N071410, 식품위생법규(Food Sanitation Law), 3-3-0

환경,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해물질의 독성과 위해성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으로 다루고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성 관련 정책 및 제도, 식품위생기준 및 규격, HACCP 등 현장에서의

식품안정성 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

N070890, 식품가공저장학(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3-3-0

가공식품이나기능성식품의주요소재들의가공방법과특성, 각제품의품질에영향을미치는

요인과가공에사용되는기계및장치의종류와그원리를소개한다. 식품의저장방법과저장기술에

대한 물리화학적 기초원리를 배워 식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

N071560, 농산가공학이론및실습(Crop Processing and Practice), 3-1-4

농산물의 종류, 가공공정 및 저장중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농산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1-1-0

제품과관련된연구와개발과정을습득하고, 식품에미치는기술적인개발방법을익힌다. 팀으로

제품에관한아이디어를제시하고선정하고실제로제품을개발해보고결과를기술적으로보고하는

방법을 배운다.

N071580, 발효식품이론및실습II(Microbial Fermentation Laboratory and Practice II), 3-1-4

발효미생물의종류, 생태, 특성 및기능과이들미생물에의한매커니즘을통하여알콜, 유기산

등 각종 발효식품의 제조공정과 원리를 알아본다.

N070990, HACCP이론과실무(HACCP Principles and Applications), 3-2-2

식품의안전성은소비자에게매우중요한요소로, 이를 확보하기위해식품업체에서품질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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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법적사항이상의수준이요구되며, HACCP은식품제조시검출가능성이있는위해요소

를사전에분석하여, 이에대한관리를통하여식품의안전성을 확보하는것이다. HACCP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산업체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실무를 연습한다.

N071590, 스마트식품포장학(Smart Food Packaging), 3-3-0

식품포장에사용되는재료, 포장성형, 포장설계및공정등포장관련기본적인개념을익히고

효과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한 식품 포장의 다양한 기술을 익힌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2-0

제품과관련된연구와개발과정을습득하고, 식품에미치는기술적인개발방법을익힌다. 팀으로

제품에관한아이디어를제시하고선정하고실제로제품을개발해보고결과를기술적으로보고하는

방법을 배운다.

N070170, 식품품질관리(Food Quality Control), 3-3-0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부터 제조시설 및

위생관리에이르기까지식품품질관리에대한이해가기본적으로선행되어야한다. 식품품질관리

를위한표준화된규격및각종인증제도와식품의기계적, 이화학적평가방법, 관능검사의구체적

방법 및 조건, 실험설계, 통계분석 방법을 공부한다.

N070760, 식품개발론(Principles of Food Product Development), 3-3-0

식품산업 현장에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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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

1) 개 황

최근 시장경제시스템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경제시스템에서 급속하게 디지털 경제시스

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에 걸맞은 전문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폭증하는 전문 인력 수요에 맞추어 경영학부에

서는 아날로그시스템과 디지털시스템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추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경학부 경영학전공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실무중심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현장적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화

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과정과 정보화에 대비한 컴퓨터 활용교육을 개설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신지식

인을 양성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교육목표

상경학부 경영학전공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경영자 양성,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관리자

양성,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지도자 양성,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새로 시작하는 개척자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방침

①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②경영학 전반에 걸친 이론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③사회진출을 대비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④지식의 축적과 함께 건전한 철학을 가진 인격을 도야하도록 한다.

⑤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실무적 능력을 함양토록 한다.

⑥직장에서의 실무기법을 체계화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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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소개

상경학부 경영학전공은 일반기업, 금융기업, 공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에서의 경영자

및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과정으로, 특히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중심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 적응훈련과 업무능력을 높이고 있다. 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제조회사, 유통회사,

금융회사의 관리자 및 경영자로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영학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경영학에 관한 심화학습

과정을 통하여 일반대학원이나 MBA 과정 등으로 진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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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과정표

o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교과목 학
점

시수 　
구분 교과목 학

점

시

수
　

이론 실습
이

론
실습

1
　

전선 경제학원론(공통) 3 3 　 전선 회계학원론(공통) 3 3 　

전선 경영학원론(공통) 3 3 　 전선 국제통상학개론
(공통) 3 3 　

소계 편 성 학 점 6 6 0 편 성 학 점 3 3 0

2
　
　
　
　

전선 마케팅원론(공통) 3 3 　 전선 재무관리 3 3 　

전선 재무회계 3 3 　 전선 원가관리 3 3 　

전선 경영통계 3 3 　 전선 경영과학 3 3 　

비즈니스데이터
마이닝 3　 3 　

　 　 　

소계 편 성 학 점 12 12 0 편 성 학 점 12 12 0

3
　
　
　
　

전선 투자론 3 3 　 전선 전산회계 3 3 　

전선 세법개론 3 3 　 전선 경영분석 3 3 　

전선 빅데이터활용 3 3 　 전선 공급사슬관리 3 3 　

전선 생산운영관리 3 3 　 전선 캡스톤디자인I 3 3 　

소계 편 성 학 점 12 12 0 편 성 학 점 12 12 0

4
　
　
　
　

전필 캡스톤디자인II 3 3 　 전선 경영전략 3 3 　

전선 파생상품론 3 3 　 전선 소비자행동의 이해 3 3 　

전선 품질경영 3 3 　

　 　 　 　 　 　

소계 편 성 학 점 9 9 0 편 성 학 점 6 6 0

전공학점계 7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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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S040060, 경영학원론(Fundamentals of Management), 3-3-0

경영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실무분야에서

관심이 높은 학문이다. 본 강좌는 경영학의 입문서로서 경영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는

경영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교양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경영학 전반을 폭 넓게 그리고

고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S040050, 경영통계(Business Statistics), 3-3-0

이 강좌는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초급과정으로서 기술통계, 확률 및 확률분포, 표본이론,

포본분포, 통계적 추정 및 가설검증 등을 다루며, Excel 등의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통한 실제 통계처리능력 강화에 목적을 둔다.

S040090,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3-3-0

상경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학의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경영학 전공을 위한

탄탄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시경제학부분 및 거시경제학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강의가 이루어진다.

S040280,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3-3-0

제반 마케팅문제의 해명을 위한 개념, 모델, 그리고 이론을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의

마케팅믹스 요소별로 고찰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그 진행은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내수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유형재에서 무형재로, 그리고 기업조직에서 비영리

조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며 이루어진다.

S047360, 회계학원론(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3-3-0

본 교과목의 목적은 회계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회계에 관한 기초개념과 원리를

익혀 회계의 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S049220, 국제통상학개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3-3-0

국제무역론은 국제통상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론 교과목으로서 국제분

업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무역 및 통상관련의 여타 고급이론 및 응용교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내용들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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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5460,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3-3-0

회계순환과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배운 회계원리에 이어 수강하는 과목이다. 기

업의 실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학습함으로써 회계

실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S040530,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3-3-0

재무관리는 기업의 자금흐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업의 재무의사결

정은 크게 투자결정, 자본조달결정, 배당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S041080, 품질경영(Statistical Quality Management), 3-3-0

본 강좌는 공정관리, 합격판정 샘플링, 공정 밖의 통계적 품질관리 등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경영통계 및 품질경영과정을

미리 이수하여야 한다. 본 과정에서는 우선 통계학에 대한 기초를 복습한 이후, 각종

관리도 및 공정능력 분석, 실험계획법등을 상업용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다룬다.

S041270,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 3-3-0

경영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의사결정 기법과 모델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 격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병행하여 실천적 방법론의 적용과 효과적 운용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S041010, 소비자행동의이해(Consumer Behavior), 3-3-0

소비자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마케팅전략에의 구체적인 활용을 모색한다. 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들

의 소비행동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의 과정을 연수하여 기업의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학습시키고 소비자 교육 자료로 활용케 한다.

S040900,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 3-3-0

동태적 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이 전략적으로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지의 기업경영원리를

이해시키고 어떻게 기존 사업의 활용 및 신규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의 부 창출 체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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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1120, 파생상품론(Fundamentals of Futures and Options Markets ), 3-3-0

급속한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신종 금융상품(옵션, 선물 등을 중심으로

한 복합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 재무금융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은 옵션, 선물, 스왑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신종 금융상품의 가격결정 모형 및 투자기법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S046780, 투자론(theory of investment), 3-3-0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증권투자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투자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는 국내 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증권의 종류 및 특성을 소개하고 증권시장의 기능과

운영에 관해 연구한다.

S040770,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3-3-0

최근 정보화의 급진전에 맞추어 중요성을 더해 가는 공급체인관리 (SCM : supply chain

management)에 관한 강좌이다. 본 과목에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공급업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체 연쇄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다루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EDI, E-Comm

erce 같이 아웃소싱을 위시한 첨단 추세를 학습한다.

S080110, 세법개론(Introduction to Tax Laws), 3-3-0

조세의 필요성과 재정상의 원칙, 조세용어 및 기초개념,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등을

이해하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과 절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본적, 공통적인 세법 규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학습한다.

E110580, 전산회계(Computerized Accounting), 3-3-0

재무회계, 부가가치세회계, 소득세회계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

1급에 수준의 내용을 학습한다. 따라서 본 강좌를 수강할 경우 최소한 전산세무2급

수준의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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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

1) 개 황

오늘날 세계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세계화, 정보화 및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지구촌화됨에 따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와 관련되는

업무를 국제통상이라 하며, 구체적으로 무역업, 관광업, 국제투자, 국제금융업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국제통상 업무의 성패가 모든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며

모든 경제 부문의 업무가 바로 국제통상의 업무가 된다.

그 동안 우리 국제통상학전공에서는 2004년부터 5년간 정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지원하는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자금을 지원받아 KOTRA(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관세청 등 통상 현장 실무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통상 실무 중심으로

교육하고, 지원받은 글로벌사업자금으로 해외박람회 참관 등 해외테마관광연수를 실시함

으로써 보다 현장중심형 국제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높은 취업률을 달성해 왔다.

한편 우리 국제통상학전공은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인한 FTA시대를

맞이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FTA관련 강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FTA

실무 강좌를 운영해 왔으며 명실공히 실무 및 현장중심형 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통상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통상학전공의 교육목표는 국제통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국제통상의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 구체적 교육방향을 설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첫째, 교육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에 곧바로 무역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둘째, 국제 경제의 흐름과 해외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시장 개척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셋째,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모든 학생이 졸업 후에는 외국인과의 상담이 가능하

도록 학생의 외국어 실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정보화 교육이다. 취업 후 꼭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은 물론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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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제통상학전공은 통상 및 무역의 이론과 실무뿐만 아니라

외국어 구사능력과 정보처리능력을 겸비한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본 학과는 국제통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국제통상의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첫째,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할 국제통상 전문 인력 양성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제통상업무 및 정보처리능력 배양

셋째, 국제통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외국어 활용 능력 배양

3) 교육방침

1995년 1월 WTO의 출범으로 인한 무한경쟁의 세계화․개방화 시대와 최근의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는 교육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거래의 다양한 부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국제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① 무역실무 전반에 관한 이해와 업무 능력,

② 무역기초이론 및 경영에 관한 이해, ③ 무역영어 활용 능력, ④ 컴퓨터 활용 능력,

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능력, ⑥ 해외시장 개척능력의 제고에

초점을 두어 교육하며, 아울러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턴쉽을 실시하며, 대외공신

력 확보를 위하여 무역 관련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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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교과목 학
점

시

수
　

구분 교과목 학
점 

시

수
　

이
론

실
습

이
론 

실
습

1 전선 경제학원론 3 3 　 전선 회계학원론 3 3 　

　 전선 경영학원론　 3　 3 　 전선 국제통상학개론 3 3 　
소계 편 성  학 점 6 6  0 편 성 학 점 6 6  0

2 전선 마케팅원론 3 3 　 전선 무역결제론 3 3 　

　 전선 무역상무론 3 3 　 전선 거시경제의 이해 3 3 　

　 전선 무역영어 3 3 　 전선 전자무역론 3 3 　

　 전선 국제무역론 3 3 　 전선 국제경영론 3 3

전선 미시경제학 3 3

소계 편 성  학 점 15 15  0 편 성 학 점 15 15  0

3 전선 무역계약론 3 3 　 전선 국제운송보험론 3 3 　
　 전선 무역정보처리 3 3 　 전선

FTA의이해와비즈니

스활용
3 3

　 전선
무역정책의 이

해 
3 3 　 전선 국제마케팅의이해 3 3 　

　 　 전선 무역법규 3 3 　
　 　 　 　 　 　 　

소계 편 성  학 점 15 15  0 편 성 학 점 12 12  0

4 전필 캡스톤디자인 3 3 　 전선 통상비즈니스와창업 3 3 　

　 전선 외환실무론 3 3 　 　

　 　

소계 편 성 학 점 6 6  0 편 성 학 점 3 3 0

총 학 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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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S040090, 경제학원론(The Principle of Economics), 3-3-0

경제학원론은 경제학의 기본개념과 그 기초이론을 학습하여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자원

배분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경제학과 관련된 타 교과목들의 이해를 높이게

된다.

S040060, 경영학원론(Fundamentals of Management), 3-3-0

경영학은 이제 어느 분야이든 응용되고 있는 전방위적 학문 영역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실무분야에서 관심이 높은 학문이다. 본 강좌는

경영학의 입문서로서 경영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는 4년간 배울 경영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교양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경영학 전반을 폭 넓게 그리고 어느 한 문제에 취우침

없이 고르게 이해 시킬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S047360, 회계학원론(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3-3-0

회계의 순환과정에 따라 거래를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계산, 분류하여 재무보고서

가 작성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복식부기의 계산구조,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초적 개념과 이론을 학습한다.

S040170, 국제통상학개론(Understanding an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3-3-0

국제통상학 개론은 무역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무역학의

기초개념, 무역학에 관한 제이론, 국제경제성장론, 세계무역경제론, 한국무역경제론, 무역

정책론, 국제경제관계론, 무역상무론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기초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또한 실제적 제도의 의의나 필요성들을 공부한다.

S040280,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3-3-0

제반 마케팅문제의 해명을 위한 개념, 모델, 그리고 이론을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의

마케팅믹스 요소별로 고찰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그 진행은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내수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유형재에서 무형재로, 그리고 기업조직에서 비영리

조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며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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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3510, 무역결제론(Payment of International Trade), 3-3-0

무역결제론은 각종 무역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의 종류와 메카니즘 및 이에

관련된 각종 국제규칙과 상관행을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주요 내용은 신용장방식, 추심결제

방식, 송금방식, 전자결제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강의방법은 무역현장의 실무와

연관하여 강의한다.

S040350, 무역영어 (International Trade English), 3-3-0

무역영어는 무역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Business Letter, Cable 및 Telex

뿐만 아니라 무역관계 영문서식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역서한

의 형식 및 작석요령에 관한 구체적 예시, 수출입을 위해 교환하는 서한, 전보, 텔렉스,

서류, 실제 사용된 모범서한, 무역관계 서류의 작성요령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된다.

S040140,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Economics), 3-3-0

국제무역론은 국제통상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론 교과목으로서 국제

분업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무역 및 통상 관련의 여타 고급이론 및 응용교과목들

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내용들을 공부한다.

S040340, 무역상무론(Practice and Law of International Trade), 3-3-0

무역상무의 전반에 걸친 기본원리와 개념의 이해에 중점을 두며, 주로 무역계약의 체결,

이행 및 종료과정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본 교과목은 상위과목의 수강을

위한 기초과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강의방법은 무역업체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강의한다.

S047890, 거시경제의 이해(Macroeconomics), 3-3-0

거시경제학은 국가단위의 경제를 대상으로 경제성장가 경기변동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다루게 되며, 주로 국내총생산(GDP), 물가, 이자율, 고용량, 경상수지, 환율 등과 같은

총체적인 집계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민소득수준과 경제성장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공부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

등에 관해서도 공부하게 된다.

S048270, 전자무역론(Internet Trade), 3-3-0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무역론 교과목은 온라인 국제거래 방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게



485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무역론의 의의, 관련 기술 및 법규, 전자무역론의 실제 사례

등에 관해 공부하게 된다.

S040130, 국제경영론(International Business ), 3-3-0

국제경영론은 국제경영의 기초이론과 국제경영환경의 분석, 국제경영전략, 국제경영관리

등을 다룬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경영의 방안을 이해하고, 국제경영의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고, 관련되는 기본개념을 소개하여

국제경영 전반을 이해한다. 또한, 현실적 사례를 결부시켜 실생활에 대한 적용 및 응용

능력을 제고한다.

S040370,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3-3-0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다룬다. 미시분석방법론, 소비자 행동이론,

생산이론, 시장형태와 산업조직, 미시분배이론, 일반균형이론, 후생경제학, 정보경제학,

미시분배이론, 미시경제정책 등을 다룬다.

S040310, 무역계약론(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3-0

국제무역계약의 종류와 의의, 체결방법, 이행방법 등 다각도에서 원리적인 면, 관습적인

면, 실무적인 면을 두루 포괄하여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제무역계약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개관한 후, 인코텀즈 중심의 정형거래조건을 강의한다. 다음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

에 관한 UN 협약을 중심으로하여 무역계약의 법리적인 면을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무역계약의 서식을 실제로 번역함으로써 계약실무능력을 제고한다.

S040940, 무역정보처리(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Treatment ), 3-3-0

다양한 무역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공부한다. PC 활용 능력을 향상하여, 졸업 후 보고서 작성능력 향상,

프리젠테이션 준비, 다양한 실무관련 컴퓨터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S040950, 무역정책의 이해((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3-3-0

무역정책의 이해 과목은 국제거래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과연 국민경제나 특정부문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는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외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 범위와 정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대상으로 공부한다.

주요 무역정책의 수단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수입할당, 수출자율규제, 상계관세, 반덤

핑관세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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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2740, 국제운송·보험론(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nd Trade

Insurance), 3-3-0

국제운송의 유형과 성격, 운송과 관련된 화주의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관계, 효율적인

운송인의 선정과 효과적인 운송계약의 체결, 각종 운송서류의 성격과 내용, 국제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 내지 국제규칙상의 내용 등을 실무중심으로 학습한다. 무역에서

무역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무역보험 가운데 적하보험은 국제

물품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운송, 보험, 외국환 등의 3대 지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무역보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역관습, 국제운송 및 무역 결제에 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무역보험의 이론, 제도, 판례에 관한 여러 가지 부문을 학습한다.

S047520, FTA의 이해와 비즈니스활용(Understanding of FTA and Its

Application), 3-3-0

본 강좌는 최근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FTA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활용방법을 학습하여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여 개설한 과목이다. 주로 FTA에 대한 기본내용과 효과를 이해하고

기업들이 한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특혜관세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S042640, 국제마케팅의 이해(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Marketing), 3-3-0

국제기업은 세계 고객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여러 가지의 마케팅 활동을 세계에서

수행한다. 국제마케팅의 이해 과목은 글로벌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대상으로 마케팅전략의 이해와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S040320, 무역법규(Law and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3-3-0

국제무역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종료과정에 관련된 각종 법규의 내용을 사례를

들어 강의한다. 먼저 국내법규로서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외국환관리법 등을 강의한다.

다음으로 국제법규로서 인코텀즈 200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헤이그-비스비

규칙, 신용장통일 규칙, 해상보험법과 약관, 중재에 관한 뉴욕 협약 등을 강의한다. 마지막으

로 전자무역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 무역 관련 법규도 아울러 강의한다.

S090270,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3-0

본 교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무역업(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해외마케팅, 전시회참가, Circular Letter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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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의 작성, 청약과 승낙을 통한 수출입계약 체결 및 수출입계약서의 작성과 계약내용

의 이행을 위한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FTA의 활용방법과 비즈니스모델개발, 운송관련업

무, 보험관련업무, 대금결제관련업무, 클레임 발생 시 그 해결방법 등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무역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절차와 방법을 실제로 체험케

함으로써 무역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제고시킨다.

S044960, 외환실무론(Foreign Exchange Theory), 3-3-0

본 교과목은 외환과 관련한 각종 이론 및 실무를 연구한다. 특히, 선물, 옵션 등과 같은

외환거래 방법과 같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공부하며, 나아가 기업의

안정적인 재무관리와 효율적인 금융자산관리 방법 등을 공부한다.

S048540, 통상비즈니스와 창업(Commercial Business Start up), 3-3-0

통상비즈니스와 창업 교과목은 국제통상 관련 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강의하게 된다. 통상비즈니스업무의 전박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기업의 창업 성공의

핵심요소, 실패와 원인,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관리 방안, 전략,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통상비즈니스의 운영 등을 강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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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마 트 팩 토 리 융 합 학 과 ■

1) 개황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고객맞춤형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성, 품질과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세계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2016년 1,210억 달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술혁신에 대한 요구 등으로

연평균 9%로 급성장하면서 2020년 1,713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향후 스마트팩토

리 전문 인력의 수요는 증가될 전망이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19학년도 3월에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는 신설되었다.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는 산업체 수요 기반의 맞춤

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이 탁월한 전문 스마트팩토리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교육목표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능형 공장자동화 능력을 함양한

스마트팩토리 융합 신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방침

① 기업이 신뢰하는 인성과 교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② 기업체 현장실무적용 능력이 탁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③ 현장실무능력을 활용한 공정개선 및 R&D 기획능력 함양하도록 한다.

3) 교육과정표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4차 산업의 한 축인 스마트팩토리 엔지니어로 3D CAD 설계

- 산업용 6축 로봇의 운전, 제어, 정비실습 및 공장자동화를 위한 공정설계

-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공장의 품질생산관리 실무

-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교과 과정 : 3D CAD,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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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학기 제 2 학기

학년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교선 Communication English I 2 2 교선 Communication English II 2 2

교선 지역사회봉사활동I 1 1 교선 지역사회봉사활동 II 1 1

교선 기초수학 3 3 교선 산업수학 3 3

교선 산업경영공학의이해 3 3 전선 스마트팩토리개론 3 3

전선 CAD 3 3 전선 3D CAD 3 3

전선 로봇운전실무 3 3 전선 로봇정비실무 3 3

전선 PLC입문 3 3 전선 자동화실무 3 3

전선 전기전자공학개론 3 3 전선 전자기학 3 3

계 21 21 계 21 21

방

학

교선 컴퓨터정보처리기술 3 3 교선 AI프로그래밍기초 3 3

전선 기계공학개론 3 3 전선 회로이론 3 3

전선 스마트팩토리현장직무I 3 3 전선 스마트팩토리현장직무II 3 3

계 9 9 계 9 9

2

교선 창의적표현과발표 3 3 전선 최적화개론 3 3

교선 과학기술과윤리 3 3 전선 스마트그리드 3 3

교선 IoT 프로그래밍 3 3 전선 AI프로그래밍응용 3 3

계 9 9 계 9 9

방

학

전선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I 3 3 전선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II 3 3

전선 유공압공학 3 3 전선 통계학개론 3 3

계 6 6 계 6 6

3

교선 한국사 2 2 교선 산업안전 3 3

교선 지역사회봉사활동III 1 1 교선 스마트팩토리산업과경영 3 3

교선 빅데이터의이해 3 3 전선 품질관리 3 3

전선 생산관리 3 3

계 9 9 계 9 9

방

학

전선 R&D기획I 3 3 전선 R&D기획II 3 3

전선 스마트팩토리설비설계 3 3 전선 전기기기 3 3

계 6 6 계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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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해설

N010190, 기초수학(Basic mathematics), 3-3-0

본 교과목은 최적화개론과 통계학개론 등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의 다른 교과목을 배우는

기본 지식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집합, 함수, 행렬, 미분과 적분 등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045300, 산업공학의이해(Introduction of Industrial Engineering), 3-3-0

산업공학은 여러 가지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주제로 이루어진 학문이며,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의 학생들 대상으로

산업공학의개념을이해하고실제현장에서활용가능한산업공학적지식을학습하고자한다.

E110100, CAD(Computer Aided Design), 3-3-0

3차원 모델링과 디자인 엔지니어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써, 주로 Auto CAD의 사용법과

활용을 통하여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078060, PLC입문(PLC Introduction), 3-3-0

PLC제어는 산업시설의 자동화와 함께 소형 경량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며, 이 교과목에서

는 시켄스 제어이론과 PLC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험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078070, 로봇운전실무(Robot Driving Practice), 3-3-0

본 교과목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봇의 개요와 구조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적용 프로그래밍 습득 및 숙련을 시키고자 한다. 또한 로봇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산업현장 안목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E070650, 전기전자공학개론(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3-3-0

신재생에너지원의 계통 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전기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며,

전기회로 및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의 기초를 포함한다.

E078100, 컴퓨터정보처리기술(Computer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3-3-0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의 사무직무 능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여러 가지 공문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과 능력을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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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0620, 기계공학개론(Introduction to Mechanical Engineering), 3-3-0

기계공학 분야를 소개하고, 엔지니어들이 문명의 이기가 되는 여러 장치 및 기기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설계하는지를 다룬다. 또한 기계공학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설명한다.

S049990, 스마트팩토리현장직무(Smart Factory OJT), 3-3-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학생들의 현장실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관련 이론과

사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실무 후, 학생들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하

고, 부족한 교과목의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N010010, 산업수학 (Industrial mathematics), 3-3-0

본 교과목은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이론에서 응용분야까지 학습하며,

내용으로는 1차 미분방정식의 해법, 선형미분방정식과 고급행렬 등을 다룬다.

E110160, 3D CAD(3D CAD), 3-3-0

전자,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등 모든 공학 분야의 제품 및 시스템의 설계 작업에서 3

차원 CAD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급속히 사용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3차원 CAD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E078090, 로봇정비실무(Robot Maintenance Practice), 3-3-0

본 교과목에서는 산업용 로봇의 분해와 조립과정을 통해 본체와 제어기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동력전달 과정의 이해 및 숙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업용 로봇의 고장이

발생하면, 로봇을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S063380, 스마트팩토리개론(Smart Factory Survey), 3-3-0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고객맞춤형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성, 품질과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팩토

리 체계를 이해하고 현장적용 및 유지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을 다루고자 한다.

E062220, 자동화실무(Engineering Practice for Automation), 3-3-0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에 응용되는 실질적인 자동화 장치들(PLC, PC,

마이크로프로세서 둥)과 현대 자동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요 기술들(CNC 및 모션자동

화기술, 3D 프린팅기술)의 기초지식과 응용지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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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4390,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3-3-0

전기전자 분야의 공학도로써 전기자기학의 기초이론을 확립하여 전자기현상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70860, 회로이론(AC Circuit Theory), 3-3-0

전기회로를 다루는데 필요한 필수과목으로서 직류회로부터 교류회로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시켜 전기 및 철도 시스템의 회로 해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한다.

E063360, AI프로그래밍기초(AI Programing Base), 3-3-0

AI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S041270, 최적화개론(Introduction to Optimization), 3-3-0

경영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의사결정 기법과 모델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 격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병행하여 실천적 방법론의 적용과 효과적 운용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S030050,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3-0

본 교과목은 기술통계, 확률 및 확률분포, 표본이론,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 및 가설검증

등을 다루며, Excel 등의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통한 실제 통계처리능력 강화에

목적을 둔다.

S040410, 생산관리 (Operation Management), 3-3-0

기업 활동의 핵심이 되는 생산 및 운영관리를 학습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조현장의

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야를 넓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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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마 트 전 력 인 프 라 학 과 ■

1) 개황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조기취업계약학과 중 하나의

학과로 특히 21세기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스마트 부분과 전력

인프라의 개념이 합해진 융복합 학과입니다. 전력 인프라는 전기에 관한 국가 인프라와

연관되어 있어 전기의 발생 및 운반, 계통 연계를 통해 실생활과 연관된 학문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공사, 감리, 해석 등을 수행하는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의 개념이 추가되어 제어와 프로그램의 기법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전기 업무뿐만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분야

및 전기를 사용해 각종 생산물을 제조하는 제어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기존 안정된 전력/전기 분야의 공사/감리 부분의 실무 지식과 미래를

대비하는 제어 분야의 실무 지식을 결합하여 직업 안정도와 만족도가 높은 전력인프라/전기

공사/감리/제어 관련된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 재학 중 기업 방문 및

현장과 관련된 수업들이 연계되며 1개 이상의 전기관련 자격증(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철도기사 등)을 기본으로 취득하는 것을 권장하여 2학년부터 실무

업무를 진행 할 때 현장실무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되고 3년 만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1학년 무료 2,3학년

75% 등록금 지원이 되는 조건에 2학년부터 기업 현업을 겸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과가 바로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입니다.

2) 교육목표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의 교육목표는 경일대학교 교육목적인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국가 기간사업인 전력 인프라와 21세기 첨단 신재생 분야의 현장 중심형

전력 인프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교육방침

스마트전력인프라 학과 교육방침 : POWER

① specialization : 4차 산업 혁명 전문영역 특화

② project based education : 문제 해결 형 팀 프로젝트 중심

③ Well-equipped environment :실무 교육 맞춤형 학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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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thical engineer : 사회봉사 교육과정

⑤ Professional engineer :스마트 전력 시스템 실무 전문가 교수진

4) 교육과정표

제 1 학기 제 2 학기

학년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전기CAD설계 3 3 교선 CommunicationEnglishII 2 2

교선 CommunicationEnglishI 2 2 교선 지역사회봉사활동II 1 1

교선 지역사회봉사활동I 1 1 교선 전기수학 3 3

교선 기초수학 3 3 전선 전기CAD실무 3 3

전선 전기자기학I 3 3 전선 전기자기학II 3 3

전선 전기회로I 3 3 전선 전기회로II 3 3

전선 전기기기I 3 3 전선 전기기기II 3 3

전선 스마트그리드I 3 3 전선 스마트그리드II 3 3

계 21 21 계 21 21

방

학

교선 컴퓨터정보처리기술 3 3 　 교선 AI프로그래밍기초 3 3

전선 스마트디지털회로설계 3 3 　 전선 인홈인프라기초 3 3

전선 스마트전력인프라현장직무I 3 3 　 전선 스마트전력인프라현장직무II 3 3

계 9 9 계 9 9

2

교선 과학기술과윤리 3 3 　 교선 AIIoT실습 3 3

교선 창의적표현과발표 3 3 전선 전기설비및법규 3 3

교선 IoT프로그래밍 3 3 　 전선 전력전자 3 3

계 9 9 계 9 9

방

학

전선 시켄스프로그래밍 3 3 　 전선 PLC설계 3 3

전선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I 3 3 　 전선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II 3 3

계 6 6 계 6 6

3

교선 한국사 2 2 　 교선 산업안전 3 3

교선 지역사회봉사활동III 1 1 　 전선 전기설비설계 3 3

전선 HMI실무 3 3 　 전선 전기계통해석 3 3

전선 제어공학 3 3 　 　 　 　

계 9 9 계 9 9

방

학

전선 전기설비안전진단 3 3 　 전선 3DBIM 3 3

전선 R&D기획I 3 3 　 전선 R&D기획II 3 3

계 6 6 계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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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체계도

5) 교과목 해설

E079330, 3DBIM(3D BIM), 3/3/0

가정 또는 빌딩의 인입 전력망과 관련되어 전체 계통의 용량 및 각 층마다 필요한 전력량을

계산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여 본인이 설계한 수전 설비가 최적의 조건으로

구성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능력을 키운다.

E079350, HMI실무(Practice of HMI), 3/3/0

건물 에너지 계통 해석에 있어 기존은 3D CAD에서 진보된 형태인 Human Machine

Interface 기법을 사용해 실시간 부하 변동 및 계절별 시간별 계통 해석을 보다 친숙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을 학습함

E079360, PLC설계(PLC Design), 3/3/0

공장자동화와 FMS에 따른 시켄스를 대체한 고기능화 고속화의 추세로 소규모에서 대규모

설비에 이르기 까지 PLC가 적용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시켄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PLC을 이용한 공장자동화 구현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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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170, R&D기획Ⅰ(R&D DesignⅠ), 3/3/0

스마트전력인프라 관련 기업의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각 기업별로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개발 항목에 대해 도출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부분을 기획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078171, R&D기획Ⅱ(R&D DesignⅡ), 3/3/0

스마트전력인프라 관련 기업의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각 기업별로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 개발 항목에 대해 도출하고 전문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해 학습한다.

E083340, 스마트그리드Ⅰ(SmartGridⅠ), 3/3/0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높은 전압으로 변전소까지 일괄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송전선로

의 개요 및 송전방식, 가공송전선로의 구성, 선로정수와 코로나, 송전특성, 중성점 접지방식

과 유도장해, 송전선로의 고장계산, 전력계통의 안정도, 이상전압과 절연협조, 전력계통의

보호계전방식, 지중송전방식을 스마트그리드와 연결해 학습한다.

E083341, 스마트그리드Ⅱ(SmartGridⅡ), 3/3/0

전력의 발생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영역을 시스템이론 및 시스템공학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전력계통의 개요, 전력계통기술의 전망, 전력계통의 기초이

론, 전력계통의 기초방정식, 전력계통 구성설비의 표현, 전력조류계산, 전력시스템의 경제

운용, 전력시스템의 주파수 및 전압제어 등을 스마트그리드와 연결해 학습한다.

E079270, 스마트디지털회로설계(Smart Digital Circuit Design), 3/3/0

스마트 디지털 회로 설계는 기본 논리 게이트의 성질과 불 대수에 의한 논리회로의 간략화를

통한 연산회로의 설계와 해석을 통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와 전자제어 장치간의

상호 접목을 위한 기본적 개념을 익힌다.

S052460, 스마트전력인프라현장직무Ⅰ(Practice of Smart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Ⅰ), 3/3/0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학생들의 기초적인 현장실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관련

이론과 사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S052461, 스마트전력인프라현장직무Ⅱ(Practice of Smart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Ⅱ), 3/3/0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학생들의 전문적인 현장실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관련

이론과 사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실무 후, 학생들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교과목의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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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9370, 시켄스프로그래밍(Sequence Programming), 3/3/0

기존의 시켄스회로를 PLC를 이용하여 설비의 자동화와 고 능률화의 요구에 따라 PLC의

적용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켄스의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시켄스 프로그래밍 능력을 학습한다.

E079380, 인홈인프라기초(Basic of In-home Infrastructure), 3/3/0

인입 전선로, 전원설비(수변전, 예비전원), 전기공급설비(배전, 간선, 배선), 부하설비(동력,

조명, 전열 등), 약전 및 방재설비 등을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제반사항을 계획부터

시공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한다.

E071100, 전기CAD설계(Electrical CAD Design), 3/3/0

전기 CAD의 사용방법을 배워 도면의 작성과 완성된 도면에서의 수정 작업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표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E079390, 전기CAD실무(Electrical CAD Design Practice), 3/3/0

전기CAD 설계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설계의 실무 능력을 배양해 전기도면을

작성하고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현장기반의 설계기술을 학습한다.

E079400, 전기계통해석(Eletric Grid Analysis), 3/3/0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계통 연계 방법 및 실 계통 연계 설계시에 부하의 변화 및 전력망을

구성하는 방법의 변화에 따른 해석 방법을 학습한다.

E073531, 전기기기Ⅰ(Electric Machine I), 3/3/0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기본적 구동원이 되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및 동기발전기, 동기전

동기의 구조와 결선 및 운전방식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힌다.

E073532, 전기기기Ⅱ(Electric MachineⅡ), 3/3/0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주축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와 유도전동기의 구조와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

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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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3650, 전기설비및법규(Electrical Facility Management and Regulations), 3/3/0

전기시설물 관리와 법규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 기구, 전선로 등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총칙, 전선, 전로의

절연, 전로의 접지, 기계 및 기구, 발전소 등의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전선로의 안전율,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로, 옥측 및 옥상 전선로, 인입선 등에 대해 다룬다.

E073670, 전기설비설계(Electrical Installation Design), 3/3/0

전기설비설계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설비 즉 배전선, 간선, 조명, 전열,

동력, 전력, 예비전원 및 방재설비 등에 대한 전기기호, 배전선로의 설계, 간선 및 분기회로,

조명 및 전열설비, 동력 및 전열설비, 예비전원설비, 방재설비, 시험, 견적 등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실용회로에 대한 적용례를 다룬다.

E079410, 전기설비안전진단(Electrical Installation Safety Analysis), 3/3/0

전기설비를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가정 및 건물 배선에

있어 전력망 설계를 할 때 위험도 산출 및 안전을 위한 예방 설계 및 기축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E070641, 전기자기학Ⅰ(ElectromagneticsⅠ), 3/3/0

Vecter 해석과 계산법, 전기장의 제 법칙 중, 쿨롱의 법칙과 전계의 세기, Gauss의 법칙

및 전계의 에너지와 전위, 도체, 유전체와 정전용량의 계산법을 다룬다.

E070642, 전기자기학Ⅱ(ElectromagneticsⅡ), 3/3/0

정상자계 및 자기포텐셜을 다룬다. 또한 자기력과 자성체의 인덕턴스 개념 및 정량적

계산법을 다루고, 자기에너지 및 전자기에너지와 작용력을 계산하며 전자파(Electromagn

etic Waves)의 개념과그파동방정식을소개하고, Poynting 벡터와전력송전의원리를 다룬다.

E078050, 전기회로Ⅰ(Electric CircuitⅠ), 3/3/0

직류회로로부터 정현파 교류를 전원으로 하는 교류회로 해석 방법과 응용예를 다룬다,

이들 회로를 다루는데 필수적인 복소수 연산, 라플라스 변환 등의 수학적인 내용 등도

다루어진다.

E078051, 전기회로Ⅱ(Electric CircuitⅡ), 3/3/0

Loop 및 Node 해석법, 회로망의 등가변환, 회로망의 그래프 표현, 행렬의 구조문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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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미분방정식과 Laplace 변환, Fourier변환, 회로함수의

pole/zero, 공진회로해석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

E079420,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3/3/0

전력전자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동작원리와 기본회로의 해석을 통하여 각 분야의 응용을

중심으로 전동기 구동 시스템과 전원공급장치, 자동화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전력 에너지

제어의 산업적인 적용기법을 익힌다.

E070730, 제어공학(Basic Control Engineering), 3/3/0

전기공학도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제어의 기초개념을 다룬다. 다루어지는 내용은 제어시스

템의 역사로부터 해석과 설계목표, 시스템의 모델링과 표현방법, Laplace 변환 기법, 시스템

의 간략화, 안정도 판별법, 정상상태오차 등에 대해 다룬다.

E078120,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Ⅰ, 3/3/0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을 경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기초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실무와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E078121,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Ⅱ, 3/3/0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을 경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전문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실무와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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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마 트 푸 드 테 크 학 과 ■

1) 개 황

식품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며, 경제적 불황과 호황에 무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식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이며,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정부의 안전기준도 강화되면서

식품안전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식품공장 구축 및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푸드테크학과는 식품산업체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하

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과 인성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교육목표

스마트푸드테크학과는 식품강소기업에 신뢰하는 스마트식품공장의 리더가 될 협업형

인재를 추구하며, ‘높은 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품품질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 푸드테크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3) 교육방침

① 식품강소기업에서요구하는인력을양성하기위해 현장실무중심교육과정을운영한다.

② 식품산업분야 4차 산업혁명을대비한스마트식품공장구축과푸드테크관련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③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교과과정을 운영한다.

④ 건전한 철학을 가진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⑤ 기업과 학생, 학생과 교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담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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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제 1 학기 제 2 학기

학년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교선 과학기술과윤리 3 3 　 교선 Communication English II 2 2 　

교선 Communication English I 2 2 　 교선 지역사회봉사활동 II 1 1 　

교선 지역사회봉사활동 I 1 1 　 전선 식품플랜트디자인 3 3 　

교선 산업공학의이해 3 3 　 전선 HACCP 적용이론 I 2 2

전선 스마트식품학 3 3 　 전선 HACCP 적용실습 I 1 0 2

전선 식품위생학 3 3 　 전선 식품미생물 이론 1 1

전선 HACCP 이론과 실무 3 3 　 전선 식품미생물 실습 2 0 4

전선 식품산업과 경영 3 3 　 전선 식품기준규격 및 표시실무 3 3 　

　 　 　 　 　 전선 식품관능평가이론 2 2

　 　 　 　 　 전선 식품관능평가실습 1 0 2

　 　 　 　 　 전선 식품위생법규 3 3 　

계 21 21 0 계 21 17 8

방
학

교선 컴퓨터정보처리기술 3 3 　 교선 AI 프로그래밍기초 3 3 　

전선 식품분석이론 1 1 전선 식품미생물이론 II 1 1

전선 식품분석실습 2 0 4 전선 식품미생물실습 II 2 0 4

전선 식품산업현장직무 I 3　 3　 　 전선 식품산업현장직무 II 3　 3 　

계 9 7 4 계 9 7 4

2

교선 IoT 프로그래밍 3 3 　 교선 AI IoT 실습 3 3 　

교선 창의적표현과발표 3 3 교선 생산품질관리 3 3 　

전선 공정관리실무 3 3 　
　 전선 영양성분분석 3 3　 　

　

계 9 9 0 계 9 9 0

방
학

전선 식품재료 및 구매론 3 3 　 전선 식품공장자동화실무 3 3 　

전선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I 3 3 　 전선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II 3 3 　　

계 6 6 0 계 6 6 0

3

교선 한국사 2 2 　 교선 산업안전 3 3 　

교선 지역사회봉사활동 III 1 1 　 전선 클레임대응과 오디트실무 3 3 　

전선 식품화학 3 3 　 전선 공중보건학 3 3 　

전선 식품포뮬레이션 3 3 　 　 　 　 　

계 9 9 0 계 9 9 0

방
학

전선 R&D 기획 I 3 3 　 전선 R&D 기획 II 3 3 　

교선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3 3 　 전선 스마트이력추적관리 3 3 　

계 6 6 0 계 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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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N070460, 식품위생학(Food Sanitation), 3-3-0

환경,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해물질의 독성과 위해성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으로

다루고 식품 위생과 관련되 기준 및 규격, HACCP 등 현장에서의 식품안정성 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

N071310, 스마트식품학(Smart Food Science) 3-3-0

식품의 주요 영양소인 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구조적 특징

및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초지식을 다루며, 식품의 관능적 및 기호적 가치를 좌우하는

색소 성분, 맛성분, 냄새성분 등 특수성분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한다.

N070990, HACCP이론과 실무(HACCP principles and practice), 3-3-0

식품안전에 관한 이론을 이해시키며 사람과 미생물, 미생물의 조절, 첨가물, 식중독, 전염병

과 식품 위생, 식품과 공해, 공장에서의 위생, 식품제조와 위생 등 위생 전반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N071320, 식품산업과 경영(Food Industry and Management), 3-3-0

마케팅 이론을 식품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고 식품산업 트랜드에 알맞은 전략에 필요한 학문을 습득한다.

E045300, 산업공학의 이해(Introduction of Industrial Engineering), 3-3-0

산업공학은 여러 가지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주제로 이루어진 학문이며,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의 학생들 대상으로

산업공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산업공학적 지식을 학습하고자

한다.

E078100, 컴퓨터정보처리기술(Computer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3-3-0

워드프로세서인 한글 워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파워포인터

등의 기능과 사용법을 실습을 통해 익히고 사무환경에서 발생되는 단순한 문서 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서의 자료처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는 기초소양을 습득한다. 식품산업

트렌드에 알맞은 전략에 필요한 학문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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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71390/N071400, 식품산업현장직무Ⅰ, Ⅱ(Food Industry Job I), Ⅱ, 3-3-0

식품산업의 직무(경영지원, 영업/마케팅, R&D, 생산/기술/품질관리)에 대한 역할과 업무

에 대해 학습하고 각 분야의 세부 직무 및 업무에 대해 학습하여 식품산업의 이해를

향상한다.

N071440, 식품플랜트디자인(Food Plant Design), 3-3-0

식품산업의 공장배치 및 설계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며, 식품공장의 부지 선택, 레이아웃

선택 등 고려해야 하는 이론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N071490/N071500, HACCP적용이론/실습(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HACCP), 2-2-0/ 1-0-2

식품위생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업체에서 도입하는 인증 과정인 HACCP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체별로 분류하여 HACCP인증을 받는 과정을 모의분석 해보는데 목표가

있다.

N070900, N070910 식품분석이론/실습(Food Analysis and Lab), 2-2-0/1-0-2

식품의 기본구성성분인 수분,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회분, 섬유질 등의 화합물에 대해서

분석이론을 이해하고 실제식품을 이용하여 분석 실험함으로써 정량분석기술과 결과분석

의 능력을 기른다.

N071510, 식품관능평가이론(Principles of Sensory Evaluation), 2-2-0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관능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관능평가의 이론 및 방법을 습득하여 제품의 특성 및 품질에 따라 적합한

관능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N071520, 식품관능평가실습(Sensory Evaluation Practices), 1-0-2

식품산업의 제품개발, 품질관리 단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관능검사의 기본 이론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실제 활용 사례를 접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기본 통계 분석

및 활용을 통해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N071350, 식품기준규격 및 표시 실무(Food Standards and Labeling Practices), 3-3-0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 개정사항 및 규제강화

사항의 시행일을 파악하며, 질의답변 등의 사례를 통해 실제 법규 적용방법을 익힘으로써

품질관리 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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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71530, 식품미생물이론(Principles of Food Microbiology),1-1-0

식품미생물의 분류, 구조와 생리, 유전적 특징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N071540, 식품미생물실습(Food Microbiology Lab), 2-0-4

식품공전 기반의 식품미생물분석 능력과 응용 능력을 배양하여 식품산업 현장 미생물

분석 전문가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N071410, 식품위생법규(Food Sanitation Law), 3-3-0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성 관련 정책 및 제도, 식품 위생기준 및 규격등 현장에서의

식품안정성 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

N071531, 식품미생물이론Ⅱ(Principles of Food Microbiology II), 1-1-0

식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생물에 대한 특성을 논하며 미생물을 발효와 저장과 같은

식품분야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익힌다.

N071541, 식품미생물실습Ⅱ(Food Microbiology LabⅡ), 2-0-4

제품 미생물검사 담당자가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에 대한 정확한 실험 과정 및 실험

방법을습득하고, 사내제품검사업무를잘운영할수있도록실무역량에필요한기술을습득한다.

E063360, AI프로그래밍기초(AI Programing Base), 3-3-0

AI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N071470, 공정관리실무(Food Operations Management), 3-3-0

식품산업의 원,부원료 및 부자재 입고에서 가공, 생산 및 출하까지의 공정과 품질 관리의

전반적인이론 및 실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하여 식품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한다.

N071420, 식품재료 및 구매론(Food Ingredients and Purchasing), 3-3-0

구매관리 및 활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실무 (구매계획, 발주관리, 검수관리, 입출고관리,

저장관리, 전산정보화, 원가관리, 식품재료)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N071450, 영양성분분석(Nutritional Analysis for Food), 3-3-0

식품에 함유된 수분, 회분, 지방질, 단백질 등의 성분 함량에 관한 분석 이론들을 공부하고,

실험, 실습 통하여 정량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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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120, E078121,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Ⅰ,Ⅱ (Prototype Project) 3-3-0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을 경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기초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실무와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N070040, 식품화학(Food Chemistry), 3-3-0

식품 구성성분 중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조와 물리화학적 성질 및 기능성,

가공, 저장, 이용 중에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를 다룬다.

N071430, 식품포뮬레이션(Food Formulation), 3-3-0

식품 재료물성 및 화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재료 배합, 첨가물

배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지식을 습득한다.

E020920, 보건학(Public Health), 3-3-0

식품위생, 환경위생에 관한 일반이론과 음료수, 하수, 공기의 위생 및 방사성오염과 보건에

관하여 강의한다.

S050000, 클레임대응과 오디트 실무(Claim response and audit practice), 3-3-0

식품 품질안전 Auditor 현장실무 역량 함양을 위한 실습교육과, B2C, B2B 클레임에

대한 대응과 개선방법에 대한 실무를 학습한다.

E078170/ E078171 RnD프로젝트Ⅰ, Ⅱ (R&D Project), 3-3-0

식품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 (신제품개발, 품질관 리, 공정관리, 공정개선, 공정효율화,

클레임개선)를 수행한다.

E083350, 스마트이력추적관리(Smart Traceability Management), 3-3-0

식품위생법등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개요 및 정책방향에 대해 학습하고, 식품이력 추적관

리의무 등록대상 및 품목등록 관련 도입절차 등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N071330, 식품공장자동화실무(Automation for Food Processing), 3-3-0

식품의설계ㆍ제조및유통ㆍ물류등 생산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고

객만족도를 높이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지식을 학습한다.



■ 스 마 트 산 업 학 부 ■

1) 개 황

본 학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에 발맞추어 지역 산업 혁신 경쟁력과 대구·경북

지역민의 생애 가치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평생교육체제로 설립된 미래융합대

학 소속 학부로서, 2018년부터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본 학부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스마트자동차 전공과 스마트팩토리

전공을 개설하여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으

로 운영하고 있다. 수업운영체계로는 학습자 맞춤 수업시간, 원격교육, 블렌디드 강의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희망사

다리, 교내외 장학금 등을 적극 유치하여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 교육과정은 성인학습자들이 ICT 융합 능력과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급변하

는 산업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체의 혁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인의 생애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교과목들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교육목표

① ICT 기초 지식 배양

② 현장 실무 융합 능력 배양

③ 사회인으로서 윤리의식 배양

④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업능력 배양

3) 교육방침

① 개념중심의 기본 이론 교육을 학습자 친화형으로 교육한다.

② 실험, 실습, 현장견학 등 현장체험형 수업을 강화하여 학습성과를 높이도록 한다.

③ 온라인 원격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④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과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수요지향교육을 제공한다.

⑤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신뢰감을 높이며 인성교육에 힘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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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소개

■ 스마트자동차전공

과거 자동차 기술이 기계 중심으로 개발을 해왔다면 미래형 자동차는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스마트자동차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융합형 전공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주력산업인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실무적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실질적인

생산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도록 한다.

① 자동차 산업 현장의 기술과 기업의 경영을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 역량을 배양

② 공학개론, 통계학, 프로그래밍, CAD 등을 통하여 스마트자동차를 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양

③ ICT기술과 융합한 스마트자동차 관련 부품 소재 개발운영, 관리, 보전, 설계 능력

배양

■ 스마트팩토리전공

스마트팩토리 전공은 CPS(Cyber Physical Systems)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이 스마트

기기, 빅데이터, IoT 등과 결합되어 기존 공장 설비의 생선성과 에너지 효율 극대화,

비즈니스, 고객 관리 등 모든 가치 사슬의 단계 융합이 구현되는 공장 구축을 위한 지능형

제조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적의 생산체제를 갖춘 공장운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지식모듈, 로봇 응용 지식모듈, 전기 관련 지식모듈을 학습한다.

① 일반 산업 현장의 기술과 기업의 경영을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 역량을 배양

② 공학개론, 통계학, 프로그래밍, CAD 등을 통하여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배양

③ ICT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 지능화하여 최소의 비용 및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팩토리의 운영, 관리, 보전, 설계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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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 스마트자동차전공

■ 스마트팩토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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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해설

E078080 IT공학개론(Introduction to IT Engineering) 2-2-0

IT와 전자전기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기본 지식들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며,

평소 많이 사용하고 신문 방송 등에서 접했던 현재와 미래의 IT 관련 기술들을 원리부터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E045300 산업공학의 이해(Introduction to Industrial Engineering) 3-3-0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품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산업공학의 기본적

인 개념들에 대해 학습한다.

S052270 스마트팩토리개론(Fundamentals of Smart Factory) 3-3-0

세계적 제조업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팩토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기술을 학습한다

E070650 전기전자공학개론(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3-3-0

전기회로, 전력전자공학, 전기기계, 조명 등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전기, 전자 소자와

전자회로의 종류, 동작원리, 응용 등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E110100 CAD(Computer Aided Design) 3-2-2

정밀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작도 및 모델링 방법, CAD시스템

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 모듈의 개발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061040 동역학(Dynamics) 3-3-0

동역학은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질점 및 강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동 현상 그 자체인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을 고찰하는 운동학(Kinematics)과 운동을

유발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운동역학(Kinetics)을 취급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로봇 기구부에 대한 동역학적 해석을 통해 실무적 설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070300 디지털시스템(Digital System) 2-2-0

이진수로 이루어진 디지털신호는 컴퓨터신호처리의 기본으로 사용되어 각종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핵심인 디지털기술의

기초이론과 디지털응용 기기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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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1900 자동차공학개론(Automotive Engineering) 2-2-0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 및 IT와 융합되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의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배양한다.

E111010 3차원CAD(3D CAD) 3-2-2

전자 ,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등 모든 공학 분야의 제품 및 시스템의 설계 작업에서 3

차원 CAD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급속히 사용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3차원 CAD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E078240 PLC기본(Bascis of PLC) 3-3-0

PLC는 산업시설의 자동화 필요한 중요한 장치로서, 본 교과목에서는 시켄스 제어의

개요와 기본적인 시켄스 제어 회로 및 PLC의 프로그래밍 기법 등을 학습한다.

E062720 센서및계측공학(Sensor & Data acquisition) 3-3-0

다양한 센서의 구조 및 원리를 학습하고 기본적인 센서 및 계측 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E040260,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3-3-0

구조공학의 기본이 되는 재료에 대한 역학을 다룬다. 이를 위한 기초로써, 봉 부재와

보 부재를 중심으로 재료의 역학적 거동인 인장, 압축과 전단 등의 힘에 대해 배우고,

힘의 합성과 분해, 단면의 성질 등 역학을 응용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다룬다.

E076700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Applied Design of Microprocessor) 3-3-0

정보통신 및 임베디드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언어를 학습하며, 각종 제어기, 네트워킹 및 임베디드시

스템을 운용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E063480 열유체역학(Thermodynamics and Fluid Mechanics) 3-3-0

열역학과 유체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에 대한 개념, 운동학, 운동량 원리에 대한 기본개념

과 해석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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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0120, 열전달(Heat Transfer) 3-3-0

물체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전도, 강제대

류, 자연대류, 복사열전달 및 열교환기 설계 등에 대한 기본이론과 각종 해석기법을 습득하

고, 열 및 물질전달에 대한 공학적 응용력을 배양한다.

E070730,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3-3-0

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먼저 실제의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수학적으로 표현된 간단한 시스템에 대하여 시간응답과 주파수 응답에

대해 배운다. 마지막으로 제어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안정도, 감도, 외란, 정상편차,

과도응답 등에 대해 학습한다.

E078070 로봇운전실무(Robot Driving Practice) 2-1-2

로봇 시스템의 분류, 로봇산업의 현황, 로봇과 자동화, 로봇구조 동작원리, 제어장치,

제어 알고리즘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운전 실험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E042220 연소공학(Combustion Engineering) 3-3-0

연소반응의 기초지식과 내연기관에의 연소공정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E062220 자동화실무(Engineering Practice for Automation) 3-3-0

생산자동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동화의 구성요소인 구동기, 센서, 제어기의 종류 및

최신 기술을 습득한다. 나아가 기계를 조작하고 운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HMI 시스템에

대한 이해, PLC와의 인터페이스 방법 등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자동화시스템

분석 및 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062900, 차량통신 (In-Vehicle Network) 3-3-0

통신은 자동차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 내부의 기기 사의의 통신, 자동차

사이의 통신, 자동차와 기간망과의 통신 등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통신 방식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S049390 실무빅데이터분석(Practical Big Data Analysis) 3-3-0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무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수집, 적재, 처리, 분석 아키텍처와 10여 개의 핵심 기술 요소들과 더불어 빅데이터 실무

기술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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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2110, 자동차전자제어 (Automotive Electronic Control) 3-3-0

자동차의 안전도와 운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섀시 제어시스템, 운전자

지원시스템 등을 다루며, 전자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및 제어 이론을 학습한다.

E073533 전기기기(Electric Machine) 3-3-0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기본적 구동원이 되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및 동기발전기, 동기전

동기의 구조와 결선 및 운전방식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힌다.

E042090 실무프로젝트(Practice for Project) 3-3-0

학부과정 동안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실무와 관련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하여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E078310 인간/기계인터페이스(Human Machine Interface) 3-3-0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협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인간과 기계간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상호 연결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070830 프로그래밍기초(Programming Basics) 2-1-2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특히,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여 다양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공통적인 개념인 자료형, 변수와 상수, 제어문, 함수 등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다룬다.

E070860 회로이론(Circuit Theory) 3-3-0

전기회로에서의 회로변수, 회로소자, 회로해석기법, 연산 증폭기, 인덕턴트 등에 대한

학습으로 전반적인 회로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해석 능력을 배양한다.

E078300 생산공학개론(Introduction to Production Engineering) 3-3-0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에 대한 설계 기술과 방법 등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공정 관련 기술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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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9490 머신러닝의이해(Fundamentals of Machine Learning ) 3-3-0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학습알고리즘인 머신러닝의 기법들의 기본적인 원리와 데이터의

학습 개념과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078260 제품/공정설계(Product/Process Design) 3-3-0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공정설계의 단계별 내용인 각 제조공정, 기계, 작업, 치공구, 가공조건

등을 이해하도록 하며, 이들 각 기능의 입출력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한다.

S047490 ERP실무(ERP Practice) 3-3-0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경영의 필수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적용사례를

학습한다.

E078270 스마트팩토리운영(Smart Factory Management) 3-3-0

스마트팩토리는제조장비와 물류 시스템들이인간의 개입 없이 폭넓게자율적으로 조절되고

운용되는 공장으로, 스마트팩토리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S040840 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 3-3-0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원가 절감

및 차별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우위를 높이는 과정과 관련된 전략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E078090 로봇정비실무(Robot Maintenance Practice) 2-1-2

생산 자동화에 활용되는 로봇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실험과 병행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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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경 영 학 부 ■

1) 개 황

ICT경영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와 경영과학을 융복합적으로 활영하여 인간공학, 품질

경영, 생산경영, 물류경영, 고객중심경영 분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성을 추구하며 모든 경영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경쟁이 심화되고 경영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경영과학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빅데이

터 수집과 정보 재생산, 스마트 시스템의 설계, 구현, 운영, 사후관리 등 모든 생명주기

단계에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2) 교육목표

① 산업경영전공 :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전문 경영인 양성과 더불어 변하는 경영상황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경영인을

양성하고 스마트 환경에서 ICT기술을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② 빅데이터응용전공 : 빅데이터가 지니는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

로 취급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운영에 필요한 ICT기반의 실무능력

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능력

을 바탕으로 시장 트렌드 조사 및 분석이 가능하고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한다.

3) 교육방침

① 경영학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기업 경영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적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②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④ 긴밀한 산학협동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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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소개

■산업경영전공

산업경영전공은 경영학과 ICT 공학의 융합과정으로 경영(회계), IT/통신, 제조, 기계,

디자인, 운송/물류, 환경 등에 관련된 학문을 학습한다. ICT 기술과 경영학의 융합과정,

연구기획에 대한 이론과 실습 및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스마트 경영시스템 전문가로

서 운영과 마케팅능력, 정보관리역량과 산업 적용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은 금융공학, 통신경영, 제품기획/개발, 지식기

반 전자상거래, 리스크/PL, 경영혁신, e-manufacturing 등 학계 및 연구소, 경영관리

전문가, 제조업 및 정보통신분야, 벤처,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빅데이터응용전공

정보통신과 IT 분야의 기술발달로 지구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여 최신 트렌드와 기업, 분야별 시장 동행을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컨설턴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 되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데이터분석 관련 지식을 비롯,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 모듈, 빅데이터

수집, 저장, 현상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하고 융합적인 과목을 학습하여 산업

관련 빅데이터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이론과 기술을 익힌 정보 인력

배양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빅데이터 응용전공 졸업생들은 대학원 진학(통계학 전공, 컴퓨터, 산업공학 전공, 경영학

전공, MBA), 통계 및 전산관련 연구소, 정부 투자기관, 국·공립연구소, 통계청 및 정부기관,

기업/연구소의 시장조사, 마케팅, 전산실, 자료처리 부서, 품질관리부서, 금융권(은행,

보험, 증권회사) 마케팅, 신상품 개발, CRM 부서 등에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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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육과정표

o 기본전공

① 산업경영전공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IT공학개론 IT기술교육 2 2 0 전선 산업공학의이해 공학기초 3 3 0

소계 2 2 0 3 3 0

전선 조직행동론 인사 3 3 0 전선 시장조사론 마케팅전략기획 3 3 0

전선 소비자행동의이해 고객관리 3 3 0 전선 품질경영 QM/QC 관리 3 3 0

전선 생산운영관리 생산관리전반 3 3 0 전선 통계분석실무 통계학 3 3 0

전선 e-비즈니스와 IT 전략 e-비즈니스 3 3 0 전선 재무회계와분석 회계감사 3 3 0

소계 12 12 0 12 12 0

전선 공급사슬관리 물류관리 3 3 0 전선 스마트팩토리운영 공정관리 3 3 0

전선 원가관리 경영기획 3 3 0 전선 ERP실무 QM/QC 관리 3 3 0

전선 기술경영 경영기획 2 2 0 전선 머신러닝의이해 IT기술교육 3 3 0

전선 경영과학 데이터분석 3 3 0 전선 제품/공정혁신 공정관리 3 3 0

소계 11 11 0 12 12 0

전선 서비스과학 고객관리 3 3 0 전선 플랫폼비즈니스모델 경영기획/평가 3 3 0

전선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공정관리 3 3 0 전선 컨설팅실무론 경영평가 3 3 0

전선 계량분석실무 빅데이터분석 3 3 0 전선 데이터마케팅전략 종합기획 3 3 0

소계 9 9 0 9 9 0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교양학점계 : 0 학점

전공필수 : 0 학점 전공선택 : 70 학점 전공학점계 : 70 학점

총학점 : 70 학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시수 시수

2학기1학기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NCS 세분류 학점 

2

3

4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ICT경영학부 전공명 : 산업경영전공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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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빅데이터 응용전공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IT공학개론 IT기술교육 2 2 0 전선 산업공학의 이해 공학기초 3 3 0

소계 2 2 0 3 3 0

전선 조직행동론 인사 3 3 0 전선 시장조사론 마케팅전략기획 3 3 0

전선 소비자행동의이해 고객관리 3 3 0 전선 품질경영 QM/QC 관리 3 3 0

전선 생산운영관리 생산관리전반 3 3 0 전선 데이터수집 방법론 DB엔지니어링 3 3 0

전선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DB엔지니어링 3 3 0 전선 통계분석실무 통계학 3 3 0

소계 12 12 0 12 12 0

전선 공급사슬관리 물류관리 3 3 0 전선 스마트팩토리운영 공정관리 3 3 0

전선 경영정보시스템 IT기술교육 3 3 0 전선 ERP실무 QM/QC 관리 3 3 0

전선 데이터베이스관리 DB엔지니어링 3 3 0 전선 머신러닝의이해 IT기술교육 2 2 0

전선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정보기술전략 3 3 0 전선 데이터시각화 정보기술전략 3 3 0

소계 12 12 0 11 11 0

전선 서비스과학 고객관리 3 3 0 전선 빅데이터비즈니스모델 빅데이터분석 3 3 0

전선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공정관리 3 3 0 전선 실무빅데이터분석 정보기술전략 3 3 0

전선 소셜미디어분석 정보기술전략 3 3 0 전선 데이터마케팅전략 종합기획 3 3 0

소계 9 9 0 9 9 0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교양학점계 : 0 학점

전공필수 : 0 학점 전공선택 : 70 학점 전공학점계 : 70 학점

총학점 : 70 학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4

NCS 세분류 학점 

2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ICT경영학부 전공명 : 빅데이터응용전공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6)교과목 해설

E078080 IT공학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2-2-0

IT와 전자전기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기본 지식들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며,

학생들은 평소 많이 사용하고 신문 방송 등에서 접했던 IT 관련 내용들을 원리부터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 한다.

S030230 통계분석실무(Statistical Analysis Practice) 3-3-0

다양하고 복잡한 스마트팩토리 생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현상을 파악하며, 이를 근거를 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정리와 해석방법,

확률분포와 확률과정의 기초 및 가설 검정과 추정을 이해한다.

S020440 데이터베이스의 이해(Fundamentals of Database Management) 3-3-0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기능, 데이터베

이스의 종류, SQL 기초 지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사전 지식을 학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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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420 텍스트/데이터마이닝(Text/Data Mining) 3-3-0

데이터마이닝의 주요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S049790 빅데이터 비즈니스모델(Big Data Business Model) 3-3-0

학문적, 실무적 관점에서 빅데이터 경영의 개념과 의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등을 살펴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문제 해결,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의 마케팅 및 영업, 고객 대응 전략을 학습한다.

E079550데이터시각화(Data Visualization) 3-3-0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시각화 원리와 실제 디자인 이슈를 소개하고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업 내부 및 외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시각화 하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 한다.

E077090 실무데이터분석(Practical Data Anaylsis) 3-3-0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무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수집, 적재, 처리, 분석 아키텍처와 핵심 기술 요소와 구현 방법을 학습한다.

E078440 소셜미디어 분석(Social Media Analysis) 3-3-0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정의하여 이윤

증대, 고객관리, 비용절감 등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한다.

S044230 생산운영관리(Production/Operations Management) 3-3-0

생산운영관리의 정의 및 의사결정요소, 생산운영관리의 전략 및 목표, 신제품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고객지향적 설계, 생산공정의 유형 등을 이해하고 기업운영과 제조 환경의

최적화를 도모케 하여 효율적으로 기업 목적을 달성케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S041010 소비자행동의 이해(Consumer Behavior) 3-3-0

소비자 중심의 현대 마케팅에서 소비자 행동분석의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행동과

학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행동에 관한 모델의 적용과 평가에 대해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행동에서 나타나는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해하고 소비자가 접하는

실제 의사결정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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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4830시장조사론(Marketing Research) 3-3-0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케팅 정보를 생산, 분석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S041430 경영정보 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

기업의 주요 활동을 지원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의 유형, 구성, 개발 및 통제방법을 다루고

정보시스템의 현행 발전추세를 논의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보기술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S040590 조직행동론(Organization Behavior) 3-3-0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 및 행동과 기업 내 조직관리를 위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성격과 가치, 다양한 직무 태도 및 의사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과 행동을 살펴보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실제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조직행동이론을

활용한 해결책을 고민해본다.

S040770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3-3-0

공급사슬관리 및 물류관리의 개념, 요소기술, 전략, 구축 기법, 산업 별 사례 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재 공급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공급자, 판매자,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물자와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적

추진과정을 학습한다.

E078320 e비즈니스와 IT전략(e-Business and IT Strategy) 3-3-0

기업경영에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의 동향과 그 기술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응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정보기술과 관련된 이슈와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정보기술 응용의 변화추이를 폭넓게 다룸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079500 데이터마케팅전략(Data Marketing Strategy) 3-3-0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의 개념과 마케팅의 개념에 기반하여 전략적 마케팅과 전략적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외부·내부 환경분석, 전략대안의

마련과 선택, 마케팅전략의 수립과 실행, 마케팅프로세스의 이해 및 전략적 고객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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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350 서비스과학(Service Science) 3-3-0

서비스과학은 서비스의 개발, 운영, 개선을 위하여 과학적 방법론 및 응용기술을 연구하는

학제적 학문 분야이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기업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에 있어서 서비스관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관리를 위한 개념과 방법론을 다룬다.

E078330 재무회계와분석(Financial Accounting Analysis) 3-3-0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해,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처리 방법을 다루며, 재무보고 개념체계 등 재무회계의

이론과 기본 개념, 수익 인식과 자산 회계처리,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정보의 분석을

학습한다.

S046810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3-3-0

품질경영에 대한 기본개념과 품질개선을 위한 활동 및 통계적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품질정의, 품질경쟁력 및 품질경영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품질경영의 핵심적 활동인

고객중심경영, 품질전략 및 리더십, 프로세스개선 등을 학습한다. 품질경영의 사례 연구와

연습문제에 대한 학습을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품질경영상의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한다.

S047490 ERP실무(ERP Practice) 3-3-0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경영의 필수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적용사례를

학습하고 기업에서 도입된 ERP시스템 프로세스, 운영현황 등을 알아본다.

S043290 데이터베이스 관리(Data base Management) 3-3-0

경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기법과 기술을 학습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설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079490 머신러닝의이해(Introduction to Machine Learning) 3-3-0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학습알고리즘인 머신러닝의 기법들의 기본적인 원리와 데이터의

학습 개념과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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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8050 원가관리(Cost Management) 3-3-0

기본 원가개념 및 원가계산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 중심의 회계정보 활용을

학습하며 원가결정과 경제적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을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원가관련 자료를 이해하고 수익극대화와 비용최소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가계산,

구매조달 관리, 저장 및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수율관리, 등에 대한 장기적인 의사결정

능력배양을 목표로 한다.

S041270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 3-3-0

경영과학의 수학적 지식이나 컴퓨터 기반 콘텐츠는 복잡한 경영의사 결정과정에 필수적이

다. 기업 실무기반의 의사결정 역량 제고, 다양한 의사결정 영역에 있어서 전체 최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하여, 실무 판단 역량 제고, Machine Learning 기반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 기술 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목표로 실무 사례 기반의 의사결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례 기반 교육을 실시한다.

E078390 컨설팅실무론(Consulting Practice) 3-3-0

컨설팅 실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최근 기업 내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컨설팅 비즈니스 케이스를 통해 기업의 니즈 및 효과를 점검하여 컨설팅

실무 레벨의 방향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기업들의 신규 비즈니스 케이스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실제 산업과 컨설팅 스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78370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Business Process Innovation) 3-3-0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비즈니스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활동의

의미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기업의 프로세스의

모델링, 프로세스 분석, work flow, 기업 경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학습한다.

E078270 스마트팩토리 운영(Smart Factory Operation) 3-3-0

제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운영현황과 스마트 제조기술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스마트제조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목으로 스마트팩토리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522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E078380 플랫폼비즈니스 모델(Platform Business Model) 3-3-0

기업 생태계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살펴보고 플랫폼 경쟁의 시사점을 짚어본다. 빅데이터

기반 스타터업의 기회, 블록체인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의 주요기능, 디자인, 이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플롯폼 전략 가이드, 실제 반영사례등을 살펴본다. 기존 비즈니스와의

융합, 진화를 통해 확장 가능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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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 력 에 너 지 융 합 학 과 ■

1) 개황

경일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유일

하게 4년 연속 선정되어 대구·경북 지역민과 지역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는 이러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학위과정이다.

본 학과는 '지역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회복. 지역민의 생애가치 제고'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학과 및 교과 편성 시 기업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과 내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신설하였다. 또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재직자의 교육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학사 행정체제를 완비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최신 산업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수역량 개발과 함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피드백과 수요 분석을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일대학교 원자력에너

지융합학과는 지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는 지역 미래 유망 산업인 원자력 에너지 전문 인재 배출을 위해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수용에 대응할 수 있고 고품질 전기 에너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지식과 현장실무를 교육한다.

2) 교육목표

원자력에너지, 전기공학 관련지식, 현장실무를 결합한 현장 에너지융합 기술 분야의 교육과

정을 개설하고,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래형 원자력 산업을 위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주도하게 될 원자력 전문 공학자를 비롯,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고품질 전기에너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에너지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3) 교육방침

원자력과 ICT 지식기반 에너지 실무 기술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① 개념중심의 기본 이론 교육을 학습자 친화형으로 교육한다.

② 실험, 현장견학 등 현장체험형 수업을 강화하여 학습성과를 높이도록 한다.

③ 블렌디드 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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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과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수요지향교육을 제공한다.

⑤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신뢰감을 높이며 인성교육에 힘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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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5) 교과목 해설

E079570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이해(Introduction to 4th Industry Revolution Technology)

3-3-0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각종 기술들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본다. 또한, 이전의 산업혁명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예측하고 함께 토의해본다.

E079580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 2-2-0

디지털을 이해하고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비판적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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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83540 에너지공학개론(Energy Engineering) 3-3-0

산업시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고밀도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또한, 열효율 및 성능계수 등 기계적 성능 또한 지속적으로

상향되어오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원

의 개발 및 발전, 현대의 신재생 에너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의 에너지 이용에

대해 예측하고 토의해본다.

S052640 데이터베이스이해(Fundamentals of Database Management) 2-2-0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 응용 시스템 또는 서비스 개발에 핵심요소로서 데이터 설계 및

응용에 관한 기초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며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다.

S081430 원자력기초(Nuclear Energy Basics) 3-3-0

원자력 에너지의 공학적 기본 원리를 알아보고,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선 안전에 대한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대해 생각해본다.

E070650 전기전자공학개론(Basic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3-3-0

전기전자 공학에 필요한 기초적인 물리학(일, 에너지, 전기 및 자기 등)을 설명한다. 또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기본적인 회로의 분석법을 통해, 실제 전기전자시

스템에서의 활용을 이해할 수 있다.

E079590 스마트코딩(Smart Coding) 3-3-0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인 스크래

치로 코딩에 대해 학습하고, 주어진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을 함양시킨다.

E083380 방사선응용물리(Applied Radiation Physics) 3-3-0

원자 구조 및 원자핵 구조, 핵 반응 및 방사성 붕괴, 그에 따른 방사선 방출 등 핵물리

이론을 기초로 하여 방사선의 특징 및 응용 등을 다룬다.

E070860 회로이론(Circuit Theory) 3-3-0

회로변수, 회로소자, 회로해석기법, 연산 증폭기, 인덕턴스 등에 대한 학습으로 전반적인

회로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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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2650 빅데이터 기초(Introduction to Big Data) 3-3-0

빅데이터 분석과 연관된 기초이론, 분석방법론 및 기반기술, 다양한 응용분야 등의 기본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E083250 원자력발전공학(Engineering of Nuclear Power Generation) 3-3-0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핵심이론을 정리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의 연료를 만드는 과정,

원자핵의 메커니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학습한다.

E073530 전기기기(Electric Machine) 3-3-0

역학적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의 변환(발전기 및 전동기) 및 서로 다른 전기 에너지

사이의 변환(변압기 및 정류기)의 원리를 이해하여, 각 상황에 맞는 전기기기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E083440 방사선취급기술(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3-0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안정적인 취급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방사선 종류별 발생원 및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 작용에 대한 핵적 지식을 함양하여,

방사선 피폭 과 방사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E111170, 소프트웨어기초(Software Basics) 3-3-0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언어인 파이썬의 기초 문법에 대한 학습

및 실습을 바탕으로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E083270 원자로이론(Nuclear Reactor Theory and Management) 3-3-0

원자로 관련한 기본 개념인 중성자운동, 핵분열 및 연쇄반응 체계를 다루는 기초 원자로이론

을 다루며, 중성자와 물질의 다양한 핵반응, 무한매질에서의 중성자감속, 중성자 확산이론,

소수군 근사법 및 임계계산의 취급, 비균일 원자로, 동특성 및 반응도 피드백의 소개,

주요 원자로이론 분야의 전산체계 소개 등의 학습을 통해 원자로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이러한 기본개념과 더불어 기초적 원자로 해석방법을 학습한다.

E083430 방사선장해방어(Radiological Protection Technology) 3-3-0

방사선의 기본 개념, 피폭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지식, 방어 및 차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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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0730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3-3-0

본 과목은 제어동작, 안전성평가, 상태공간분석 등 제어이론을 원자력발전소 및 양자공학

분야에 적용하여 원전제어 및 양자공학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제어봉 제어 시스템, 급수제어 시스템, 가압기 압력 및 수위제어 시스템,

터빈제어 시스템 등의 원전제어 시스템과 양자공학 관련 제어 시스템 등을 다룬다.

E079490 머신러닝의 이해(Fundamentals of Machine Learning) 3-3-0

인공지능의 역사와 머신러닝의 여러 개념들을소개하고 딥러닝의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E083520 원자력재료(Nuclear Materials) 3-3-0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원자력용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의

미세구조, 제조 공정, 물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초 원리를 학습하고 이러한 재료들이

사용되는 핵연료, 핵융합 재료, 방사선 응용 재료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E083170 방사능폐기물관리(Radioactive Waste Management) 3-3-0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환경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방사성폐

기물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처리처분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한다.

E070690 전력공학(Power Engineering) 3-3-0

전력공학은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높은 전압으로 변전소까지 일괄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송전선로의 개요 및 송전방식, 가공송전선로의 구성, 선로정수와 코로나, 송전특성,

중성점 접지방식과 유도장해, 송전선로의 고장계산, 전력계통의 안정도, 이상전압과 절연

협조, 전력계통의 보호계전방식, 지중송전방식 등에 대해 다룬다.

E083530 모바일웹 프로그래밍(Mobile Web Programing) 3-3-0

모바일 웹을 개발하기 위해 웹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적인 개념 및 문법을 익히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키운다.

S081420 원자력 정책과 법령(Nuclear Policy and Regulations) 3-3-0

원자력법을 중심으로 법의 일반적인 이해와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규제의 기본사항 규정,

분야별 상세 기술 기준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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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2840 창의적정보시각화(Data Visualization) 3-3-0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빅데이터에 내재된 복잡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효과적인 정보 분석을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정보시각화의 다양한 이론과 응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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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생 교 육 컨 설 팅 학 과 ■

1) 개 황

평생교육컨설팅학과는 학교 및 기업 등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컨설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에 관련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교수학습지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분야에서

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평생교육컨설팅학과는 생애 전 분야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교수설계를 위한 전문가로 통합적 안목을 갖춘 교육전문가, 컨설턴트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평생교육컨설팅학과는 학교교육, 평생/

기업의 교육전문가를 위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학교교육중심 트랙에서는 학습컨설팅, 수업컨설팅, 학생생활지도 및 진로컨설팅,

학부모 컨설팅, 학교운영 컨설팅 등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전문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② 평생/기업교육 전문가를 위한 트랙에서는 평생/기업교육 기관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기획, 개발, 실행, 평가와 조직 구성원의 역량개발 및 평가, 현장직무교육(OJT),

커리어개발(CDP), 조직개발 등의 능력과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학교교육, 기업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함으로써 전 분야의 인적자원개발(HRD)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평생교육, 교육컨설팅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3) 교육방침

① 인적자원개발(HRD)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전 생애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양성

② 학습, 수업, 학생, 진로, 학부모 등 여러 교수-학습의 주체의 요구를 파악하여 최적의

교수-학습을 진단·처방하는 교육컨설턴트 양성

③ 학교교육, 기업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함으로써 평생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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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할 수 있는 평생교육전문가 양성

4) 교육과정표

5) 교과목 해설

S092690 평생교육론(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3-3-0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운영체제를 파악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한다.

H031120 청소년심리(Psychology for Adolescence) 3-3-0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학습한다.

S091790 평생교육방법론(Introductional Method in Lifelong Education) 3-3-0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학습목적과 학습내용에 따라 활용되는 평생교육방법들을 습득한다.

S092930 지역사회교육론(Community Education) 3-3-0

지역사회의, 지역사회에 의한,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의 세계를 총괄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주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평생교육론 교육학 기초소양 3 3 0 전선 청소년심리 교육학 기초소양 3 3 0

소계 3 3 0 3 3 0

전선 평생교육방법론 교육 실행 및 운영 3 3 0 전선 노인교육론 학습자 분석 3 3 0

전선 지역사회교육론 교육 기획 및 개발 3 3 0 전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교육 기획 및 개발 3 3 0

전선 청소년 문화 학습자 분석 3 3 0 전선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 기획 및 개발 3 3 0

전선 청소년 복지 학습자 분석 3 3 0 전선 청소년상담 학습자 분석 3 3 0

소계 12 12 0 12 12 0

전선 직업.진로설계 교육 기획 및 개발 3 3 0 전선 문화예술교육론 교육 기획 및 개발 3 3 0

전선 환경교육론 교육 기획 및 개발 3 3 0 전선 청소년문제 학습자 분석 3 3 0

전선 청소년 정책론 학습자 분석 3 3 0 전선 청소년수련활동 교육 실행 및 운영 3 3 0

전선 레크레이션활동 교육 실행 및 운영 3 3 0 전선 인성계발활동 학습자 분석 3 3 0

소계 12 12 0 12 12 0

전선 시민교육론 교육 기획 및 개발 3 3 0 전선 평생교육실습 교육 평가 및 컨설팅 3 0 3

전선 평생교육경영론 교육 실행 및 운영 3 3 0 전선 평생교육컨설팅 교육 평가 및 컨설팅 4 0 4

전선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교육 평가 및 컨설팅 3 3 0

소계 9 9 0 7 0 7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교양학점계 : 0 학점

전공필수 : 전공선택 : 70 학점 전공학점계 : 70 학점

총학점 : 70 학점

4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명 : 평생교육컨설팅 전공명 : 

학년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구분 교과목 NCS 세분류 학점 



532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아실현과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건설해나가기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총체적 안목을 형성해 나간다.

S052670 청소년 문화(Youth Culture) 3-3-0

청소년 문화의 특성과 청소년 문화의 다양한 영역별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이해한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개념과 이론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영역별로 나누어 청소년의 삶의

특징을 조망하여 청소년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S052660 청소년 복지(Social Welfare with Youth) 3-3-0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문제 및 청소년 복지에 관한 제반이론과

실천영역의 현황 및 과제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S092900 노인교육론(Introduction to Education Gerontology) 3-3-0

노인들의 학습특성과 발달특성을 이해하여 노인학습자들의 학습기회를 증진시키고 효과

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른다.

S05260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3-3-0

평생교육사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습득해야 할 기숙을 익힌다.

S052680 청소년지도방법론(Youth Guidance Methodology) 3-3-0

청소년지도를 위한 이론적 지식과 개념을 학습한다.

S052690 청소년상담(Counseling for Adolescence) 3-3-0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 상담의 과정과 방법을 익힌다.

S092910 직업.진로설계(Career and Vocational) 3-3-0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이 및 개념을 이해하여 실제사례를 탐구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힌다.

S071790 환경교육론(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ducation) 3-3-0

최근 환경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요즘 강조되는 환경교육의 특징등을 이해한다. 더불어

평생교육 현장에서 환경교육의 사례 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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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2700 청소년정책론(Youth Policy theory) 3-3-0

사회구성원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하여 탐색한다.

A091990 레크레이션활동(Recreation) 3-3-0

청소년의 올바른 놀이문화를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놀이전략을 학습한다.

A050140 문화예술교육론(Introduction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ory) 3-3-0

평생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S052710 청소년문제(Problems in Adolescence) 3-3-0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들을 이해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예방적 접근에 대해 알아본다.

S052720 청소년수련활동(Youth Work and Practice) 3-3-0

청소년 활동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 영역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H020050 인성계발활동(Personality Development Activities) 3-3-0

불안안 청소년 시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이론을 학습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전략들을 학습한다.

S071800 시민교육론(Introductional Citizen Education) 3-3-0

시민교육의 기초적인 이론과 시민교육의 주체와 방법 등을 학습한다.

S052580 평생교육경영론(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3-3-0

현대 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영학적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S052730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Youth Upbringing Law and Administration) 3-3-0

청소년 심리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은 청소년

육성정책과 관련 이론, 법규, 행정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반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지도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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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2590 평생교육실습(Lifelong Education Practicum) 3-0-3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기관에 나가 참관, 참가, 실제 실습을 통하여 평생교육 전반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 실천하여 연구 검토한다. 또한, 사전교육 및 실습 후 평가교육을 실습

전후에 부과한다.

S092920 평생교육컨설팅(Lifelong Education Consulting) 4-0-4

평생교육이필요한현장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제안등의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적용 실천하여 연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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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지 오 네 칼 리 지 ■

1) 개황

자유교양교육의정신을 바탕으로새로운시대의요구를융합한현대적의미의교양교육개발운영

하고자 개원하였습니다.

경일대학교후지오네칼리지(Fusione College)의 후지오네(Fusione)는융합과융화를뜻하는

이탈리아어로전통적교양교육의정신인인간을자유롭게하는교육과새로운시대의변화와

요구를반영한교육을융합하고융화하여현대적인의미의창조적융합교양교육을개발운영하겠

다는목표를표현한용어입니다.또한후지오네칼리지는교양교육과전공교육간의장벽과이질감

을해소하고전체대학교육의방향과목적에맞도록조화와융화를이룰수있는교양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교양교육은일반적으로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지칭하며틀에갇히지않는자유로운

탐구와교육으로자유로운인간을육성하고자하는교육을뜻합니다. 이말에따르면교양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곧 자유라는 말이 됩니다. 자유로운 인간 양성을 위한 자유로운

탐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 교양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후지오네칼리지에서말하는자유는구속으로부터의탈피를의미하는소극적·수동적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적극적·능동적 의미의 자유를 뜻합니다.

순수교양교육과현대적요구를융합한교육, 교양교육과전공교육을융화하는교양교육과정은

적극적의미의자유를실현하는경일대학교의교육모델입니다. 융합과융화는복잡다변하는

현대에서의삶을영위하는경일인에게자유를 향유할수있는 능력을부여하는교육을실현하고자

하는 경일대학교의 큰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후지오네칼리지에서는앞으로융합과융화를통해자유를 향유할수있는경일인을육성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씩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 교육목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행복을 키워나가는 실천인재 양성”

3) 연혁

2016. 02. 01. 후지오네칼리지(교양교학팀) 개원

2016. 02. 17. 창의적 교수법 특강(1차)

(메스메티카를 활용한 수학교수법) 워크숍 개최

2016. 03. 25. 창의적 교수법 특강(2차)

(일반화학 교과목의 학습증진을 위한 환경과 교수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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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물리학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전략탐구) 워크숍 개최

2016. 06. 29. 창의적 교수법 특강(5차)

(영어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전략) 워크숍 개최

2016. 08. 01. 후지오네칼리지 자문위원회 구성 및 규정 재정

2017. 03. 27. 바른 우리말 공모전 실시

2017. 06. 05. 학생 맞춤형 강좌를 위한 학생의견 수렴회 실시

2017. 06. 30.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대학 교양교육 기초컨설팅 실시

2017. 09. 27.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대학 교양교육 심화컨설팅 실시

2017. 12. 13. 2018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

2017. 12. 19.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육 담당 시간강사 간담회 실시

2018. 02. 08. 교양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전체 교직원 워크숍 실시

2018. 02. 01. 후지오네칼리지 자문위원회 폐지/교양교육위원회 구성 및 규정 재정

2018. 02. 06. 교양교과 우수 수업계획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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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및 구성

후지오네칼리지

학 장 김영숙

교양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숙(후지오네칼리지 학장)

강상균(전기공학과 교수)

강형구(교양학부 교수)

김용대(기계자동차학부 교수)

김충(자율전공학부 교수)

박재영(스포츠학과 교수)

이현준(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 교수)

교양교학팀

팀장 장용종

팀원
조선영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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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진 로 설 계 학 부 ■

1) 개 황

자기진로설계학부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인재 양성이라는 우리 대학교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여 다수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개원하였습니다.

‘자기진로설계’란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전공

및 개인 역량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멘토교수’란 학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부생의

혁신적인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를 조력해 줄 수 있는 교수를 말합니다.

자기진로설계학부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학부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기진

로설계학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를 위한 자기진로설계학부 실무위원회 그리고 학부

규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정하는 연구위원회와 자기진로설계학부장 및 멘토교수로 구성되

어 학부의 실무 운영을 담당하는 ‘멘토교수 운영위원회(학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지침을 제정(2019.01.01.)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비전액 장학혜택 부여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에 의해 감면 처리된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지평가 후에 지원받는 것을 원칙)

❍ 학업수행에 필요한 각종지원 우선

❍ 멘토교수 추천 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장학금 초과 특별 장학금 지급

❍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중 기준 충족자의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 후 자기진로설계학부

특별 장학금 지급

❍ 1학기말 ‘학부생 평가규정’에 따라 신규재학생 선발

❍ 자기진로석계학부 재학생은 매학기 말 유지평가 실시, 평가기준 미충족시 신분 상실

및 해당학기 등록금 지원 불가

❍ 특별한 사유 없이 타 대학으로 편입, 휴학 및 중도포기시 신분 상실 및 장학금 전액

환수

❍ 졸업 후 취업지원 및 추수지도

❍ 우수사례 졸업생 캠프 교육 프로그램 특별강사 초빙

❍ 졸업요건 충족시 소속된 학부(과)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진로설

계학부에 소속되었음을 학적에 등재 및 증명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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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목표

우수한 멘토의 지도 아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전공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경일대학교

의 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① 다양한 어학프로그램과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국제형 신인재 양성

② 다양한 전공과정의 직/간접적 학습을 통한 미래형 융합 신인재 양성

③ 다양한 전공과정의 직/간접적 학습을 통한 미래형 융합 신인재 양성

3) 교육방침

학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부생의 혁신적인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를 조력하여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전공 및 개인 역량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전공소개

경일대 내 모든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모집하여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개설,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소속 학생 각각의 특성과 진로에 적합한

역량 향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 창업, 대학원진학, 및 유학까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① 교과 프로그램

․ STC : 매 학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토픽이 달라지는 시리즈 과목으로 시대의 흐름과

학생의 요구에 맞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부분의 명문대학에서

개설되는 STC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강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과 성취도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 방법입니다.

․ 영어교과 프로그램 : 재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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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개설하는 수업이며, 학생들의 수준별에 따라 분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비교과 프로그램

자기진로설계학부 재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영어교육프로그램, 글쓰기교육프로그램,

취업관련교육프로그램,말하기와 토론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5) 교과목소개

- 2019-2

E045310-01 SpecialTopicClass 2-2-0

성공의 사례, 개인적 성공의 기준, 자신의 진로와 성공 등을 탐색해봄으로써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E045310-02 SpecialTopicClass 2-2-0

성공의 사례, 개인적 성공의 기준, 자신의 진로와 성공 등을 탐색해봄으로써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H092310-06 EnglishReading 2-2-0

다양한 주제의 영어지문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독해력, 문법, 어휘력을

기르게 해주며 기본적인 영어문장 구조에 대한 학습을 통해 영어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한다.

H092310-07 EnglishReading 2-2-0

다양한 주제의 영어지문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독해력, 문법, 어휘력을

기르게 해주며 기본적인 영어문장 구조에 대한 학습을 통해 영어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한다.

H092320-04 EnglishWriting 2-2-0

영어 글쓰기 기초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글쓰기에 꼭 필요한 핵심 문법을 익히고

다양한 주제의 글쓰기 및 짧은 에세이 작성에 이르는 단계적인 학습을 하게하여 영어글쓰기

에 꼭 필요한 전략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H092330-06 SpecialTopicsforEnglish 2-2-0

대중성 있는 다양한 매체와 텍스트를 통해 시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론 제공하며, 현대 사회이슈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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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별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방법론을 제공한다.

- 2020-1

E045311-01 SpecialTopicClass2 2-2-0

죽음이 가지는 다양한 철학적,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현재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

H092580-13 Topic으로보는영어 2-2-0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이슈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 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고 수용하는 힘을 증진시킴으로써 현대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의 공유와 협력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H092580-14 Topic으로보는영어 2-2-0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이슈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 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고 수용하는 힘을 증진시킴으로써 현대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의 공유와 협력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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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제 KIUM 학 부 ■

1) 개황

본 대학교 학부(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 지식 함양과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전반에 관련한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책임 멘토 교수 프로그램과 한국과 한국 문화

이해와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한국학 연계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본 대학교 학부(과)에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하여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월하게

전공 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학생 친화적 교육 환경을 구축함과 더불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방침

Ÿ 책임 멘토 교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전반에 관련

한 상담 및 지도를 하도록 한다.

Ÿ 글로벌 한국학 연계전공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부(과) 전공과 함께 이수하도록

하여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등급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Ÿ 추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양한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학 생활 기본 역량 및 대학 과정 후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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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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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한국어 응용 Ⅰ, II(Korean application Ⅰ, Ⅱ)

:토픽 3급을 목표로 토픽 기초과정 진행

음악으로 배우는 한국어(Korean to learn with music)

:다양한 K-pop을 활용하여 한국어 듣기 능력 향상

한국영화의 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Film)

:한국영화 및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어 듣기 능력향상

한국어 심화 I, II(Intensive course of Korean, Ⅱ)

:토픽 4급 이상을 목표로 토픽 심화과정 진행

스포츠활동과 커뮤니케이션(Sports activities and communication)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움으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향상

한국의 뷰티와 패션(Beauty and fashion of Korea)

:K-뷰티 및 패션에 대한 조별 발표를 통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향상

한국음식문화(Korean food culture)

:한국음식 및 문화에 대한 조별 발표를 통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향상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Understanding of modern Korean society)

:한국의 지리, 한국의 정치, 경제문제, 가족문제, 사회갈등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 및 발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한국의 역사(History of Korea)

:한국역사에 대한 강의 및 토론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한국인의 사고 심리(Thinking and Psychology of Koreans)

:한국 특유의 사고와 심리에 대하여 학습하여 한국사회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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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매너와 리더십(Global Manners and Leadership)

:학교 및 직장 내 예절, 에티겟, 테이블매너, 음주매너, 공공장소에서의 생활매너 및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능력 및 리더쉽 함양

한국어 종합발표(Comprehensive skills for Korean presentation)

:다양한 발표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 해봄으로써 종합적인 한국어 구사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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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직속기구



1. KIU교육혁신위원회
 1) 설립목적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교육혁신, 국책사업 추진 및 운영, 대학의 입시·취업·학제

조정 등과 관련된 전략수립과 그 밖에 대학교육혁신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 혁

- 2016.11.01. 총장 직속 KIU교육혁신위원회 설치(위원장 : 총장)

- 2016.12.29. 대학교육혁신과 관련된 2개 세부분과 구성(창의교육분과 위원장

: 교학부총장), 학생행복분과 위원장 : 경영부총장)

- 2020.02.19. 국책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국책사업추진단 설치 근거 규정 개정

- 2020.03.01. 국책사업추진단 이현준 단장 취임

3) 조직 및 구성

KIU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장: 총장)

부위원장 : 이현준

국책사업추진단

(단장:이현준)

부장 이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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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U인권센터
1)설립목적

KIU인권센터는「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KIU인권센터는 경일대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한 성고충 상담과 인권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성과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고 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2)연 혁

- 2017. 04 학생행복상담실 설치

- 2017. 04 학생행복상담실 규정 제정

- 2017. 07 학생행복‧인권센터 명칭 변경

- 2017. 10 학생행복‧인권센터 규정 개정

- 2018. 04 학생행복‧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실 설치

- 2018. 08 KIU인권센터 명칭 변경

3) 조직 및 구성

KIU인권센터장

강우종

인권대책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팀  원

김현정

김도현

최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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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단
1) 사업개요

사업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교육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총사업기간 2018.09.01~2024.02.28 [4+2년]

사업개요

m 고졸자의진학욕구와 조기취업목적달성→중소 · 중견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 우수인재의
조기 확보

m 계약학과제도를활용하여이론중심의대학교육과실무중심의기업현장교육을결합한 3년
6학기제 운영원칙

m기업맞춤형교육과정운영, 대학과기업간공동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프로젝트등
지원

등록금
부담비율(%)

1학년

2-3학년

학생 학교 장학금 협약 기업
지자체
(경산시/
경북도)

등록금 전액국비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25% 25%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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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추진 경과

2018.06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교육부)

2018.08 사업계획서 제출

2018.08 선정 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면평가+대면 평가(10개 내외)

2018.09 선정평가 결과 발표(교육부), 최종 5개교 선정

2018.10 사업단 조직 신설 / 사업단장 취임(안승섭, 토목공학과)

2018.12.19 JobMatchingFair 2018개최(약정기업64개사참여) /약정기업간담회(본관3층중회의실)

2018.12.29.~01.03우수인재선발(KIUMACE2018-1차)신입생모집/총3단계평가진행(2019.01.26.~27)

2019.01.11~31 우수인재선발(KIUMACE2018-2차)신입생모집/총2단계평가진행(2019.02.12.~13)

2019.02.13~17 우수인재선발(KIUMACE 2018-3차) 신입생모집/총2단계평가진행(2019.02.19)

2019.02.25~26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신입생 71명 입학)

2019.04 사업단장 취임(홍재표, 전자공학과)

2019.07 대구 소재 고등학교 교사 대상 입학설명회 개최

2019.07 대구경북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대상 입학설명회

2019.07~08 2020학년도 입학홍보(온라인, 오프라인)

2019.08.22~24 입학 설명 및 채용기업 상담회(대구 그랜드호텔)

2019.08.~09. 5개 대학권역별 설명회(대경 강원, 수도권, 호남 제주, 공동설명회(서울))

2019.08.30 2차년도 협약 기업 최종 확정 공시(사업단 홈페이지)

2019.09.06~10 2020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원서 접수

2019.09.24~26 2020학년도 수시모집 채용기업별 면접고사 실시

2019.10.08 사업단장 취임(이진춘, ICT경영학부)

2019.10.28.~12.20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마감

2019.12.02 채용기업 정시모집 입학상담회(노보텔)

2019.12.09 대구 소재 고등학교 교사 대상 정시 입학설명회 개최(수성호텔)

2019.12.26.~31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0.01.08 성과보고회(1차년도) 및 채용기업 평가설명회 개최

2020.01.14 정시모집 면접고사 실시

2020.02.20~25 추가모집 원서접수(02.20~23) 및 면접고사(02.25) 실시

2020.03.01~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및 3차년도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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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단 개요 및 현황

m 사업 비전 및 추진목표

비전비전비전

개설개설개설

학과학과학과

운영운영운영

목표목표목표

추진추진추진

전략전략전략

m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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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참여인력 및 주요업무

직급 성명 주요담당업무 비고

단장 이진춘 사업총괄 2019.10.08

부단장 박광서 사업총괄 2018.10.01

전담

교수

오봉근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운영제반업무

(입학, 기업발굴, 학생지도)
2020.03.01

우종현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운영제반업무

(입학, 기업발굴, 학생지도)
2020.03.01

손상수
스마트푸드테크학과 운영 제반업무

(입학, 기업 발굴, 학생지도)
201912.01

팀장 이종덕 사업 실무총괄 2018.10.01

팀원 이정민 사업비관리, 사업단 총무업무(업적평가, 출장복명 등) 2018.11.01

팀원 김유정 학사관리 제반업무(수강, 성적, 장학, 졸업) 2019.02.11

팀원 채보광 입학 제반업무, 자산관리,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2020.04.01

팀원 채윤아 학사관리 제반업무(수강, 성적, 장학, 졸업)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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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사 업 명 : 대학혁신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3년)

○ 사업비전 및 목표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

○ 사업단 현황

유형 권역 사업단명 총 사업비(원)

1유형
(자율협약형)

대구·
경북·
강원권

대학혁신지원
사업단

1차년도 3,358,800,000

2차년도(예상금액) 3,732,000,000

3차년도(예상금액) 3,732,000,000

계 10,822,800,000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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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분장표

성명 직위 담당 주요 업무명

김두연 단장 사업 총괄
§ 연차별 성과점검 및 성과달성 전략 심의
§ 사업단 현안 등 주요 의사결정

홍효정 부단장 사업 추진
§ 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 사업비 집행 지침 마련, 사업비 집행 및 변경 심의

백승찬 교수 사업 지원
§ 스마트이동체 산학연Complex 운영
§ 스마트이동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설희 교수 사업 지원
§ 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프로그램별 사업 성과분석

장규하 팀장
사업

운영ž관리

§ 사업별 주요 진행사항 점검 및 조정
§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항 심의
§ 사업 주요 추진사항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평가

정유은 팀원
사업단

행정업무
§ 사업별 관련 프로그램 진행지원 및 관리
§ 연차별 성과 모니터링, DB화 및 통합관리

○ 연혁

시기 경과사항

2019.02.28.~03.08. §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 신청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19.03.01. §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2019.03.01. §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2019.03.01.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2019.03.01. §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2019.04.17. § 1유형 컨설팅 진행

2019.05.29. § KIU 교육혁신의 날 개최

2019.06.03.~05.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019.07.25. § 2019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2019.10.01. § 교육혁신 인력풀 구성

2019.11.08. § 교육혁신 인력풀 워크숍 개최

2019.11.20. § 추진성과 평가회 개최

2019.12.03. § 추진성과 평가회 개최

2019.12.17. § 성과 공유를 위한 학부(과)장 연석회의 개최

2019.12.18. § KIU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 개최

2020.02.11. § 성과 확산을 위한 학부(과)장 연석회의 개최

2020.02.13.~14. § 교육혁신 인력풀 워크숍 개최

2020.03.24. § 1차년도 실적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2020.04.16. § 1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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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목표

-본 사업은 ‘SMART 신인재 The KIUm 대학’을 사업 목표로 하여 4대 혁신 영역(교육,

연구, 산학협력, 대학경영)별로 세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대학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대학경쟁력 강화를 가속시키고자 함

-‘SMART 신인재’란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인 바이맥(BIMAC: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

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반의 실무지식 및 감각을 갖추고, 소통하는 문제해결력,

협업, 비판적사고력을 포함하는 4대 핵심역량(4C: 미래주도역량, 전공실무역량, 글로컬리

더십역량, 자아실현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뜻함

○ 대학발전전략과 연계된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전략

-SWOT분석에 따라 전략(SO, WO, ST, WT)별 우선과제를 도출한 후 대학중장기발전계

획의 20개 발전전략과제와 비교·검토하여 본 사업의 4대 혁신영역과 연계시킴

-본 사업의 4대 혁신영역(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과 연계된 발전전략과제 중 보다

혁신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할 부문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혁신전략을 도출함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및 각종 진단(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SWOT분석을 실시

하여 정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The KIUm-CUBE 대학혁신 모델｣을

구축함

-그에 따라 4대 영역〔교육, 연구, 산학협력, 대학경영〕에서 ①융합적(Converging)인

교육, ②실용적(Utilitarian)인 연구, ③수익적(Beneficial)인 협업, ④효율적(Efficient)인

행정에 대한 8개 프로그램 및 15개 세부프로그램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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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 추진전략: The KIUm-CUBE 대학혁신모델>

교육혁신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SMART 신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구조/제도
혁신

SMART 신인재
특성화 교육

SMART 신인재 
키움 유연 학제

BIMAC4C 기반
교육과정 혁신

SMART 신인재
창의융합교육
SMART 신인재 
키움 STORY-UP

빅데이터
기반 교수학습 

지원 혁신

SMART 신인재 
키움 교수학습

KIU Edu Cloud 
서비스

AI 기반
학사지원

혁신

SMART 신인재 
키움 카운셀링

SMART 
진로‧취업
패스파인더

학생행복 365
를 위한
학생지원

혁신

One-Stop
학생지원서비스

Happy 키움
학생서비스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전략
연
구
혁
신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SMART X
분야

실용연구
역량 혁신

SMART
Tech. Lab.

운영
SMART

Living Lab.
운영

산
학
협
력
혁
신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BIMAC
-Linking
산학협력
역량 혁신

스마트
이동체 
산학연

Complex

대
학
경
영
혁
신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대학경영

혁신

경영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건전한
대학경영

생태계 구축



5. 생명윤리위원회
1) 설치 근거와 목적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본교「생명윤리위원회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연구의 윤리성 확보와 연구자·연구대상자

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업무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196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와 안전을 위한

활동을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업무

- 연구계획서 윤리성·과학적 타당성 심의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 확보 및 적법 절차에 따른 동의 진행여부 심의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대책 등 심의

② 심의 승인과제의 사후 진행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

③ 기관 소속 연구자 및 종사자,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업무

④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연혁

• 2013. 06. 14. 위원 위촉 및 1대 위원장 함성원 교수(화학공학과) 취임

• 2013. 07. 1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보건복지부)

• 2014. 03. 11. 생명윤리위원회규정 및 표준운영지침(SOP) 제정

• 2014. 05. 19. 2대 위원장 제갈영순 교수(소방방재학과) 취임

• 2014. 05. 22. 연구윤리 세미나 개최

• 2017. 03. 01. 3대 위원장 엄지연 교수(간호학과) 취임

• 2020. 02. 14. 4대 위원장 김영화 교수(응급구조학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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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및 구성

총 장

위원장

전문간사 행정간사

▪회의 안건, 회의록 검토

▪위원장이 위임한 업무

▪심의 등과 관련한 최신 쟁점 및

문헌에 대한 정보 제공 업무

▪심의방법 결정 업무

▪심의면제 판정

▪심의위원 배정 업무

▪심의신청 접수·관리 업무
▪심의결과 통보 및 행정서류 발급
업무
▪위원별 이력 관리 업무
▪정기회의 준비 및 개최
▪관련문서 및 기록 보관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 및 연구자, 종사자 연구윤
리 교육지원 업무
▪위원회 예산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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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1) 설립목적 및 취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학령기 재학생 위주의 대학 시스템에서 취업을 먼저 하게

된 성인학습자들에게도 학업을 장려하여 이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 경제적 효과를 만들

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

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생활

과 함께 대학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성인을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2)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연혁

3) 조직 및 구성

2016.10.11 평생학습중심대학 조직 신설
2017.03.02 3개계약학과신설·운영(산업경영학과,산업시스템경영학과,스마트자동차융합학과)
2017.05.08 교육부 주관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13억 5천)
2017.06.01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단 신설
2018.03.02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학위과정 융합산업기술학부 45명 입학
2018.04.12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8억 4천)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 체제로 전환
2019.03.04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학위과정 미래융합대학 100명 입학
2019.04.26 교육부 주관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8억 7천)

4년 다년 사업으로 선정
2020.03.16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학위과정 미래융합대학 103명 입학

평생교육컨설팅학과 신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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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혁신본부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지역 자동차기술을 선도하고 경일대학교 위상을

제고하며 자율주행 관련 유망 기술들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학생들과의

콜라보를 통한 기업형 맞춤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사업

- 국내 미래 자동차 기술에 관련된 이론 및 응용연구

- 자율주행 차량의 교육용 플랫폼 개발 및 실습 환경 구축

- 다양한 플랫폼 기반 임시 면허 취득 및 교내 자율주행 기능 개발

-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용역

- 자동차공학 관련 산업체의 애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 자동차공학 관련 연구발표회 및 산학 협력 강연회 개최

- 자동차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 지능형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 분야 연구의 활성화

- 지능형 자동차 관련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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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마트혁신본부 스마트콘텐츠&미디어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실감형 콘텐츠(AR, VR, MR)와 IoT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제작과

단계별 테스트 베드, 상용화 서비스 가능한 Media Lab 공간 확보 및 관련분야의 지역

거점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 Iot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 및 디자인 연구

- 디지털콘텐츠 기획, 제작, 상용화 연구

2) 주요사업

- 국내 실감형 콘텐츠와 IoT에 관련된 이론 및 응용연구

-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실감형 콘텐츠와 IoT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용역

- 실감형 콘텐츠와 IoT 관련 산업체의 필요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 국내외 실감형 콘텐츠와 IoT 관련 타 기관과의 산업기술의 협력

- 실감형 콘텐츠 분야 특화장비 확보 및 테스트베드 활성화

- 실감형 콘텐츠 관련 장비운영, 콘텐츠 제작, 상용화, 인력양성

- 실감형 콘텐츠와 IoT 관련 연구발표회 및 산학 협력 강연회 개최

- 실감형 콘텐츠와 IoT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 실감형 콘텐츠와 IoT 관련 첨단기술 분야 연구의 활성화

- 실감형 콘텐츠와 IoT관련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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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마트혁신본부 스마트 웰니스 융복합 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ICT 기술이 융합된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증진, 사망률과

이환률 감소, 생존율 증가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 및 전국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노화지연을 위한 웰니스

및 스포츠 헬스케어 분야의 융복합 연구(개발)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있는새로운산업분야의발전에기여하고, 건강한사회를구축하는데공헌함을목적으로함

2) 주요산업

- 스포츠 ICT 헬스케어 디바이스 기획 및 연구 개발

- ICT 헬스케어 컨텐츠 기획 및 연구 개발

- 가상현실(VR) 헬스케어 컨텐츠 기획 및 연구 개발

- 지역 내 스포츠 ICT 융복합 기업 발굴 및 지원

-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 수행

- 국가기관 및 지자체, 지역사회 헬스케어 관련 업체와의 협력 사업 수행

- 일반인과 노인, 유아, 장애인 등의 특수 대상자의 건강관리, 노화지연, 만성질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운동 및 헬스케어 프로그램 연구 개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포츠 헬스케어 마케팅 분야 연구

- 대학 내 운동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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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마트혁신본부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1) 연구목적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SW기술력이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다양한 IT 융합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SW핵심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대학

내의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교육 및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산학협력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이론과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은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생명공학, 기계, 게임, 자동차,

선박 등 각종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자리하고 있음으로 우리 소프트웨어융합

연구소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기법을 연구 개발하며

이 분야의 우수한 고급 소프트웨어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주요사업
- 국내외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후 혁신적인 교육 기술에

관련된 연구 개발(IT 융합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 활용)

- 국내외 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연구개발 인력 교환

- 국내외에서의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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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의 국내외 인사 또는 학자의 초빙 및 파견

- 연구결과의 활용·보급 또는 자문 활동

- 정기포럼 개최 및 정기 간행물 발간

- 국내외 연수사업과 국제교류

- 기타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지원, 고급 전문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지역 산업체와 연계

강화, 학제간 공동연구 추진 등의 연구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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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지원단
1) 설립목적

창업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9호)에 의해 창업지원

역량 및 인프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지원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지역별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업기반조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2) 연 혁

- 2011.01.01 창업지원단 설립

- 2011.02.16 경북 거점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정

- 2011.03.01 창업지원단 이광구 단장 취임

- 2011.04.12 창업보육센터 8년 연속 최우수센터 선정

- 2011.05.24 경상북도 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 2011.04.13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업무협약(52명)

- 2011.05.24 실전창업리그 지역예선 시상식 개최

- 2011.06.03 기업가정신로드쇼 개최

- 2011.06.22 대경창업투자주식회사 산학협력약정체결

- 2011.07.29 교원 직무연수 (창업실무과정) 실시

- 2011.08.22 경산시 청년CEO육성사업 협약 실시

- 2011.08.24 창업 우수생 실리콘밸리 해외연수 실시

- 2011.10.05 대한민국창업대전(창업지원기관부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실전창업리그 슈퍼스타V 최우수상(박근혜), 우수상(이상필) 수상자 배출

- 2011.10.11 성공 창업 및 창직 콘퍼런스 개최

- 2012.01.20 창업지원단 기술창업아카데미 특성화 운영기관 사업평가 A등급

- 2012.04.19 2012년도 앱(App) 창업 전문기관 육성사업 선정

- 2012.04.28 경일대학교 2012 Startup Springboard 개최(4/28~4/29)

- 2012.04.29 9년 연속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선정

- 2012.05.03 2012 경일대학교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

- 2012.05.15 경상북도 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최우수)

- 2012.07.02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 2013.03.06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선정

- 2013.05.14 10년 연속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선정

- 2013.05.20 AABI 올해의 창업보육센터 추천(국내 단독)

- 2013.05.21 2013년 경일대학교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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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5 경일대학교 2013 외국인 Startup Springboard 개최(7/25~7/27)

- 2013.08.21 창업우수학생 실리콘밸리 해외연수 실시

- 2013.09.12 2013년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선정

- 2013.10.10 2013년 경일대학교 창업아이디어 발표 Play&Talk 개최

- 2014.03.23 창업우수학생 핀란드 해외연수 실시

- 2014.04.15 창업지원단 우용한 단장 취임

- 2014.04.29 11년 연속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선정(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2014.05.19 경상북도 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최우수)

- 2014.09.25 시제품제작실(I MAKE), 디자인팩토리 개소

- 2015.05.24 12년 연속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선정

- 2015.08.17 소수현 단장 취임

- 2015.11.21 졸업생 창업비율 전국 1위(중앙일보 대학평가)

- 2015.11.23 ‘2015 슈퍼스타V’ 대상 수상자(모니 최준혁 대표) 배출(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 2016.03.08 외국인 기술창업학교 개최

- 2016.04.01 창업지원단 강형구 단장 취임

- 2016.06.02 경상북도 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 (장려)

- 2017.02.17 시니어기술창업센터 평가(S등급, 2년 연속)

- 2017.04.10 창업선도대학 사업성과 평가 전국 최우수등급

- 2017.11.30 Kium-Market (온라인) 개설 운영

- 2017.11.06 창업동아리 G-Star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 2018.01.31 시니어기술창업센터 평가(S등급, 3년 연속)

- 2018.03.13 창업선도대학 사업성과 평가 전국 최우수등급

- 2019.02.01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 2019.02.20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평가(S등급, 4년 연속)

- 2019.05.29 경상북도 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우수)

- 2019.06.04 2019년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선정

- 2019.06.14 2019 대한미국 창업우수대학 전국 3위

- 2019.06.14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달성군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선정

- 2019.11.01 창업지원단 권성근 단장 취임

- 2020.02.13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평가(S등급, 5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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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지원단 단장

2011. 03. 01 - 2014. 04. 14 : 이 광 구 (기계자동차학부)

2014. 04. 15 - 2015. 08. 16 : 우 용 한 (건설공학부)

2015. 08. 17 - 2016. 03. 31 : 소 수 현 (소방방재학과)

2016. 04. 01 –2019. 10. 31 : 강 형 구 (디자인학부)

2019. 11. 01 –현 재 : 권 성 근 (전자공학과)

4) 조직도 및 주요업무

◯ 창업지원단 조직도

– 창업지원단은 1개 사업단, 3개 센터, 4개 팀으로 구성
– 2011년 창업선도대학 선정 이후 총장 직속기구로서 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각종 창업지원기구 통합 운영함으로 창업관련 부서 집적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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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단 팀별 주요 업무

팀명 주요 담당업무 비고

창업기술지원팀

우수창업자 사전 발굴 및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 선정자의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자율특화 프로그램 운영

• 우수창업자 사전 발굴 및 연계 지원 사업 운영

• 창업기업성장촉진을위한자율특화프로그램운영

• 엔젤투자 연계를 위한 대학 외부 네트워크 구

축 및 협력

• 창업자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창업경영지원팀
창업선도대학 사업비 관리, 전담인력

및 사업성과 관리 등

• 창업선도대학 전체 사업비 예산관리

• 사업성과관리

• 전담인력 인사 관리

학생창업

지원팀

학생창업 지원 업무,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학내 창업분위기 조성

및 학제 구축프로그램 운영

• 학생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창업강좌, 창업

동아리, 창업특기생 선발 및 관리, 벤처창업연

계전공, 창업경진대회 등)

• 고등학교연계창업자육성프로그램운영 (비즈쿨

직무연수, 비즈쿨캠프, 창업샛별육성프로그램)

창업사업화

지원팀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 선정

창업자 분야별 멘토링,

후속지원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 창업자 사업비 집

행 및 관리지원

• 세부 분야 전문 컨설팅 제공(기술 및 경영)

• 창업자 개별 전담 멘토링 지원

• 창업자사업진행관리 (중간, 사업진행도점검등)

•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R&D연계)

창업보육센터

선도대학 프로그램 수혜자의 졸업 후

BI 입주 연계지원(창업 완료 후

연계지원 사업)

• BI센터 입주연계지원및사후관리프로그램운영

•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교내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내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교내 창업 친화적 학제 구축과 특화창업프로

그램 신규 개발

중장년기술

창업센터

중장년창업자 지원 및 육성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CEO 발굴 및 육성

• 경북지역(칠곡, 달성군) 중장년 계층 창업지원

• 우수 중장년 및 청년층 창업자 발굴 및 창업

보육센터지원사업으로 연계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

창업아이디어 발굴

메이커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 발굴 및 육성

•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 시제품 제작지원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창업지원단 운영 위원

• 창업선도대학 업무 추진

• 전반적인 창업 지원 운영 프로그램 심의

투자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의

타당성 심의

• 투자대상기업의적격성및타당성검토및분석

• 투자프로세스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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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INC+사업단
1) 사업단현황

○ 사 업 명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7.04.01.~2022.02.28.(5년)

○ 사업단장 : 2017.04.01.~ 현재 김현우(철도학과)

○ 사 업 비

○ 사업목적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혁신 지원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체제 마련

2) 사업내용

○ 산학협력 종합서비스 지원플랫폼인 KOLLABO플랫폼 구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가치 창출 체계 확립

○ 산학협력교육 전문 단과대학인 KIUM산학칼리지 설립으로 현장중심의 산업밀착형

교육과 체계적인 융복합 교육 실현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고 경산시 경상북도 합 계 비 고

지원금 4,395 25 85 4,505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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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자동차부품, 新사회 안전인프라,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맞춤형 인재 양성

○ 지역사회와 지역기업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Dreamer, Together, Boomer 선도

모델 확산

3) 조직도 및 주요업무

○ KOLLABO센터

- 창업기업에서 스타트기업에 이르는 생애주기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술, 마케팅, 디자인, 국제화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융복합 산업 분야의 세미나 운영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 평생가족회사와 산학협력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지원
- 산학공동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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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KIUM센터

- 산학협력친화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지원
-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운영 지원
- 특화분야 인력양성 및 글로벌 산학협력 지원
- 취업 프로그램운영 지원

○ 지역혁신센터

-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 지원

-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맞춤형 지원

○ 산학특화센터

- 산학협력분야 수요조사 지원
- 기술개발 및 이전 지원
- 공용장비 활용 지원
- 산업체공동연구 지원
- 산업체 재직자 교육 훈련 지원
- 산업체 연계교육과정 운영
- 특화산업분야의 맞춤형 기업지원(ICC,IRCC)운영

○ 창업교육센터

-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강좌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
- 창업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기획 및 운영
- 창업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규 자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획운영팀

- 산학협력체제 개편 행정 지원
- 사업계획, 운영, 평가 지원
- 각종위원회 관리 및 홍보 등을 지원

○ 성과관리팀

- 성과관리 및 확산
- 사업관리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산학협력 성과관리 온라인 연계 시스템인 KOLLABO 시스템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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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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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교류교육원
1) 설립목적 및 취지

국제교류교육원은 세계 각국 교육기관과의 교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계화시대에 발맞춘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설립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 및 대학원 진학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재학생에게는 외국인 유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국제교류교육원 연혁

‧ 2003. 03. 01 국제교류교육센터 개소

‧ 2003. 03. 01 국제교류교육센터 초대원장 한명호 교수 취임

‧ 2003. 09. 01 국제교류교육원으로 개명

‧ 2004. 08. 03 중국 남개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 2004. 12. 16 중국 삼협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 2005. 01. 18 중국 상해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 2005. 01. 20 중국 남경정보기술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 2005. 03. 01 국제교류교육원 원장 정무주 교수 취임

‧ 2005. 07. 17 중국 심양이공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06. 02. 20 일본 바이코가쿠인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 2006. 03. 02 중국 대련전정고급중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 2006. 03. 28 중국 심양공업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 2006. 10. 20 중국 낙양시여행직업중등전문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 2006. 12. 13 중국 유방동방외국어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 2006. 12. 15 중국 중외합작합비화흥외국어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 2007. 01. 10 중국 남경행지실험중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 2007. 06. 13 중국 중외합작위해외사번역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 2009. 02. 01 국제교류교육원 원장 남병탁 교수 취임

‧ 2009. 05. 08 중국 동강시직업중전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 2009. 05. 08 중국 반금시대와현직교중심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 2009. 05. 08 중국 신빈만주족자치현만주족중등직업기술전문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09. 05. 15 중국 호북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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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7. 04 중국 무창덕융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09. 07. 17 중국 길림대학 주해학원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09. 10. 14 필리핀 라살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09. 10. 19 필리핀 아시아퍼시픽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09. 10. 19 필리핀 세부닥터스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0. 02. 01 국제교류교육원 원장 이인직 교수 취임

․2011. 05. 17 일본 오사카부립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1. 06. 17 중국 연대과학기술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1. 07. 01 국제교류교육원 원장 오태원 교수 취임

․2011. 09. 05 외국인대상 한국어강좌 제18기 과정 개설

․2012. 03. 19 외국인대상 한국어강좌 제19기 과정 개설

․2012. 08. 06 중국 산동공예미술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2. 09. 17 국제교류교육원장 손수석 교수 취임

․2012. 10. 26 중국 온주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2. 12. 13 태국 치앙마이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2. 12. 24 필리핀 센트럴 필리핀 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3. 01. 29 중국 연영중등전업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13. 01. 30 중국 감유현제1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13. 01. 31 중국 금산중등전업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13. 07. 13 영국 쉐필드 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3. 10. 07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새크라멘토캠퍼스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3. 10. 16 대만 중원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3. 10. 17 대만 화범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4. 01. 23 홍콩 홍콩이공대학 토지측량 및 지리정보학부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4. 05. 23 필리핀 산호세 리콜레토스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4. 09. 01 국제교류교육원장 권성근 교수 취임

․2014. 09. 29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4. 11. 27 중국 강소도시직업학원 남통캠퍼스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4. 12. 01 중국 중경제2사범학원 생물화학공정학부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4. 12. 18 캐나다 UNBC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5. 07. 09 미국 퍼듀대학교 칼루멧캠퍼스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5. 08. 01 국제교류교육원장 김미한 교수 취임

․2015. 11. 24 베트남 건설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5. 11. 25 베트남 하노이산업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6. 01. 04 필리핀 산카를로스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6. 02. 26 중국 항주중책직업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6. 04. 29 중국 유하현직업교육센터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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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5. 19 베트남 다이남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6. 05. 25 중국 염성토론토국제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16. 06. 21 중국 서안번역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6. 06. 27 중국 운남경제관리학원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6. 06. 27 중국 운남경무외사직업학원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6. 07. 06 중국 염성시시양중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16. 09. 21 중국 염성시대강중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16. 09. 22 국제교류교육원장 손수석 교수 취임

․2016. 11. 29 중국 산동외국어직업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6. 12. 27 중국 하남농업직업학원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7. 01. 19 매하구시조선족중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17. 01. 19 하남성공업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고등학교)

․2017. 07. 25 중국 길림공정기술사범학원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7. 11. 30 베트남 응웬차이대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7. 12. 26 필리핀 세부 세인트 테레사 대학교 자매결연 협악 체결

․2018. 01. 03 필리핀 만다웨 시청 자매결연 협악 체결

․2018. 02. 01 한국어교육원으로 개명

․2018. 02. 01 한국어교육원장 박희주 교수 취임

․2018. 02. 01 한국어교육원 부원장 손수석 교수 취임

․2018. 06. 27 필리핀 그린인터내셔널기술대학교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8. 07. 01 한국어교육원장 김충 교수 취임

․2018. 07. 09 중국 흑룡강성임업위생학교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8. 07. 30 미국 네바다주립대학교 라스베가스 캠퍼스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8. 10. 16 중국 북방민족대학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8. 12. 19 중국 염성사범대학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19. 01. 01 한국어교육원장 홍재표 교수 취임

․2019. 04. 02 한국어교육원장 홍창기 교수 취임

․2019. 07. 01 한국어학당으로 개명

․2019. 07. 01 국제교류교육원(국제교류팀/국제학생지원팀/한국어학당) 신설

․2019. 07. 01 국제교류교육원장 및 한국어학당원장 남병탁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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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구성

국제교류교육원장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 한국어학당

운영위원회

팀장 손용호 팀장
손용호

(겸직)
팀장 김정미

팀원 김종율 팀원
최세헌

(겸무)
팀원 강 슬

팀원 최세헌 팀원 강슬(겸무)

4) 한국어 강좌 및 시설현황

가. 개설강좌

나. 시설현황

세부사항

행정 및 강의 시설

w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2-106)

w 국제교류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세미나실 (22-203 ∼ 205)

w 한국어학당 강사 대기실 (22-101)

w 한국어학당 강의실 (22-102 ∼ 105, 107)

강 좌 세부사항

한국어과정

w 매년 4회 신입생 모집

w 4학기 과정(학기당 10주)의 강좌 개설 및 운영

w 외국인유학생의레벨테스트에따라한국어 1급과정에서6급과정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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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원
1) 설립목적 및 취지

평생교육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경일대학의 교육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와 사회에 열린교육을 제공함으로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설립의 목적이 있으며, 설립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교양교육, 예술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

역발전에 기여 한다.

셋째, 급변하는 정보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재학생에게 어학 및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국제화 시대

에 대비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평생교육원 연혁

1998.07.15 학교부설 사회교육원 신고서 제출(교육부)
1998.08.03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 설치신고 수리(교육부)
1998.08.20 사회교육원 원장 박영태 교수 취임
1998.09.02 "사회교육원" 개원
1998.09.07 노동부지정 실업자재취업과정 훈련기관 인가, 개설
1998.09.07 교육부지정 실업자재취업과정 훈련기관 인가, 개설
1998.09.28 지역주민대상 교비무료강좌 실업자훈련과정 개설
1998.12.01 노동부/교육부 지정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개설
1999.03.09 노동부 지정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개설
1999.05.10 노동부 지정 취업훈련과정 개설
1999.08.31 시범훈련기관 지정(여성특별위원회)
1999.09.07 "경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변경 수리(교육부)
2000.09.01 평생교육원 원장 조명희 교수 취임
2000.10.04 무료창업강좌(경북테크노파크 지원), GIS전문강좌 개설
2000.10.14 초등학교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설
2000.11.06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대구시교육청)
2001.03.01 평생교육원 원장 박명수 교수 취임
2001.03.01 직제개편(전산교육실, 어학교육실 평생교육원에 통합)
2001.03.12 2001-1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1.03.05 컴퓨터 특활교육 지원(하양여중, 진량중, 진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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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3 초등영어 담당교사 기본과정 연수 실시(경북교육청)
2001.08.03 학교정보화 전문요원 연수 실시(경북교육청)
2001.09.10 2001-2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1.10.18 e-Korean 교육 실시
2001.10.23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경산시청)
2001.12.10 인터넷새마을지도자 컴퓨터교육 실시(경산시청)
2001.12.19 학교정보화 전문요원 연수 실시(경북교육청)
2002.01.03 초등영어 담당교사 심화과정 연수 실시(경북교육청)
2002.03.11 2002-1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2.04.01 학점은행제 14개 학습과목(신규) 평가 인정(교육인적자원부)
2002.04.01 경산조폐창 위탁교육(전략적 비즈니스 과정) 실시(6개월 과정)
2002.07.23 초등영어 담당교사 기본과정 연수 실시
2002.07.24 학교정보화 전문요원 연수 실시(경북교육청)
2002.07.29 중등영어교사 심화과정 연수 실시
2002.08.12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회계학, 컴퓨터공학전공)
2002.09.02 재학생대상 외국어 특강 개설
2002.09.03 2002-2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2.09.09 2002 하반기 민방위위탁교육
2002.11.05 인터넷새마을지도자 컴퓨터교육 실시
2002.12.26 초등영어 담당교사 심화과정 연수 실시
2003.01.06 의사소통능력신장을위한영어담당교사직무연수심화과정연수실시(경북교육청)
2003.02.04 2003-1기 실버넷운동 교육 실시
2003.03.01 평생교육원 원장 이원균 교수 취임
2003.03.04 인터넷새마을지도자 컴퓨터교육 실시(경산시청)
2003.03.03 2003-1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3.06.01 여성 e-Business 교육 실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03.07.07 2003-2기 실버넷운동 교육 실시
2003.07.25 Junior English Summer Camp 실시
2003.09.08 2003-2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3.09.30 민간자격증 과정(어린이영어지도가)
2004.01.05 Junior English Winter Camp 실시
2004.02.02 2004-1기 실버넷운동 교육 실시
2004.03.15 2004-1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4.03.15 경산시 주민정보화 위탁교육 실시-1년간(경산시)
2004.07.05 2004-2기 노인정보화교육 실시
2004.08.02 Junior English Summer Camp 실시
2004.09.13 2004-2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5.02.14 2005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05.03.01 평생교육원 원장 손수석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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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2005-1학기 평생교육원 일반 강좌 개설
2005.05.09 경산시 주민정보화 위탁교육 실시-1년간(경산시)
2005.09.12 2005-2학기 평생교육원 일반 강좌 개설
2005.11.10 군 심리상담(2급)과정 개설
2006.02.03 2006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06.03.13 2006-1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6.03.13 경산시 주민정보화 위탁교육 실시-1년간(경산시)
2006.04.17 제2기 군 심리상담사(2급)과정 실시
2006.06.01 70사단 군 심리상담(2급)과정 실시
2006.08.07 여름영어캠프(E-Sky Camp) 실시
2006.09.06 중등 독서·논술지도사과정 개설
2006.09.11 2006-2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6.10.31 여성농업인 정보화 위탁교육기관 지정(경산시농업지술센터)
2006.12.12 2007년 공인중개사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기관 지정(법원)
2007.01.02 겨울영어캠프(E-Sky Camp) 실시
2007.02.05 2007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07.03.02 평생교육원 원장 정무주 교수 취임
2007.03.03 2007-1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7.03.11 지적기술사대비반 실시
2007.05.30 청도군 초등 독서·논술지도사 위탁교육 개설
2007.06.12 제3기 군 심리상담사(2급)과정 실시
2007.09.03 2007-2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7.12.12 청도군 중등 독서·논술지도사 위탁교육 개설
2008.01.03 칠곡군 초등 독서·논술지도사과정 실시
2008.01.28 특수분야 산업체연수 개설
2008.03.03 2008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08.03.03 2008-1학기 평생교육원 일반강좌 개설
2008.03.12 영덕군 초등 독서·논술지도사 위탁교육 개설
2008.03.17 한자능력검정시험대비반과정 실시
2008.07.23 경산시 초등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 취득 특별과정 실시
2008.09.29 청도군 피부관리사 자격증과정 위탁교육 개설
2009.01.05 경산시 초등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 취득 특별과정 실시
2009.01.05 경산시 초등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과정 실시
2009.01.14 경산시문화회관 관·학 교육협약 체결
2009.02.02 평생교육원 원장 남병탁 교수 취임
2009.02.11 장례지도사과정 협약체결(경상북도청)
2009.03.12 2009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09.03.17 영덕군 중등 독서·논술지도사과정 실시
2009.07.27 대구시 초등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 특별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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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영덕군 피부관리사 자격증과정 위탁교육 개설
2009.10.27 대구시 초등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 특별과정 실시
2010.02.01 평생교육원 원장 이점찬 교수 취임
2010.03.08 2010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0.03.08 경산시 초등 독서·논술지도사과정 실시
2010.04.01 대구시 초등 독서·논술지도사과정 실시
2010.10.08 2010년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생활도자기 부스 운영)
2011.03.07 2011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05.01 "사회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2012.03.07 2012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2.09.11 "KIU Fusione 최고경영자과정 1기" 개설
2012.09.12 수직공예 프로그램 개설
2012.10.06 소방설비관리사 프로그램 개설
2013.01.26 소방설비관리사 제2차 프로그램 개설
2013.03.08 2013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3.07.01 사회교육원 원장 이홍배 교수 취임
2013.09.01 경일대학교 사회교육원 대구교육장 임차시설 운영
2013.09.05 "KIU Fusione 경영혁신리더스과정 1기" 개설
2013.09.24 "KIU Fusione 최고경영자과정 2기" 개설
2013.09.25 "KIU Fusione 글로벌여성리더스과정 1기" 개설
2014.03.10 2014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14.03.11 일반과정(컴퓨터 활용 능력, 공무원 특강) 개설
2014.03.12 "KIU Fusione 글로벌리더스과정 1기" 개설
2014.06.02 일반과정(소방안전관리자 특강) 개설
2014.09.04 "KIU Fusione 경영혁신리더스과정 2기" 개설
2014.09.16 일반과정(의무소방원 특강) 개설
2014.09.16 "KIU Fusione 최고경영자과정 3기" 개설
2014.09.22 일반과정(공무원(국어) 특강) 개설
2014.09.23 "KIU Fusione 차세대리더스CEO과정 1기" 개설
2015.01.05 일반과정(의무소방원 특강) 개설
2015.03.09 2015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15.03.02 일반과정(의무소방원 특강) 개설
2015.09.15 "KIU Fusione 최고경영자과정 4기" 개설
2015.10.08 "KIU Fusione 차세대리더스CEO과정 2기" 개설
2016.03.07 2016년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시(한국정보화진흥원)
2016.03.07 일반과정(의무소방원 특강) 개설
2016.03.09 "KIU Fusione HR실무책임자과정" 개설
2016.09.06 "KIU Fusione 최고경영자과정 5기" 개설
2016.09.13 교육부 주관 “2016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선정(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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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구성(2020.04.01. 기준)

평생교육원 원장 이홍배

운영위원회

평생교육원 부원장 박선민

평생교육원 팀장 진지연

KALS-TS
센터장 : 김미정

BLS-TS
센터장 : 황정현

재해구호전문
인력양성센터

센터장 : 이상구

2016.10.01 “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2016.10.11 평생학습중심대학 조직 신설
2017.03.13 일반과정(의무소방원 특강) 개설
2017.05.08 교육부 주관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13억 5천)
2017.06.01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단 신설
2017.07.31 일반과정(SPSSWIN/AMOS 논문통계분석) 개설
2017.09.12 "KIU Fusione 최고경영자과정 6기" 개설
2018.03.02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학위과정 융합산업기술학부 45명 입학
2018.04.12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8억 4천)
2018.07.01 평생교육원 원장 김영화 교수 취임
2018.07.20 “창의문화도시 라이프디자인 아카데미” 개설
2018.09.04 “2018 KIU Fusione 가을학기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2018.11.30 평생교육원 대구교육장 임차 종료
2019.04.16 “3040 희망잡고(Job Go) 아카데미” 개설
2019.05.01 평생교육원 산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분리
2019.05.01 평생교육원산하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BLS-TS, KALS-TS조직편입
2019.11.08 평생교육원 원장 이홍배 교수 취임
2019.12.30 울진군 경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장 사용 승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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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ALS-TS

1) 설립목적 및 취지

KALS-TS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정한 KALS Training Site로 한국전문소생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속 강사를 관리함으로써 실제 병원 내 상황에 맞는 심폐소생술 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설립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혹은 그 과정에 있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한심폐

소생협회의 한국전문소생술 운영 지침에 따라 KALS(Korean Advanced Life Support)

Provider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병원내 심정지 상황에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수동 제세동,

약물처치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한심폐소생협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화된

국제적인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KALS-TS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출함

으로써 대학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2) KALS-TS 연혁

‧ 2018. 04. 28. KALS-TS 신설

‧ 2015. 04. 28. KALS-TS 센터장 양인숙 교수 취임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KALS-TS 센터장

Ÿ 경일대학교 KALS-TS 운영관리
Ÿ KACPR KALS-TS Director
§ 센터 운영관리
§ 소속 KALS Instructor 관리
§ 소속 교육생 관리
§ KALS-TS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Coordinator

Ÿ 교육일정 관리
Ÿ 교육 예산 실행 및 결과 보고
Ÿ 교육과정과 교육생에 대한 문서관리
Ÿ 교육실적 및 결과 보고
Ÿ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점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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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및 시설현황

가) 개설강좌

나) 시설현황

5) 향후 계획 및 전망

가) 경일대학교 간호/응급구조학과 학생 대상 교육 활성화

-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

-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 안전한 교내 환경 조성

나) 경일대학교 특성화 전략과 연계

- 안전인프라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역량 제고

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지역내 보건의료계열 교수 및 재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

- 지역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2-2. BLS-TS

1) 설립목적 및 취지

BLS-TS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지정한 AHA BLS Training Site로 의료인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소속 강사를 관리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설립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나 건강증진에 관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혹은 그 과정에 있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AHA(American Heart Association) 지침에 따라 의료인을 위한 BLS(B

asic Life Support) Provider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및 심혈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세부사항

교육 시설
경일대학교 KALS-TS 실습실

(7호관 409, 411, 412, 413, 414호 / 8호관 407, 410호)

강 좌 세부사항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Ÿ KACPR KALS Provider 과정 년 4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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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한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인 교육과정

을 운영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일시적으로 심폐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환자의생명을소생시키는표준화된심폐소생술을수행할수있는 능력을갖출수있도록한다.

셋째, 대한심폐소생협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화된

국제적인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BLS-TS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출함으

로써 대학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2) BLS-TS 연혁

‧ 2015. 09. 16. BLS-TS 신설

‧ 2015. 09. 16. BLS-TS 센터장 박현숙 교수 취임

‧ 2015. 09. 16. 2015년 경상북도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 2016. 04. 07. 2016년 상반기 경상북도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 2016. 10. 15. 2016년 하반기 경상북도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 2017. 04. 01. 2017년 경상북도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 2018. 04. 01. 2018년 경상북도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BLS-TS 센터장

Ÿ 경일대학교 BLS-TS 운영관리
Ÿ AHA BLS-TS Director
§ 센터 운영관리
§ 소속 BLS Instructor 관리
§ 소속 교육생 관리

책임교수
Ÿ BLS-TS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Ÿ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총괄
Ÿ 경북교육청 교원실습과정 관리

Coordinator

Ÿ 교육일정 관리
Ÿ 교육 예산 실행 및 결과 보고
Ÿ 교육과정과 교육생에 대한 문서관리
Ÿ 교육실적 및 결과 보고
Ÿ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점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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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및 시설현황

가) 개설강좌

나) 시설현황

5) 향후 계획 및 전망

가) 경일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 활성화

-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

-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및 실천 확대

- 안전한 교내 환경 조성

나) 경일대학교 특성화 전략과 연계

- 안전인프라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역량 제고

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지역 내 초, 중, 고등학생 및 교원, 교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지역 내 관공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교육 강화

- 지역 내 산업장 인력 대상 교육 등

2-3.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1) 설립목적 및 취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62호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가 「재해구

호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9호, 2018.3.

세부사항

교육 시설 경일대학교 BLS-TS 실습실(17호관 302호)

강 좌 세부사항

의료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Ÿ AHA BLS Provider 과정 년 2회 이상 실시

Ÿ BLS Renewal 과정 운영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Ÿ 연간 계획에 따른 운영

경상북도 내 교원 및 교직원, 교

육전문직원 직무연수
Ÿ 연간 계획에 따른 운영

초·중·고교생 교육 Ÿ 수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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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공모를 거쳐 지정됨(유효기간: 2018년 6월

1일 ~ 2020. 12월 31일).

가. 센터의 교육 목표

-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현장구호요

원 및 관리자, 강사 등의 믿음직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응급구조학과, 소방방재학과, 심리치료학과 둥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

- 기본과정, 전문가 및 실무자 과정 운영

2)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연혁

‧ 2018. 06. 01. 경일대학교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개소

‧ 2018. 06. 01. 행정안전부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지정(2018.06.01-2020.12.31)

‧ 2018. 07. 01. 센터장 김영화 교수 취임

‧ 2018. 06. 01. 경일대학교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9. 05. 01. 경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속기관으로 편입

‧ 2020. 04. 01. 센터장 이상구 교수 취임

‧ 2020. 04. 01. 경일대학교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교육운영 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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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장

Ÿ 센터 운영관리
§ 운영위원회 및 평가 관리
§ 내부 및 외부 교육 관련 업무
§ 회계 및 보고서 계획서 관리

운영위원회
Ÿ 센터 운영에 대한 기획 및 관리
Ÿ 센터 교육과정 및 기타 개선방안 논의
Ÿ 센터 주요 업무 의결

교육행정

Ÿ 교육일정 관리
Ÿ 교육 예산 실행 및 결과 보고
Ÿ 교육과정과 교육생에 대한 문서관리
Ÿ 교육실적 및 결과 보고
Ÿ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점검 및 관리

4) 강의 및 시설현황

가) 개설강좌

강 좌 세부사항

기본과정 (7시간/1일) 재난관리총론, 재해구호 개론, 재해구호 조직 및 역할,
재해구호 정책 및 법령,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전문과정 관리자과정

(21시간/3일)

긴급지원기능 강화, 재해복구 실무, 재난대비 현장훈련,
재난상황관리, 재난과 봉사활동, 집단구호 및 구호물품관리,
재난구호 심리,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장견학

전문과정 실무자과정

(21시간/3일)

긴급지원기능 강화, 재해복구 실무, 재난대비 현장훈련,
응급처치 실무, 재난과 봉사활동, 구호물품 배분 실무,
이재민 심리지원, 재난관리 주관기관, 현장견학

보수과정 기본 및 전문과정 수료자 대상 2021년도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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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현황

관련학과 교육시설 위치 비고

응급구조학과

전문응급처치 실습실 17호관 103호
심폐소생술 실습실 17호관 205호

응급임상술기 실습실 17호관 206호
경일대학교 BLS-TS 실습실1 17호관 302호
경일대학교 BLS-TS 실습실2 17호관 303호

심리치료학과

실험실 03호관 104-1호
놀이치료실 03호관 104-2호
집단상담실 03호관 104-3호

소방방재학과

소방기계종합실습실 08호관 B102호
소방경보종합실습실 08호관 223호
화재조사분석실습실 08호관 B101호

5) 향후 계획 및 전망

가) 교육운영의 방향

- 교육 과정: 2019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제안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교육 표준안을 따라

교수 및 강사진을 재배치하여 재해구호 기본과정, 전문가 및 실무자과정을 2020년도부터

개발·운영하고자 함

- 교육생 모집: 한국능력개발진흥원 및 한국지식개발원과 경일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

성센터와 상호협력 을 통하여 교육대상자에 대한 홍보·모집을 강화하고자 함

- 집중이수제: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 계획에 따른 교육시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야간

및 주말 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 대상자의 특성 및 요청에 따라 일정을 주말에 배치

하여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함

- 온라인 교육: 수강자가 사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강의 시간 관리에 유연성 제고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계획

나) 경일대학교 특성화 전략과 연계

- 안전인프라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역량 제고

- 민간자격증: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가과정(관리자 및 실무자) 이수 후 민간자격증(재해

구호활동가 자격 1급/2급)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따라 논의 중임

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지역내 재난관련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강화

- 출장강의 진행: 울진권, 부산권, 진주권, 안동권의 4개 지역내 권역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인원이 집합 가능할 경우, 강사진의 출강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본교 교수진과 현지 전문외래강사가 함께 과정을 진행하도록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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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생활관
* 직원명단

1. 설립목적
원거리 학생의 등·하교의 편의를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하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한
대학인으로서 유능하고 바람직한 인격도야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1998. 5. 18 제1 학생생활관 (연면적 7,685.43㎡, 수용인원 480명) 착공
1999. 2. 27 제1 학생생활관 (연면적 7,685.43㎡, 수용인원 480명) 준공
1999. 2. 28 제1 학생생활관 (연면적 7,685.43㎡, 수용인원 480명) 개관
1999. 3. 1 제1대 학생생활관장 서보근 교수(인문계열자율전공학과)
1999. 4. 26 학생생활관 식당 (연면적 616㎥ 좌석수 300석) 착공
1999. 8. 20 학생생활관 식당 (연면적 616㎥ 좌석수 300석) 준공
2002. 3. 1 제2대 학생생활관장 정재원 교수(세무·회계학과)
2003. 2. 28 제2 학생생활관 (연면적 3,344.91㎡, 수용인원 200명) 착공
2003. 7. 26 제3대 학생생활관장 김명철 교수(소방방재학과)
2003. 8. 26 제2 학생생활관 (연면적 3,344.91㎡, 수용인원 200명) 개관
2003. 10. 9 제1 학생생활관 명칭을 웅비관, 제2 학생생활관 명칭을 지성관으로 명명

현판식(세무·회계학과 3학년 김민정 작품)
2005. 3. 1 제4대 학생생활관장 이점찬 교수(디자인학부)
2007. 7. 4 목련관 (연면적 8,476.01㎡수용인원남 196명, 여 120명, 게스트룸 30명) 착공
2008. 9. 9 목련관 (연면적 8,476.01㎡수용인원남 196명, 여 120명, 게스트룸 30명) 개관
2009. 2. 13 웅비관 개보수공사 완료
2010. 2. 1 제5대 학생생활관장 함주호 관장 취임
2012. 1. 20 일청관 (연면적 13,653.8㎡, 수용인원 524명) 착공
2013. 10. 1 제6대 학생생활관장 한웅 관장 취임
2013. 12. 19 일청관 (연면적 13,653.8㎡, 수용인원남 266명, 여 246명, 게스트룸 12명) 준공
2014. 2.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 완료

- 학생생활관 식당 입구 데크 교체공사
- 목련관 산책로 석공사

2014. 2. 27 일청관 (연면적 13,653.8㎡, 수용인원남 266명, 여 246명, 게스트룸 12명) 개관
2014. 11. 10 제7대 학생생활관장 김재수 관장 취임

소속 직책 성명

학생생활관 관 장 배광훈

생활관행정팀
팀 장 조준현

팀 원 곽동호, 김석수, 맹광호, 신태훈, 허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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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 완료
- 웅비관, 목련관 옥상방수 및 우레탄 도장공사
- 4인실(웅비관, 지성관) 냉장고 설치

2016. 7.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
- 웅비관 앞 광장(화단, 분수대) 조성
- 관생실(639실) 전체 초고속 와이파이 설치
- 생활관 주변 가로등(외부 등) LDE 조명 설치
- 전 호관 제빙기(식용얼음) 설치

2016. 12. 02 제8대 학생생활관장 유병선 관장 취임
2017. 02.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

- 생활관 주변 야외 동산(잔디) 조성
- 관생용 컴퓨터 전면 교체

2017. 07.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
- 전 호관 정수기(냉‧온수용) 전면 교체
- 1인실, 2인실(일청관, 목련관) 냉장고 설치
- 목련관 전체 샤워실 개보수 공사

2018. 08. 01 제9대 학생생활관장 김진우 관장 취임
2019. 03. 18 FITNESS CENTER확장 이전(20호관)
2020. 02. 01 제10대 학생생활관장 배광훈 관장 취임

3. 명칭소개
웅비관은 대학 상징 동물인 곰이 가지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친숙함과 진취성, 끈기성과
창의성을 느낄 수 있다.
목련관은 경일대학교의 교목인 목련과 교육슬로건에 맞추어 지성과 감성을 두루 갖춘
지성인을 뜻한다.
지성관은 경일대학교 교육목적 중의 하나로 ‘전인적인 지성인’을 상징한다.
‘전인적인 지성인’은 지식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청관은 건학 50년을 맞아 경일대학교 설립자이신 고 일청 하영수 명예이사장님의
업적과 후학양성의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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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학생생활관장

운영위원회

지도위원회

행 정 팀

웅비관
(사감실)

지성관
(사감실)

목련관
(사감실)

일청관
(사감실)

5. 시설현황

구분 웅비관(남) 지성관(여) 목련관(남) 목련관(여) 일청관(남·여)
게스트룸

목련관 일청관

개관년도 1999년 2003년 2008년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건물구조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9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15층

지하1층
지상5층 15층

연면적(㎡) 7,685.43㎡ 3,344.91㎡ 3,943,34㎡ 3,015.09㎡ 13,653.8㎡ 1,517.58㎡ 563.08㎡

호실인원 4인 1실 4인 1실 2인 1실 2인 1실 2인 1실 3인 1실 1인 1실

호실면적(㎡) 21.6㎡ 40.0㎡ 18.7㎡ 18.7㎡ 24.1㎡ 31.1㎡ 24.1㎡

호실 수 121실
(2인실-1실)

52실
(3인실-2실) 98실 60실 266실 30실 12실

수용인원 482명 206명 196명 120명 532명 90명 12명

복지시설

독서실, 컴퓨터실, 강의실, 그룹스터디실, 헬스장, 휴게실, 샤워장, 세탁실,

식당, 편의점, 커피전문점, 농구장, 당구장, 자전거 보관소,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등의 후생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각 방에는 냉장고, LAN

포트(관생1인 1포트) 및 WiFi공유기가 설치되어 있고 책상, 책장, 옷장,

침대를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사항

- 난방 : 10월 초부터 익년 4월말까지 24시간 공급
- 냉방 :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 24시간 공급
- 온수 : 1일 24시간 연중 공급
- 코인세탁기 운영 : 세탁기, 건조기, 세제자판기 1회 사용 각 500원

6. 모집인원 : 총 1,6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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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집기간

가. 1학기 모집 : 1) 신‧편입생 - 1월 말부터 2월 초 까지

2) 재‧복학생 - 12월 초부터 1월 초 까지

나. 하계방학 모집 - 5월 말경

다. 2학기 모집 : 6월 초부터 8월 초 까지

라. 동계방학 모집 – 11월 말경

8. 입주선발기준

가. 공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관비 면제 장학생, 향토생활관 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기타 관장이 불가피한

입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 함)

나. 신입생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경산시(읍, 면 제외)를 제외한 입주 신청자는 전원 선발한

다.[전자추첨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입학성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 재·복학생

항목을 배점화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한다.(원거리 25점, 직전학기 성적 30점,

직전학기 상·벌점 30 점, 직전학기 가점 15점)

라. 동점자 처리기준

원거리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상·벌점 순으로 적용함.

9. 입주비(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성별 호관 기숙형태 관리비 식비

남

웅비관 4인 1실 410,000

- 선택식

8식/3,500원(1식 기준)

10식/3,300원(1식 기준)

12식/3,100원(1식 기준)

- 미선택 : (식비없음)

목련관 2인 1실 650,000

일청관 2인 1실 890,000

여

지성관 4인 1실 470,000

목련관 2인 1실 650,000

일청관 2인 1실 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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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급품목
침대, 시트커버, 책상, 책꽂이, 의자, 옷장 / 공용 : 냉장고(전체 호실), 무선공유기

11. 개인준비물
가. 침구류(이불, 베개), 세면도구, 실내화, 개인용품, LAN선, 기타 생활용품
나. 허용되는 전기제품 : 컴퓨터, 프린터,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상기 외 전기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취사도구도 호실 내에 둘 수 없음)

※그외전기제품(전기장판, 커피포터, 조리기구일체–화재위험)은일체사용할수없음



4. 학술정보원
1) 개 황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교수, 학생, 직원에

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기본시설이다.

우리 도서관은 1968. 7. 1.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서 개관하여 1994년 대학 캠퍼스 이전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6층 단독 건물로 현재의 경산시 하양캠퍼스시대를 열었다. 정보기술발

달에 따라 1995년 도서관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비한 멀티미디어정보실을 신설하였으며, 국내외 학술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등 각종

전자정보자료를 확충하였다. 이 밖에도 이용자 친화적인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08월, ‘차세대 KIU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학생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지원 고도화 실현을 위한 스마트 교육·학습 공간 및 장소로서

의 대학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1층부터 6F까지 전 층에 대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만나고 협업하는 커뮤니티

공간, 무한가치 창출 공간, 문화 창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인프라

고도화 및 미래형 디지털 도서관 구현을 위해 지역 최초로 스마트 RFID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인자동화 서비스 체계를 실현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및 만족도를 극대화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유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학 구성원

들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연 혁

연 월 일 내 용

1968. 7 . 1.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제2분관으로 개설(대구대학·청구대학의 합병)

1970. 4. 1. 영남대학교 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도서관으로 개관

1973. 7. 5. 영남공업고등전문학교 도서관으로 개칭

1976. 6. 15. 경북공업전문학교 도서관으로 개칭

1985. 3. 1. 경북개방대학 도서관으로 개칭

1992. 3. 1. 경북산업대학교 도서관으로 개칭

1994. 9. 1. 캠퍼스 이전에 따라 현 하양캠퍼스로 이전

1995. 9. 1. 도서관전산화시스템 도입(LINNET)

1997. 3. 1. 경일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개칭

1999. 3. 1. 학술정보관리시스템(LIMA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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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업무·자료·시설 현황

가) 조 직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원운영위원회

학술정보운영팀 학술정보개발팀

∙자료실/열람실 운영관리

∙학술정보이용교육

∙도서관 홍보 및 기획

∙학술정보지원 서비스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학술정보자료 개발

∙학술정보자료 DB구축

∙도서관 서무·행정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대학평가및각종통계지표관리

나) 주요업무

연 월 일 내 용

2000. 10. 1. 멀티미디어정보실 신설

2001. 3. 1. 경일대학교 정보지원센터로 개칭

2003. 9. 1. 학술정보원으로 개칭

2009. 8. 20. 통합대출실 신설

2011. 3. 1. 그룹열람실 신설

2015. 2. 28. 멀티미디어정보실 리모델링(멀티미디어 라운지)

2016. 2. 28. 도서관 환경개선(출입게이트 교체 등)

2016. 8. 16. 차세대 KIU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2017. 2. 21. 도서관 환경개선(열람실/자료실 LED조명 설비)

2019. 6. 1. 도서관 환경개선(지하1F ~ 6F 전층 리모델링)

2019. 10. 1. 스마트 RFID시스템 구축(무인도서반납기 등)

팀 주요 업무 협조부서 비고

학술

정보

운영

자료실/열람실 운영관리 -

- 대출/반납/정보서비스

- 통합서비스데스크 운영

- 멀티미디어 라운지 운영

- 그룹열람실/세미나실 관리

- 이용자 관리 및 편의지원
학술정보 이용교육 학부(과)/ - 학부생/대학원생/교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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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장자료

대학원

국제교류교육원

- 도서관이용/정보활용/

주제별교육

도서관 홍보 및 기획 -

- 도서관 홍보 및 프로그램 기획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 신착도서 및 북큐레이션 운영

- 홈페이지/모바일/SNS 운영관리

학술정보지원 서비스 -

- 주제별가이드 운영

- 연구지원서비스

-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서비스

- 전자정보자료 이용서비스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지원팀

- 학술정보시스템 운영전반

- 서버/네트워크 관리

- 데이터 백업

온라인 학위논문원문접수

(KERIS dCollection)
대학원

- 온라인 학위논문 원문등록

- 학위논문납본(국회/

국립중앙도서관)

학술

정보

개발

학술정보개발 학부(과)

- 학술정보자료 선정 및 구입

- 도서원부/등록번호관리대장 관리

- 희망도서/학부(과) 강의교재

구입

- 자료기증/수증/특성화자료 관리

학술정보 DB구축 -

- 학술정보 주제분류

- DB구축, 종합목록 업로드 및 유지

- 학술정보자료 정리/장비

도서관 서무․행정 -
- 도서관 서무 및 행정

- 도서관 시설 및 재물관리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기획팀

총무팀

-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

- 경일대학교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 경일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31조

대학평가 및 각종 통계

지표관리

성과평가팀

간호학과

공학인증

- 대학기관평가인증

- 대학알리미(정보공시)

- 대학도서관평가

- 간호교육/공학교육 인증평가

구분 수량 비고

단행본 국내 371,4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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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행본(e-Book제외) 분류별 분포� � � � � � � � � �

마) 전자자료 분류

국외 65,357권

e-Book

국내 15,440권 대학도서관진흥법 장서 기준
- 국내e-book : 복권 인정
- 국외e-book : 복권 불인정국외 78,818권

학위

논문
5,000권

계 536,043권 75.04권/1인(7,143명)

멀티미디어자료 16,101점
연속

간행물

인쇄잡지 국내 382종 구입 : 132, 기증 : 250

전자잡지 국내 215종

전자자료
학술 DB

국내 3 패키지
국외 13 패키지 KERIS 100% 지원 10패키지 포함

e-러닝 국내 5 패키지 외국어, 기사자격증, 공무원시험, IT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위
논문

계

국내 33,881 19,358 7,446 90,043 9,277 56305 21,707 15,354 88,735 20,437 8,885 371,428

국외 6,128 1,548 280 16,941 7,879 20,637 5,467 1,851 3,519 937 170 65,357

계 40,009 20,906 7,726 106,984 17,156 76,942 27,174 17,205 92,254 21,374 9,055 436,785

구분 자료명 서비스 내용

학술

DB

국내

DBpia 전 주제

KISS 전 주제

KSDC 전 주제

국외

Academic Search Premier 조사자료, 통계자료 등

ScienceDirect 전 주제

CINAHL Complete 간호, 보건학

Academic Video Online 사회과학, 미술, 음악, 언어, 문학,
과학, 공학, 심리학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인문·사회과학, 경영·경제, 교육학

Education Source 교육학

Emerald Engineering, Co
mputing & Technology Co
llection

공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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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 및 장비

Emerald Specialist Collec
tion

사회과학, 교육, 경영 : 색인, 초록,
원문

Gale Virtual Reference Li
brary 전 주제 : 참고 전자책

Music and Dance Online 예술, 체육, 인문과학, 교육 : 음원동영상

Oxford University Press J
ournals Collection 전 주제

PAO 문학, 철학, 종교 : 아카이브 원문

The Vogue Archive 예술, 체육, 실용학문 원문

e-러닝

해커스 토익 토익, 일본어, 중국어

KISA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아모르이그잼 7,9급 공무원시험

윌비스 경찰공무원

ITGO IT 자격증/실무

구분 연면적(㎡) 열람좌석수 비 고

6F 1,366 326 열람실 80, 기타 26, 카페 220

5F 1,557 426 열람실 410, 그룹열람실 16

4F 1,557 221 자료실 205, 그룹열람실 16

3F 1,557 181 자료실 165, 그룹열람실 16

2F 1,349 156
PC석 30, DVD석 8, 캐럴석 8, 테이블

12,세미나실 68, 기타 30

1F 2,345 94 테이블 60, 휴게실 34

B1F 2,279 70 계단식 14, 휴게실 40, 캐럴석 16

웅비관 B1F 334 서고

목련관 85 48 열람실 48

계 12,429 1,522
1,400석 이상 확보

(고등교육법 20%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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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 영

가) 층별 안내

6F
제2열람실(소열람실)

휴게실, 북카페, 식당

5F
제1열람실(대열람실)

그룹열람실

4F
제2자료실(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자연과학/기술과학/참고자료)

그룹열람실

3F
제1자료실(예술/언어/문학/역사/서양서/참고자료)

그룹열람실

2F

멀티미디어 라운지/세미나실

학술정보원 학술운영팀

학생상담센터/사회봉사센터/예비군연대

1F

학생종합서비스센터(수업학적팀/학생지원팀)

키울마당(KIULibrary)

복사실, 카페

B1F
콜라보 스퀘어, KIUM Zone(창업지원단)

서점

나) 홈페이지 주소 : http://cham.kiu.ac.kr

다) 개관시간 및 휴관일

(1) 개관시간(※방학기간은 별도공지)

- 제1자료실(3층), 제2자료실(4층) : 09:00～22:00

- 제1대열람실(5층), 제2소열람실(6층) : 06:00～24:00

장 비

장비구분 수량

이용자 PC 56 대
노트북 대여 23 대
LCD 프로젝터 1 대
LCD TV(42인치) 2 대
LCD TV(24인치) 8 대
DVD 플레이어 8 대

VTR 1 대
학술정보시스템 서버 1 대
학술정보DB 서버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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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관일

- 신정, 설, 추석 연휴는 도서관 전체휴관

- 토·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자료실)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라) 대출증 발급

- 도서대출증 : 학생증 이용, 모바일 학생증

마) 도서대출 및 반납

(1) 도서대출 : 국내/외 일반 단행본자료에 한하여 대출

(2) 도서반납 : 2층 통합정보데스크(업무중) 및 무인도서반납기(업무시간외)

바) 대출 책 수 및 대출 기간

구 분 책 수

학부생 10책 10일

대학원생 10책 30일
전임교원, 직원 20책 60일

비전임교원(특임, 겸임, 초빙 등) 20책 30일
조교 7책 30일

도서회원 1책 10일

사) 대출도서의 기간 연장(갱신) : 도서관 홈페이지 및 대출실 이용(1책당 2회)

아) 분실·훼손 도서의 변상

(1) 분실/훼손도서와 동일본으로 변상

(2) 단 동일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학술정보원에서 산정한 금액 납부

자) 대출도서 반납 위반 시 제재 사항

(1) 대출정지 :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연체일 × 대출책 수)

(2) 연 체 료 : 대출정지기간 중 이용이 필요하 경우(연체일 × 100원)

(3) 관련제재 : 멀티미디어실, 그룹이용실 이용불가 및 각종 증명서 발급정지

5) 이용 서비스

가) 희망도서 신청(교내 4658)

(1) 신청 : 도서관 홈페이지 → 개인정보서비스 → 희망도서신청

(2) 1인당 1일 5책, 월 20권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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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술DB 제공(4653)

다) 도서대출 예약제도(4652)

- 대출중인 자료에 대해, 해당도서 반납알림 통보 및 1순위 대출가능

라) 택배 대출(4652)

- 택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대출/반납 하는 제도(단, 택배요금 개별부담)

마) 스캔서비스(4653) : 2층 멀티미디어라운지

바) 그룹열람실(4652) : 3,4,5층

(1) 그룹토의, 공동과제 수행 및 세미나 등의 목적으로 운영(4인 이상)

(2) 예약 및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이용

사) 노트북 대여(4652) : 교내 당일이용에 한함

아) 좌석배정시스템 사용(4652)

- 제1열람실(5층), 제2열람실(6층) 사용 시 좌석배정기에서 배정 후 이용

자) 도서 회원제 서비스(4652)

(1) 대 상 : 본교 졸업생(졸업 1개월 전 예정자) 및 휴학생, 지역주민

(2) 준비물 : 사진(3*4㎝)2매

차) 자료 복사

(1) 자료실 내에 설치된 카드식 복사기로 자율복사

(2) 복사카드는 구내 복사점(도서관 1층)에서 구입



5. 전산정보원
1) 개 황

본 대학에서는 우리대학을 최첨단 정보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85년에 전자계

산소를 설립하였다. 1996년에 교내 ATM 초고속정보통신망(KUATMNet)을 개통하고,

1997년에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기반의 종합정보시스템(KUTIS)을 개발 구축

하여 학사행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1999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100%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2000년도에는 통신망을 기가비트 이더넷으로 전환 개통하였으며,

2001년에는 수강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웹(Web)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에 이르러서는 교수지원시스템 및 학생지원시스템뿐만 아니라 학사행

정용 종합정보시스템을 웹기반으로 전환하였으며, 2004년도엔 U캠퍼스 구축의 일환으로

(주)KT의 ⓝ-Zone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캠퍼스를 구축하여 학사/행정/학습지원/연구

활동 전반에 대하여 모바일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

는 U캠퍼스 구축의 일환으로 전자출결 및 스마트카드 시스템을 개발 지원하였으며 또한

은행연계(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 가상계좌서버를 활용한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 서비

스하였으며, 2009년에 이르러 포털 종합정보시스템(KIU-Portal)을 구축하여 학생 및

교직원 모두에게 One-Stop 통합서비스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특히 2010년에는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 최초로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대학자체 무선LAN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m.kiu.ac.kr)를 서비스하였고 연이어 2011년에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명실상부한 정보화 선도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

고 있다.

우리대학의 전산정보원은 본관 3층에 457.9m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8명의 직원이

학사행정을 위한 정보처리,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지원, 각종 컴퓨터 소프트

웨어 확보ㆍ보급ㆍ유지관리, 교수의 학술연구 지원과 각종 학사/행정업무 전산화에 주력하

고 있다. 우리대학에는 경일대학교 종합정보통신망(KIUNet), 포털 종합정보시스템(KIU-

Portal), 전자문서시스템(KIU-Groupware), 모바일캠퍼스(m-KIU)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입시, 교무, 학적, 수업, 등록, 성적, 장학, 취업, 학생, 생활관, 병사, 인사, 급여, 예산,

회계, 구매, 자산, 연구 관리 등 학사 및 행정업무 전체가 전산화되어 있다. 특히 2017년에는

타대학에 유례없는 통합상담과 비교과통합관리를 포함한 학생종합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후까지의 모든 대학생활과 학습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실현하였으며, 또한 지역대학 최초로 블루투스

기반의 첨단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수와 학생의 수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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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메인 서버시스템은 학사/행정/

전자문서업무지원을 위한 Sun M5000, Sun V880, SUN Enterprise3500과 교육실습 및

교수연구용 SUN V445 등이 있다.

2) 연 혁

1981. 2. HP3000 II SYSTEM 설치 가동

1983. 3. 설립 초대 소장에 최 봉 환 교수(전자공학과) 취임

1983. 6. 개인용컴퓨터 88대 도입

1985. 3. 경북산업대학 전자계산소 규정 제정

1986. 8. 개인용컴퓨터 25대 추가

1987. 7. 개인용컴퓨터 25대 추가

1988. 8. HP9000/840s, HP3000/37 설치

1989. 3. 제2대 소장에 이 진 호 교수(전자계산학과) 취임

1989. 3. 입시관리 전산화

1990.10. 기자재업무 전산화(On-line)완료

1991. 3. 급여업무 전산화

1991. 5. 학적관리 전산화(On-line)

1991. 4. 대학 내 LAN SYSTEM 구축(Ethernet방식)

1992. 3. 제3대 소장에 박 희 주 교수(전자계산학과) 취임

1993. 7. 증명발급 업무 On-line확장, 비품 및 예비군 업무 전산화

1994. 9. 전자계산소 이전(하양으로 캠퍼스 이전)

1995.12. HP9000/K400 System 설치

1996. 3. 제4대 소장에 이 원 균 교수(회계학과) 취임

1996. 4. 초고속 정보통신(KSU ATM Net) 구축 계약 체결

1996. 7. 전자결재시스템(핸디오피스) 구축

1996. 7. Pentium급으로 PC구입 및 교체(300대)

1996. 7. 초고속 종합통신망(KUNet) 구축 개통

1996. 8. 학사/행정업무 Client/Server환경으로 개발 완료

1997.12. 국산주전산기 TICOM III, PC 27대, LaserPrinter 2대 수증

1998. 3. 제5대 소장에 부 기 동 교수(전자계산학과) 취임

1998.10. 사이버 대학 시스템 구축

1999. 5. 외부망 확장(KORNET), RAS 시스템 개통

1999. 8. 매체 제작실(스튜디오) 구축

2000. 5.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학사/행정/학생정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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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캠퍼스 시설물관리 시스템(GIS) 개발

2000.12. 외부망 한국통신 T3(45Mbps)개통 및 교내 전산망 확충

2000.12. 정보검색기 설치

2001. 3. 도서관과 전자계산소를 통합하여 정보지원센터 설립

2001. 3. 센터장에 정 연 기 교수(컴퓨터공학과) 취임

2001. 8. 종합정보통신망(KIUNet) 확장(사용자 100Mbps 지원)

2001.11. SUN SunFire880 System 설치

2001.11. 중소기업청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02. 4. Internet증명발급 시스템 지원

2002. 9. 무선랜 구축(63AP)

2002.11. Gigabit Network 확장

2002.11. SMS시스템 구축

2003.12. 대학CIO임명보고: CIO(정보지원센터장), 보좌관(전산운영팀장)

2003. 1. 외부망 KT Metro 50Mb, Dacom 10Mb확장

2003. 9. 학술정보원으로 개칭

2003. 9. 학술정보원장 정 연 기 교수(컴퓨터공학과) 취임

2003.12. 구내교환기 기증/교체(디지털/Inforex), 교환실업무 관리과로부터 이관

2004. 3. 전자문서시스템 Upgrade(신 사무관리규정 적용)

2004. 3. 모바일캠퍼스 개통(대가대와 공동 구축)

2004. 5. 멀티미디어개발부 신설

2004.10. KT웹하드서비스 지원

2004.11. 서버시스템 SUN 수증

2005. 3. 학술정보원장 부 기 동 교수(컴퓨터공학부) 취임

2005. 9. 교원연구, 업적평가 등 시스템 구축 확장

2005.10. 원격가상교육시스템 업무 이관(교수학습지원센터)

2006. 2. 대학정보화 마스트플랜 수립(2006～2010)

2006. 4. 업무용 서버시스템 확장

2006. 5. 백본망 이중화, 테크노파크 대학망 확장 및 전화망(MDF)망 확장 공사

2006. 6. 데이터베이스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2007. 6. 웹방화벽 시스템 구축

2007. 7. 무정전공급장치(UPS) 확장 교체

2007. 8. 대구은행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2007.12. U-캠퍼스 구축(전자출결시스템 및 스마트카드시스템)

2008. 3. 외부망 KT Metro 70Mb확장

2008. 5. 학생생활관(목련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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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통합스토리지시스템 구축(FAS3020)

2008.12. 공인인증서(PKI)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2009. 8. 학술정보원장 원 남 식 교수(컴퓨터공학과) 취임

2009.10. 항온항습기 교체

2009.12. 산학협력관 네트워크 구축

2009.12. 통합수납시스템 구축(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

2010. 1. 교내교환기시스템 VoIP 적용

2010. 3. 외부망 Dacom 20Mb확장

2010. 6. 교내무선랜 구축(도서관,학생회관,종합강의동, 인문사회관)

2010. 8. 대학 모바일홈페이지 구축(m.kiu.ac.kr)

2010.11. 경일대학교-KT 간 스마트캠퍼스 구축 협약

2010.12. 대학 스마트폰홈페이지 구축(Apple iPhone App)

2011. 2. 학술정보원장 박 진 남 교수(신재생에너지학과) 취임

2011. 3. 대학정보화 마스트플랜 수립(2011～2015)

2011. 4. KIU전화교환기시스템 Digital化 구축

2011. 8. 대학정보화 업무지원용 서버(메인DB)시스템 도입

2011. 9. 로드밸런싱장비(L7스위치) 도입

2011.12. KIU대학영문홈페이지 개편

2012. 1. 교육전산망 전용회선(KT:300Mbps, LG:50Mbps) 증속

2012. 1.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2012. 1. 모바일 KIU통합포털시스템 구축

2012. 1. 학술정보원장 최 종 호 교수(신재생에너지학과) 취임

2012. 2. MIS(경영정보시스템) 구축

2012. 3. 통합자산관리시스템 구축

2012. 9. 학술정보원장 김 현 성 교수(사이버보안학과) 취임

2013. 8. 경일대알리미 스마트폰앱 구축

2013. 8. SMS+PUSH 통합전송시스템 구축

2014. 3. 학생생활관 네트워크 신축(일청관) 및 망분리시스템 구축(KT)

2014. 4. 학술정보원장 김 현 우 교수(경영학부) 취임

2014. 7. 학술정보원장 윤 은 준 교수(사이버보안학과) 취임

2015. 2. 차세대 통합정보 포털 플랫폼시스템 구축

2015. 2. 차세대 통합정보 포털 학생지원시스템 구축

2016. 2. 차세대 통합정보 포털 교수지원시스템 구축

2016. 2. 학술정보원으로부터 분리 전산정보원 설립

2016. 2. 전산정보원장 윤 은 준 교수(사이버보안학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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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블루투스 기반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2017. 8. 차세대 통합정보 포털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2017.12. 통합 학생종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2018.07 전자출결 PUSH 알리미 시스템 구축

2018.12 전산정보원장 조 현 철 교수(컴퓨터공학과) 취임

2019.02 KIU무선랜 증설 대운동장 외 6개소

2019.05 KIU무선랜 증설 학사 70개소

2019.09 근태관리시스템(PC-OFF) 구축

2019.12 챗봇(Chat-bot)시스템 구축

2020.01 수업 시간표 자동배정 시스템 구축

2020.02 전산정보원장 정 석 봉 교수(철도학과) 취임

2020.03 AWS 도입 및 LMS 시스템 구축

3)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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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버 시스템 현황

관리부서 기기명 CPU
수 성능

메모리
용량
(MB)

운영체제 활용분야

전산정보원

HP

BL870
8 2.53GHz 256Gb Linux

포털 메인 서버

(학사행정/수강신청/

입시발표/대학회계/

콜라보)

S7-2L 16 4,267GHz 256Gb Solaris10 학사행정 DB서버

HP

RX-2800
2 1.6GHz 32Gb Linux 암호화 Key서버

SunFire M5000 2 2.15GHz 8Gb Solaris10 전자문서시스템

SunFire M5000 2 2.66GHz 8Gb Solaris10 DB백업

HP DL580G5 4 2.40GHz 16Gb Linux 홈페이지 서버

SUN Blade2000 2 1GHz 2Gb Solaris2.8 연구지원시스템

SUN
Blade2500 1 1.28GHz 2Gb Solaris2.9 DNS, 교직원Mail

SunFire V480 2 1.05GHz 2Gb Solaris2.9
학사/행정/전자문서

DB 백업용

공학교육혁

신센터

SunFire V445 2 1.593GHz 4Gb Solaris2.9
공학인증시스템

DB서버

SunFire V445 2 1.593GHz 4Gb Solaris2.9
공학인증시스템

Web서버

교수학습개

발센터

HP

DL380G9
2 2.4GHz 32GB Linux

LMS

Web서버
HP

DL380G9
2 2.4GHz 32GB Linux

LMS

VOD서버

학술운영팀

HP

DL380G9
2 2.4GHz 32GB

Windows

Server2012

도서관

Web서버
HP

DL380G9
2 2.4GHz 32GB

Windows

Server2012

도서관

DB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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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기기명 CPU
수 성능

메모리
용량
(MB)

운영체제 활용분야

전산정보원

HP

BL870
8 2.53GHz 256Gb Linux

포털 메인 서버

(학사행정/수강신청/

입시발표/대학회계/

콜라보)

SunFire M5000 2 2.60GHz 16Gb Solaris10 학사행정 DB서버

HP

RX-2800
2 1.6GHz 32Gb Linux 암호화 Key서버

SunFire M5000 2 2.15GHz 8Gb Solaris10 전자문서시스템

HP DL580G5 4 2.40GHz 16Gb Linux 홈페이지 서버

SUN Blade2000 2 1GHz 2Gb Solaris2.8 연구지원시스템

SUN
Blade2500 1 1.28GHz 2Gb Solaris2.9 DNS, 교직원Mail

SunFire V480 2 1.05GHz 2Gb Solaris2.9
학사/행정/전자문서

DB 백업용

공학교육혁

신센터

SunFire V445 2 1.593GHz 4Gb Solaris2.9
공학인증시스템

DB서버

SunFire V445 2 1.593GHz 4Gb Solaris2.9
공학인증시스템

Web서버

교육지원팀
HP

DL380G9
2 2.4GHz 32GB Linux

LMS

Web서버

교육지원팀
HP

DL380G9
2 2.4GHz 32GB Linux

LMS

VOD서버

학술운영팀
HP

DL380G9
2 2.4GHz 32GB

Windows

Server2012

도서관

Web서버

학술운영팀
HP

DL380G9
2 2.4GHz 32GB

Windows

Server2012

도서관

DB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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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사/행정전산화 업무내용

구분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사용부서 및
대상

입 시
시
스
템

접수관리 인터넷 원서접수 관리 및 현황 입학팀

합격자 처리,
등록 관리

신, 편입생및대학원생합격자처리, 등록관리업무외 입학팀

학 사
시
스
템

학적관리
환경설정, 입학처리, 학적변동, 전공처리, 졸업처
리, 증명발급, 성적처리, 성적정정, 통계처리 등

수업학적팀

등록관리
초기입력사항, 파일처리업무(은행), 등록자처리,
발급‧환불등록자료 출력, 통계처리, 수혜비처리

재무팀

수업관리
수업환경, 교과목개설, 시간표배정, 시간표관리, 수
강신청, 강사료관리, 강사관리, 수업계획, 강의평
가, 기타관리

수업학적팀

교무관리 교무환경, 교육과정 등 교무팀

장학관리
장학종목관리, 장학생관리, 장학추천관리,
장학통계, 학자금관리, 근로장학관리 등

학생지원팀

학생종합이력
관리시스템

입학부터 졸업후까지 학생의 모든 대학생활 및
학습관련 정보를 관리, 학사지도, 교수지도 등

전체부서

전자출결
시스템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전자출결 관리 수업영역

행 정
시
스
템

직원인사
기초정보설정, 개인정보관리, 임용관리, 증명서, 조
회‧통계, 출력물, 총무업무, 급여처리, 연가관리 등

총무팀

교원인사
기초정보설정, 개인정보관리, 임용관리, 증명서, 조
회‧통계, 초빙‧조교, 급여처리, 업적평가관리 등

교무팀

급여관리
급여기본, 급여변동, 급여지급, 연말정산, 퇴직관
리, 연금 및 공제금, 기타관리

재무팀

자산관리
비품등록관리, 비품유지관리, 비품보고서, 건축물
관리, 토지관리, 차량관리, 코드관리

자산관리팀

기자재관리
기자재등록관리, 기자재유지관리, 폐기관리, 각종
대장 관리, 기타

자산관리팀

경리/회계
결의내역관리, 결산관리, 부가세관리, 여비/출장관
리, 전표관리, 자금관리, 입출력/조회, 월출력/분석,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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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사용부서 및
대상

구매관리 등

연 구
시스템

연구관리
과제관리, 연구비, 연구실적, 학술지원, 통계관리,
대학평가, 연구소

연구지원팀

대학원
시스템

입시관리
초기화작업, 원서접수, 입학사정, 합격자처리, 시스
템관리

대학원

학사관리 학적처리, 증명서관리, 등록관리, 장학관리, 졸업관리 대학원

수업관리
수업공통, 시간표관리, 수강신청, 성적/교직,
강사관리, 수업계획서, 강의평가

대학원

부 속
기 타
시스템

예 비 군 예비군/민방위관리, 출력물 등 예비군연대

생활관 지원
환경설정, 신청관리, 사정관리, 사생관리, 통계관리,
자료관리

학생생활관

취업관리
채용정보, 추천정보, 기업정보, 기타정보,
게시판관리, 통계관리, 자료관리

취업지원팀

전자문서
시스템

전자결재, 전자메일, 전자게시, 사용자관리, 전자문
서관리

전산

동창회 관리 대학차원동창회, 동문관리 동창회

S/W관리 공동활용 S/W 대학차원에서 구입/계약 지원 전산

업무용웹하드Web HDD 관리 등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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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명 세 부 업 무 명
사용부서 및
대상

교 수
영 역

학 사
학적업무, 등록업무, 수업업무, 교무업무, 장학업무,
전자출결, 기타

교 원

행 정 인사업무, 급여업무, 자산업무, 전자문서업무 교 원

연 구 연구업무 교 원

인 사 교원업적관리 등 교 원

정보활용 SMS시스템, Web HDD 등 교 원

대 학 원 대학원 교 원

직 원
영 역

학 사
학적업무, 등록업무, 수업업무, 교무업무, 장학업무,
학생종합이력, 기타

직 원

행 정 인사‧급여업무, 전자문서업무, 예산업무 기타 직 원

정보활용 SMS시스템, Web HDD 등 직 원

학 생
영 역

수 업
수강신청조회, 학생시간표, 수강신청, 강의평가,
금학기성적열람, 수업계획서조회, 학점포기, 봉사신청

학 생

공지사항
학사일정표, 생활관신청, 채용정보(본교, 외부),
구직정보, 공지사항, 학생증발급내역 기타

학 생

학 적 학적검색, 성적검색, 주소변경 학 생

정보활용 모바일홈페이지, 경일대알리미 학 생

대 학 원
학적조회, 수업계획서조회, 수강신청, 수강신청확인,
각종출력물

학 생

기 타 메뉴관리, 접속History, 접속권한관리, 기타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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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계획 및 전망

가) 대학 정보화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대학정보화 책임관(CIO) 활동 강화

- 대학구성원 정보활용 능력 극대화

- 정보자원보완 및 재난복구 대응 강화

- 정보화 선도대학 위상 강화

나) 정보인프라 및 Smart-Campus 구축

- 통합보안 및 관제시스템 구축

- 대학 전역 무선LAN 환경 구축

-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 가상화 시스템 도입

- 스마트폰 웹(web) 포털서비스 확대(홈페이지, 학사시스템)

-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망 이중화 구축

다) 전자문서시스템의 통합스토리지(자료관시스템, KMS 등) 구축

라) 열린 대학 및 지역봉사 차원에서 학내외 정보화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 기관, 주민의 정보화 관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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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문사
1) 개 황

경일대신문은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첫째, 대학인의 지식함양

및 탐구활동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둘째,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여론조성 셋째, 교내의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공지 넷째, 학교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반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경일대신문은 알찬 내용,

유익한 정보, 건전한 비판을 담은 신문을 격주 화요일에 발행해 학생, 교직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각 대학 및 고교, 산업체, 언론기관, 도서관 등 각지에 배부 발송함으로써 교내의

중추적인 매스미디어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의 각종 행사와 학생생활을 비롯하여 학계,

교육계, 동문, 관계부처의 뉴스를 보도하고 논평해 교내 정보의 교류의 구심점으로서

교내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활동과 논문, 문예작품들을 소개하며

건전한 인격형성과 대학발전을 위한 논설을 전개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형성함과 아울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바지하고 한다.

2) 연 혁

1965. 7. 1. 청구공전 학보 창간

1968. 3. 9. 영대공전 학보로 제호 변경

1973. 9. 15. 영남공전 학보로 제호 변경

1976. 5. 19. 경북공전 학보로 제호 변경

1977. 11. 18. 경북공전대 학보 제호 변경

1985. 3. 4. 경북개방대 신문으로 제호 변경

1988. 3. 31. 경북산대 신문으로 제호 변경

1997. 3. 3. 경일대신문으로 제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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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직

운영위원회

상 임 간 사

사장 겸 발행인(총장)

주 간

편집국장

대

학

부

장

사

회

부

장

문

화

부

장

여

론

부

장

교

육

부

장

사

진

부

장

4) 발행현황

가. 발행주기 :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월 1회 발행. 연8회 발행

나. 발행부수 : 5천 부(타블로이드판 컬러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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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IU철도아카데미
1) 설립목적 및 취지

KIU철도아카데미는철도차량운전에필요한 전문지식및 운전취급,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습득케 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과 철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철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설립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기능반과 철도관련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반으로 2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KIU철도아카데미 연혁

･ 2018. 06. 20 KIU철도아카데미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 2018. 09. 01 초대 원장 김한영 교수(철도학부) 취임

･ 2018. 10. 25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교육생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협약체결

･ 2018. 11. 05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과 교재사용에 관한 협약체결

･ 2018. 11. 08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국토교통부)

･ 2018. 12. 03 철도운전교육 시설 및 장비 구축 완료

･ 2019. 01. 17 국토교통부 지정 운전교육훈련기관(제2종 전기차량)으로 인가

･ 2019. 02. 25 제1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30명, 2019. 06. 14. 수료)

･ 2019. 06. 18 제2기 교육생(기능반) 입교(30명, 2019. 08. 30. 수료)

･ 2019. 08. 19 제3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30명, 2019. 12. 13. 수료)

･ 2019. 12. 16 제4기 교육생(기능반) 입교(30명, 2020. 02. 28. 수료)

･ 2020. 02. 10 제5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30명, 2020. 06. 19. 수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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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구성

총 장

부 총 장

원 장

운영위원회

행정팀 교수팀

․ 사무행정
․ 학사관리
․ 예산회계
․ 기타

․ 책임교수
․ 선임교수
․ 교수
․ 비전임교수/강사
․ 교육조교

4) 교육 과정

구 분 이론+기능반 기능반

교육대상자 일반인 철도관련대학 재학생

교육인원(년간) 60명 60명

교육시간 648시간(17주) 416시간(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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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시설 현황

구 분 수량(실) 수용인원

교육시설

일반강의실 1 30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CAI) 1 30

기본기능모의운전연습기(PTS) 1 5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FTS) 1 1

교수제어실 1 -

학생휴게실 1 -

FTS 교육시청대기실 1 -

기타시설

원장실 1 1

교수실 2 1

강사대기실 1 6

행정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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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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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문제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고도화된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 지방호와 국제화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제반

도시문제에 대한 기초과학연구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산업

- 도시환경문제에 관련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개발

- 도시교통문제의 분석과 해결에 관한 제반 연구개발

- 외부 위탁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용역을 통한 신기술 개발

- 도시개발과 보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연구 개발

- 도시 system 해석과 합리적 구축에 대한 연구 개발

-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 활동의 지원에 대한 연구 개발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천방안에 대한 개발

- 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축 및 Project 수행

- 산·학연과 상호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협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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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간도교육센터
1) 연구소의 목적

- 경일대학교 독도·간도교육센터는 03호관(교수연구동)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본 센터는

독도와 간도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 및 동향을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독도와 간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여 독도 및 간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7년 3월 27일에 설립되어 연구팀과 교육팀, 홍보팀, 자료팀, 재정/서무

팀을 두고 독도 및 간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연구하고 있다.

2) 주요산업

- 독도·간도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사업

- 초·중·고교생 독도·간도교육 및 탐방, 독도·간도사랑 사진 자료 전시

-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사랑 정보검색대회 주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독도·간도의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활동 지원

- 기타 본 센터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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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관측센터
1) 연구소의 목적

- 지구환경의 기후변화와 국토공간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관측, 항공관측, 위성관

측 등의 지구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지.지구정보과학 분야의 교육연구, 기술개발, 계측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구정상회의(GEO)와 유엔지구공간정보관리(UN GGIM)의

활동과 관련된 국가의 융복합산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산업

- 지구관측분야 연구.기술개발

- 지구정보관리 연구.기술개발

- GEOSS, GGIM 지원업무

- 국토해양부 교내관측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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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과학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식품 및 영양과학의 기초, 응용연구를 수행함

- 식품과학부의 특화 및 발전의 모색

(1) 대학부설 식품공장의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수행

(2)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및 건강한 자아관 정립을 위한 비만 및 체중관리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상담소 운영

(3) 국가 및 민간 연구재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책연구에 참여

(4) 연구 논문 및 세미나,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국내외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여 경일대

식품과학부의 위상 정립

- 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정립

(1) 전통 식품의 과학화 및 기능성 연구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2)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만성 성인병 관리프로그램과 관련 치료식 및 보조식품의 개발

- 지역 사회 및 산업에 기여

(1) 국가성장동력산업인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을 위하여 지역 관련 산업체들과 공동연구

수행

(2) 식품가공, 위생, 품질평가 관련 기술지도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3) 지역사회영양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영양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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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피해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범죄피해자 문제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인권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대학생 교육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에 연구결과를 파급해 나가고자 함

- 지역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여 실제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경일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함

2) 주요사업

- 피해자학 관련 논문 및 저서 저술 추진

- 연구진이 보강되고, 연구보조인력 확충되면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대회를 유치, 세계피해

자학 대회 참가 등 학술활동 추진

- 향후 [국제피해자학연구소, Kyungil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로 발전시켜

국내 유일의 국제피해자학 연구소로 만들어 경일대 브랜드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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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반방재센터
1) 연구소의 목적

- 국가와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반분야의

기술개발, 연구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반방재센터는 지반 및 도로, 급경사지, 계측분야 등의 지반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각종 재해, 재난 그리고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국가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 사회기반시설물의 사전감시기술과 지반방재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각종 재해로

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을 지향한다.

2) 주요사업

- 지반 및 방재에 관련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

- 지반 및 방재와 관련된 문제의 분석과 해결에 관한 제반 연구

- 산학연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축 및 Project 수행

- 산학연 상호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협정서 체결

- 외부 위탁 과제 연구수행 및 용역을 통한 신기술 개발

- 지반 및 방재분야 관련 국책사업수주를 위한 기획연구활동 지원

- 지반방재관련 기술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기타 본 센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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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자리정책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일자리창출과 고용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자문 및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지식경제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연구와 사업지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소와 주민복

지에 기여함

- 지역 고용직업능력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자문 및 사업 참여를 통하여 지자체의 일자리창

출역량 증대에 기여함

2) 주요사업

- 새로운 고용아젠다 발굴 및 국가고용전략 및 지역 일자리정책 연구

- 지역 일자리공시제 정착과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자문

-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및 수행 컨설팅

-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

- 지역 고용주체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지역고용거버넌스구축 및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연구 및 자문

- 지역 고용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청년일자리정책 및 사업, 미스매치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 지역 고용노동HRD관련 제반 학술연구, 실태조사 수행,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선진국 고용동향, 일자리,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임금, 복지 등 관련 연구

- 취업박람회 등 구인구직활동 지원

- 지역 고용동향 점검 및 지역 고용문제의 이슈화 공론화

-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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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변환디자인연구소
1) 연구목적

‧건축의 시대적, 사회적 변환과정에 대한 분석 및 대안에 관한 연구

‧도시, 건축, 공간의 전환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한 디자인적 제안

2)주요사업
‧기본연구사업/수시연구사업

연구소에서는 국정과제 및 국가의제를 반영한 시의성, 전문성 있는 연구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소의 고유연구로서 기본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연구사업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와 수시연구과제(수시연구사업)로 구분됩니다.

기본연구과제는 건축 · 도시공간과 관련한 국정과제, 연구소 경영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바탕으로 이론적 ·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 도출 및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선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수시연구과제는 시급한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현안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정책수립 ·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수탁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은 건축도시 관련 법령 또는 연구소 내규에 따른 역할 범위 내에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으로부터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적연구과제

와 사기업에서 건축적 모델개발을 위해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적연구과제로 구분되

어집니다. 이러한 용역계약을 통해 각종 기본계획수립, 정책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 공모전 수행 등 사회적 기여도가 큰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협동연구사업

국가적,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효율성 도모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연구소와

타 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여러 연구기관, 관련협회, 학회와의 긴밀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산학연계사업

산학연계사업은 관련 산업계를 위한 실질적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실질적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산학연계연구사업과 대학/대학원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실무적 수행과

제를 교차시킬 수 있는 산학실무연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사회와 전문지식기반 산업계의 학문적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산학실무연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전반적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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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술심리치료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무한 경쟁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경쟁 가정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이 필요한 아이들부

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따돌림에 괴로워하는 청소년들, 가정폭력과 비행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들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상담과 치유가 필요함.

- 대학을 들어가서도 진로미결정으로 진로설계가 되지 않는 대학생들, 고용의 불안정으로

미래의 걱정이 많은 취업준비생, 직장동료와의 불화로 이직을 고민하는 성인들의 고민은

늘 존재합니다. 또한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와 고립된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심리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과학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심리적 처방과 상담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소는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초연구, 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 및 학회와 학문적 임상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를

양성해 오고 있음

2) 주요사업

- 상담 및 코칭 교육프로그램 기반 연구

- 예술심리상담사 및 임상심리상담사 양성 교육 연수 진행

- 재난미술치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종 심리검사 및 부모교육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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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소에너지연료전지연구소
1) 설립목적

- 최근 들어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

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확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태양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는 고갈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우수

한 에너지원이나 그 발전의 간헐성으로 인해 널리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수소에

너지와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들 에너지원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으며, 이의 예타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소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소의 생산·이송·저장 기술의 개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수소전기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연료전지 활용 기술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수소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산

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연구소는 대구·경북의 그린에너지엑스포와 연계하여 매년 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술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연구소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관하여, 전국적으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분야의 저변 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사회의 도래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사업

1.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분야 자료수집

2.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분야 자문활동

3.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분야 포럼 개최

4.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분야 연구의 수행 및 지원

5. 기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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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산학협력단



1. 산학협력단
1) 개 황

본 대학교의 산학연협력 및 연구지원을 위해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였다.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제반업무의 총괄 및 지원, 각종 국책사업의 지원, 교원의 교내․외

연구 활동의 체계적 지원,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지원 등 산학연협력 및 연구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 연구 활동 제고 및 산학연협력 활동의 강화를

도모한다.

2) 연 혁

 1996. 06 연구정보처 설립

2001. 03. 01 연구지원센터 설립

2003. 02. 06 창업보육센터 개소식

2004. 03. 11 산학협력단 설립

2006. 05. 18 경일대학교 R&DB센터 준공

2007. 07. 01 지식경제부 주관 ACT-RIC(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 선정

2008. 07. 01 노동부 주관 권역별 직업중심대학 선정

2009. 08. 01 중소기업지원센터→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명칭변경)

2010. 03. 02 중소기업청주관 대학창업지원단사업 선정

2010. 05. 31 산학협력관 준공

2010. 10. 06 중소기업기술융․복합지원센터 개소

2011. 02. 16 경북 유일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거점대학 선정

2011. 09. 01 공공연구기관 우수기술탐색 민간이전·공급사업 선정

2012. 04. 앱 창업 전문기관 육성사업 선정

2012. 0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간 공동기술사업화사업 선정

2012. 09. 01 중소기업산학협력관(대·경 중소기업청 內) 개소

2013. 03. 05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선정

2013. 06. 18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선정

2013. 09. 17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육성사업 선정

2014. 05.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2015. 05.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 선정

2015. 06. 산학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

2016. 12.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SCHOOL)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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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2017. 10.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양성사업 선정

2018. 05.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2018. 07. 제12대 산학협력단장 김현우(철도학과) 교수 취임

2019. 0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기관 지정

2019. 01. 경일대학교-경북 드론 협회 ‘무인항공사업 교류·협력’ 협약 체결

2019. 01. 제8회 KOLLABO EXPO 개최

2019. 0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 선정

2019. 04. 경일대학교-한국가스공사 ‘보안드론 도입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협약’

2019. 06.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선정

2019. 11. 제19회 경북산학협력기술대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

2019. 11. 경북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강화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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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경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경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본 대학 안에 둔다.(개정 2012.4.1)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

②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개정 2012.4.1)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개정 2012.4.1)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12.4.1)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개정 2012.4.1)

6.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개정 2012.4.1)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개정 2012.4.1)

8. 삭제(2012.4.1)

9.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0. 삭제(2012.4.1)

11. 삭제(2012.4.1)

12. 삭제(2012.4.1)

13.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개정 2012.4.1)

14.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12.4.1)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4.1)

1. 부설연구소: 대학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2. 기타: 대학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단 또는 특성화 사업단.

3.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633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제 2 장 조 직 및 운 영

제6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이사가 된다.(개정 2012.4.1)

제7조(단장) ①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2008.2.15) (개정 2012.4.1)

②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

③단장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2.4.1.) (개정 2016.7.22.)

④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4.1)

제8조(운영위원회) ①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08.2.15) (개정 2012.4.1)

(개정 2014.11.27)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제9조(감사) ①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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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행정사무) ①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계약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⑤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⑥행정사무 및 하부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 산 및 회 계

제12조(기본재산)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제13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4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14조(수입)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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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16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는 대학 총장의 사전허가

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산학협력단의 재산관리 및 처분

제17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기관)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

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지출방법)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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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상 금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8.2.15)

제24조(해산) ①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②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

③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경일대학교 신문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2.

19)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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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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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센터
1) 설립연도

◦1996년 6월

2) 설립목적

◦산‧학‧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기술을 개발하고,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센터장

◦1996. 6. ～ 2000. 2 센터장 허만우(섬유패션학부)

◦2000. 3. ～ 2005. 2 소장 김도태(기계자동차학부)

◦2005. 3. ～ 2009. 7 센터장 유지형(토목공학부)

◦2009. 8. ～ 2010. 7 센터장 홍재표(전자정보통신공학과)

◦2010. 8. ～ 2011. 6 센터장 김병하(기계자동차학부)

◦2011. 7. ～ 2012. 8 센터장 함성원(화학공학과)

◦2012. 9. ～ 2013. 3 센터장 이광구(기계자동차학부)

◦2013. 3. ～ 2014. 4 센터장 조현덕(기계자동차학부)

◦2014. 4. ～ 2014. 10 센터장 김병하(기계자동차학부)

◦2014. 10. ～ 2015. 9 센터장 임성운(로봇응용학과)

◦2015. 9. ～ 2016. 1 센터장 김정현(기계자동차학부)

◦2016. 1. ～ 2020. 1 센터장 신재호(기계자동차학부)

◦2020. 2. ～ 현 재 센터장 한경희(기계자동차학부)

4) 주요사업

①대구‧경북지역의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운영

②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③중소기업 생산기술 개발과 실용화 사업

④중소기업의 현장기술지도와 위탁과제의 조사, 연구 및 용역

⑤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⑥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정보교환 및 세미나 개최

⑦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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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실적

구    분
기술개발

과 제 수
개발사업비

지  적

재산권

학술지

발  표

시제품

제  작

공정개선

기술이전

상품화

완  료

1996년(4차) 21 322,440천원 7 9 6 21 3

1997년(5차) 15 278,000천원 5 11 12 10 2

1998년(6차) 14 336,310천원 8 3 9 12 5

1999년(7차) 14 384,000천원 8 3 7 14 5

2000년(8차) 12 349,000천원 3 7 9 9 4

2001년(9차) 16 408,000천원 6 16 16 12 5

2002년(10차) 16 394,678천원 2 14 15 16 3

2003년(11차) 21 574,901천원 12 5 19 19 3

2004년(12차) 18 472,140천원 6 23 14 16 2

2005년(13차) 19 586,660천원 10 2 15 15 1

2006년(14차) 21 776,100천원 9 3 19 19 3

2007년(15차) 19 857,000천원 8 1 19 16 8

2008년(16차) 13 964,992천원 3 - 13 13 5

2009년(17차) 6 717,311천원 6 1 6 6 4
2010년(18차) 7 704,187천원 1 - 8 7 2

2011년(19차) 13 947,983천원 4 - 16 20 6
2012년(20차) 16 1,063,199천원 2 - 20 24 9

2013년(21차) 18 1,637,432천원 3 1 6 10 4

2014년(22차) 8 859,570천원 3 2 15 15 8
2015년(23차) 13 1,199,623천원 2 2 12 15 3

2016년(24차) 12 1,200,340천원 3 1 14 15 3
2017년(25차) 8 793,407천원 4 2 10 12 2

2018년(26차) 3 97,975천원 3 - - 3 -

2019년(27차) 5 223,620천원 2 - - 1 -

합 계 328 16,148,868천원 120 106 280 32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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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센터
1) 센터현황

기술이전센터는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설치되어 본교의 직무발명, 학생발명,

노하우, 특허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기술의 양도, 실시권허여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 함

2) 수행업무

- 지식재산권의 관리

- 발명의 승계, 특허출원/등록

- 기술가치평가

- 기술이전

- 기술이전 관련 사업 진행, 기술 홍보

3)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2019.12.31.기준)

특허권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국내 해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

168 0 0 62 2 99

※ 양도, 포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기술 제외

4) 기술이전 현황(2019.12.31.기준)

연도 건수 특허이전 노하우이전 계약금액(천원)

2012 4 4 0 139,090

2013 10 8 2 256,336

2014 3 0 3 130,000

2015 16 7 9 237,153

2016 19 4 15 100,790

2017 34 14 20 224,736

2018 28 9 19 136,051

2019 31 7 24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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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장비운영센터
1) 센터현황

공용장비운영센터는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와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으로, 교내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제품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2) 수행업무

  - 부품내구성, 소재품성, 부품강도 시험

- 아이디어 발명품, 시제품제작

- 홍보용 제품사진 촬영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장비활용 캠페인

3) 보유장비

• 아이디어팩토리 장비

- 설치장소 : 창의융합교육센터(12호관)

- 장비현황

연번 장비명 모델
1

3D프린터 3D 프린터

MAKERBOT REPLICATOR Z18
2 EDISON PRO(PREMIUM)
3 NEURON
4 FORM2

5 CNC
3축 CNC C4-1325C
4축 CNC MDX-40A(ZCL-40A)

6
전기가마

전기환원가마 CFTL-700
7 전기가마 SKUTT KM1018
8

수정/성형

비닐커팅기 SILHOUETTE CAMEO 3
9 3D 스캐너 SENSE 391230
10 아크릴 절곡기 ABM-700
11 샌드블라스트 ORG3
12 버큠프레스 VACUPRESS
13 진공성형기 FORM BOX
14 제품촬영 미니 스튜디오 NIKON D810 외

• 자동차부품시험RIC 장비

- 설치장소 : 산학협력관(25호관)

-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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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비명 모델
1

내구시험

진동시험기

EDS7000-480(7t)
2 EDS4000LS-44(4t)
3 EDS600-230(600Kg)
4 S201LS3-340(2t)
5 MAST Model 323.40
6

다축내구

2.5 ton
7 5 ton
8 10 ton
9 25 ton
10

환경시험

항온항습챔버
DS-TH-294(ℓ)

11 DS-TH-578(ℓ)
12

열충격시험기
ITC-TSC-D137

13 ITC-TSC-D253
14 오존노화 시험기 ITC-OWC-500
15 내수시험기 DS-RT-1440(ℓ)
16 복합부식시험기 JYS-CCt-1000L
17 먼지성시험기 DTCLCF
18 염수분무시험기 DS-SST-498(ℓ)
19 복합 항목 시험 2개 시험 항목 이상
20

측정

프로파일 PV-5110
21 광택도 측정기 VC-2000
22 공구현미경 MM-800/L
23 도금두께 측정기 X-Strata960
24 표면거칠기 1500SD-13
25 비커스경도기 HM124
26 로크웰경도기 HR522
27 3차원측정기 CONTURA G2
28 3차원스캐너 ATOS II
29 역설계 ATOS II
30 인장피로시험기 Model 370.10
31

측정

3축머시닝센터 VM960

32
다기능복합가공

기
INTE-200AT

33 수직형 CNC선반 SKT-V80R/L
34 CNC선반 SKT300L
35 CNC외경연삭기 KGN32x500
36 범용밀링 PM-2TH
37 범용선반 NARA6015
38 평면연삭기 DGS-630A
39 레이디얼가공기 JRD-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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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북TP특화센터
1) 사업 내용 : 특성화분야 연구·개발·촉진 사업

- POST-BI 및 공장설치지원/ 창업보육 연계지원 : 우수기업 배출에 의한 센터 인지도

상승 기대

- 정부지원 R&D사업 참여지원 : 지속적인 정부지원 R&D사업 참여를 통한 스타기업으로

의 육성

- 경영·기술 지원 컨설팅 : 기업의 경영 및 기술 등 애로분야 지도를 통해 창업성공

가능성 향상

- 창업사업화 지원 : 마케팅 및 지재권 등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 성공률 제고

- 입주기업 교육지원 : 입주기업 교육지원을 통한 CEO 역량강화

2) 조직도 및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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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부품시험RIC
Ⅰ. 사업내용

❍ 자동차부품산업에 요구되는 첨단고가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소재물

성, 부품 강도시험 등을 수행하여 기업의 제품 신뢰성 향상에 기여

❍ 협력기업 및 지역혁신주체들과의 네트워크와 센터의 지원체계를 통한, 지역 자동차부

품기업의 장비활용 활성화와 센터의 자립화 실현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7. 1 ~ 2022. 2. 28(15년)

❍ 성과활용기간 : 2017. 3. 1 ~ 2022. 2. 28(5년)

❍ 협력기업 : 에스엘(주) 등 138개 기업

❍ 사업비 : 15,837백만원

❍ 주요 연혁

▫ 2007. 7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센터사업 협약체결

▫ 2008. 7 센터 주관 노동부 지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선정

▫ 2008. 10 센터 건물 착공

▫ 2009. 1 (사)중소기업이업종대구경북연합회 융합분과위원장 활동

▫ 2009. 7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대구경북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 참여

▫ 2009. 10 경북RIC협회장 활동

▫ 2010. 3 중소기업청 지원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 2010. 5 센터 주관 중소기업청 지원 중소기업기술융복합지원센터 선정

▫ 2010. 9 개소식

▫ 2010. 12 (사)중소기업이업종대구경북연합회 이업종교류대상 수상

▫ 2012. 3 장비활용형 RIC 확정

▫ 2014. 4 KOLAS 시험인정기관 획득

▫ 2015. 3 공동연구형 RIC 변경, 대학 컨소시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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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성과활용 1차년도

▫ 2018. 3 성과활용 2차년도

▫ 2018. 4 KOLAS 시험인정기관 갱신

▫ 2019. 3 성과활용 3차년도

▫ 2019. 6 2019 연구기반 활용사업 선정

▫ 2020. 3 성과활용 4차년도

Ⅲ. 주요사업

❍ 장비활용
: 장비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화, 창업지원,

네트워크, 마케팅 등 부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주요사업 간, 기관 간, 인프라 간의

상호 연계성을 기반으로 세부 프로그램 진행

❍ 기업지원
: 기업의 기술력 향상, 매출신장, 제품 불량률 감소,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원사업

소개, 연구개발, 산업자문 등 연계

❍ 주요 기술분야 확대 및 신사업 발굴

: 스마트모빌리티와 스마트팩토리 분야 관련 시험 확대와 신사업 발굴을 통해 센터의

시험장비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평가기법 및 평가역량을 강화함

Ⅳ. 주요장비현황

❍ 내구 시험장비 (센터 핵심 장비)

▫ 내환경진동시험기(Combined Environmental Electro-Dynamic Vibration System)

▫ 6자유도진동내구시험기(6DOF-MAST)

▫ 다축내구시험기(Multi-Axial Endurance Testing System)

❍ 환경 시험장비

▫ 항온/항습 챔버(L/H Temperature & Humidity Chamber)

▫ 내수시험기(Rain Test Chamber)

▫ 염수분무시험기(Salt Spray Test Chamber)

▫ 난연성 시험기(Non-burning Tester)

▫ 열충격 시험기(Thermal Shock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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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노화 시험기(Ozone Weather Chamber)

▫ 복합부식시험기(Cyclic Corrosion Tester)

▫ 내먼지시험기(Dust Tester)

❍ 측정장비

▫ 표면거칠기 측정기(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System)

▫ 광택 측정기(Gloss Meter)

▫ 로크웰 경도기(Rockwell Hardness Tester)

▫ 비커스 경도기(Vickers Hardness Tester)

▫ 프로파일 측정기(Profile Projector)

▫ 공구 현미경(Measuring Microscope)

▫ 도금두께 측정기(Coating Thickness Measurement Instrument)

▫ 3차원 측정기(3D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 3차원 광학 스캐너(Optical 3D Digitizer)

❍ 가공장비

▫ CNC 선반(CNC Lathe)

▫ CNC 와이어 방전가공기(CNC Wire EDM)

▫ CNC 방전가공기(CNC EDM)

▫ 3축 CNC 머시닝 센터(3-Axis CNC M/C, 9th Size)

▫ 5축 CNC 고속가공기(5-Axis CNC M/C)

▫ CNC 복합가공기

▫ CNC 수직선반

▫ CNC 원통연삭기

Ⅴ. 기대효과

❍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협력기업 및 지역혁신주체들과의 네트워크와 센터의 지원체계를 통한 지역 자동차부

품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매출 및 경쟁력 향상, 고용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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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실무 교육과 취업 연계
▫ 기업 연구개발, 품질보증시험, 신차개발부품시험 등 다양한 제품 시험과정에 대한

참관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임

▫ 협력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추후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교육 및 졸업생

취업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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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부품HRD사업단
1) 사업단 현황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 보유한 우수 교육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사업기간 : 2008. 07. 01 ～ 현재 계속 사업 중
․사 업 비 : 8,165백만원(국비 6,732백만원, 교비대응 1,432백만원)
․사업단장 : 한 경 희 (기계자동차학부, 2020.02.01 ~ )

2) 추진경과
․2008.06 : ‘2008년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권역별 직업훈련중심대학’ 선정
․2009.06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평가 ‘A’등급 획득
․2010.05 : 산학협력관 준공(산학협력관 4, 5, 6층을 전용공간으로 사용)
․2011.01 : 명칭변경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3) 사업내용
․양성훈련: 채용예정자에게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는 훈련
․향상훈련: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지식․기능을 보충하기 위한 훈련
- 모집식 훈련 : 연간일정표에 따라 무료로 실시하는 훈련
- 주문식 훈련 : 기업체 주문식(맞춤식)으로 실시하는 훈련
- 유급휴가훈련 : 사업주로부터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 수료한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4) 연도별 사업실적(명, %)

구 분 실시
과정수

실시
인원

수료
인원

목표
연인원

수료
연인원 달성율 기 간

1차년도 86 1,864 1,760 3,000 8,018 267 2008.07.01~2009.06.30

2차년도 156 2,571 2,494 4,040 4,535 112 2009.07.01~2010.06.30

3차년도 123 2,875 2,778 5,030 5,897 117 2010.07.01~2011.06.30

4차년도 58 1,272 1,225 3,550 3,680 104 2011.07.01~2012.06.30

5차년도 23 434 410 1,480 827 56 2012.07.01~2012.12.31

6차년도 57 1,193 1,150 2,640 3,456 131 2013.01.01~2013.12.31

7차년도 44 1,026 829 3,040 1,522 50 2014.01.01~2014.12.31

8차년도 34 974 839 1,420 2,537 179 2015.01.01~2015.12.31

9차년도 35 1,172 1,044 640 1,593 250 2016.01.01~2016.12.31

10차년도 46 1,383 1,307 740 1,501 203 2017.01.01~2017.12.31

11차년도 57 1,367 1,330 1,050 1,508 127 2018.01.01~2018.12.31

12차년도 40 1,003 976 792 1,417 178 2019.01.01~2019.12.31

합 계 759 17,134 16,142 27,422 36,49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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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참여
․구비서류제출(http://hrd.kiu.ac.kr에서 양식다운)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위탁훈련비지원동의서, 교육신청서 작성 후 사업단에 제출
․참여대상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의 소속 임직원

6) 보유장비

구입장비 명 수량
(set) 구입내용 설치장소 호실명 사업연도

1 5축CNC고속가공기 1 5축CNC고속가공기(Hi-V560M/5A, 현대위아(주))
산학협력관
실습동1층 실습동

1차년도
(08.07.01~
09.06.30)

2 공압제어실습Kit 21 컴퓨터,
미쯔비시PLC(Q-02H)

산학협력관
504호

공압제어
실습실

3 진동내구시험장비 7 컴퓨터, 가진기(ED950-120),
앰프(PA-1200B), 제어기(LMS)

산학협력관
실습동203호

진동내구
실습실

4 금형설계해석/5축가공데이터생성장비 34 컴퓨터, ANSYS,
Cimatron(A72C)

산학협력관
403호

금형설계
해석실

5 LabView시스템 21 컴퓨터, LabView실습장비
LabView S/W(NI)

산학협력관
503호

LabView
실습실

6 CAD/CAM시스템 34
컴퓨터, CATIA(R18),
UG(NX5), Pro-E(Wildfire4.0),
EdgeCAM(V12.5), Inventor(2009)

산학협력관
404호

CAD/CAM
실습실

1 CAE솔루션시스템 21
컴퓨터, HyperMill,
MasterCAM(Ver.X4),
MoldFlow(2010)

산학협력관
405호

CAE
실습실

2차년도
(09.07.01~
10.06.30)

2 품질관리시스템 31 컴퓨터, MiniTab(R15) 산학협력관
401호

통계적
품질관리실

3 웹솔루션시스템 1 방범용카메라,
관리모니터 등

산학협력관
602호

사업단
사무실

4 인버터제어시스템 21 인버터제어시스템
(MITSUBISHI, FR-E720)

산학협력관
504호

공압제어
실습실

1 다기능복합가공기 1 다기능복합가공기
(INTEGREX 200AT, 마작)

산학협력관
실습동1층 실습동

3차년도
(10.07.01~
11.06.30)

2 수직형CNC선반 1 수직형CNC선반(SKT-V80R/L, 현대위아(주))
산학협력관
실습동1층 실습동

3 CNC외경연삭기 1 CNC외경연삭기
(KGN32×500, 현대위아(주))

산학협력관
실습동1층 실습동

4 3차원측정기 1 3차원측정기(CONTURA G2, Carl Zeiss)
산학협력관
105호 측정실1

5 3차원광학스캐너 1 3차원광학스캐너
(ATOSⅡTRIPLESCAN, GOM)

산학협력관
105호 측정실1

6 인장/피로시험기 1 인장/피로시험기(LandMark100, MTS)
산학협력관
103호

재료내구
실습실

7 CAM전용실습장비 21 컴퓨터, 빔프로젝터,
방송시스템 등

산학협력관
406호

CAM전용
실습실

8 MasterCAM 21 S/W
(Ver.X5, CNCsoftware Inc.)

산학협력관
406호

CAM전용
실습실

9 PowerMill 21 S/W
(Ver.2010, Delcam Plc.)

산학협력관
406호

CAM전용
실습실

10 정보시스템구축 1 스위칭허브, 랙 등 산학협력관 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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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IU무인항공교육원
1) 설립목적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획득하여 체계적이

며 수준 높은 교육과정들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장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드론전문조종자와 지도자 그리고 다양한 드론활용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산업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사업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 과정

- 교육대상 : 만 14세 이상(신체조건 : 자동차운전면허보통2종 이상 응시가능)

- 모집인원 : 1기수 8명

- 교육기간 : 평일반 3주 / 주말반 5주

- 교육비용 : 과정별 별도문의

교육훈련 훈련시간 훈련내용

모의비행 모의비행 20시간 이착륙, 호버링, 측면호버링, 전후좌우 패턴이동

학과교육 학과교육 20시간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비행운용이론

실기교육 실기교육 20시간 교관동반비행 8시간, 단독비행 12시간

자격평가 평가 후 국가자격증 취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지도조종자 과정

- 교육대상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취득자

- 모집인원 : 1기수 1명

- 교육기간 : 1일 2시간 / 주 5일 (8주 과정)

- 교육비용 : 300만원 (과정별 별도문의)

교육훈련 실기교육 훈련내용

교육내용 100시간 단독 및 동반 비행 검증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drone.kiu.ac.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dldydwo89@ki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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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정

- 1주차 : 드론 시스템 제어 설계(10시간)

일시 강의 내용

1교시 드론의 기본 개념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체 구조 이해(5)

2교시 드론(drone)의 프로그래밍 기초 설계 및 제어 실습(5)

계 10시간

- 2주차 : 드론 공간정보기술(3차원 자율 비행 및 맵핑) (10시간)

일시 강의 내용

1교시 공간정보와 드론의 발전(5)

2교시 드론 자율비행 제어 및 영상 제작과 활용(5)

계 10시간

- 1, 2주차 : 드론 조종 자격과정 40시간(이론 20시간 + 비행실기 20시간)

<이론교육>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항공법규(2), 항공기상(1)

2회차 항공기상(1), 항공역학(2)

3회차 항공역학(3)

4회차 비행운용이론(3)

5회차 비행운용이론(3)

6회차 비행운용이론(3)

7회차 비행운용이론(2)

계 20시간

<비행실기교육>

과목 교관동반 비행시간 단독 비행시간 계

장주 이착륙 2 3 5

공중 조작 2 3 5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3 6 9

비정상 및 비상절차 1 0 1

계 8시간 12시간 20시간

※ 비행실습은 규정상 1:1 교육으로 하며 개인 및 교육원 일정을 반영하여 교육 기간

내 날짜 및 시간 선택 가능 (개인별 20시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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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2018.09.20 경일대 학생들, 안동 드론페스티벌 참가

2018.09.20 경일대 무인항공교육원, 대구 드론페스타 드론시연 및 체험부스 운영

2018.11.19 경일대학교 KIU 무인항공교육원 . 홍보 영상

2019.01.09 (사)경상북도드론협회‧경일대학교 MOU협약
2019.01.15 KIU 무인항공교육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기관 지정

2019.02.18 경일대 내 실기교육장에서 드론조종자격 취득시험

2019.04.10 한국가스공사‧경일대학교 MOU협약

2019.04.26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론협회, 드론산업 육성 기반구축 MOU협약
2019.05.13 '국가중요시설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훈련' 드론수색 임무 수행

2019.05.14 제9회 의성 세계연축제 및 제1회 의성드론챌린저 홍보 및 전시활동

2019.07.11 경산경찰서-경일대학교 MOU체결

2019.07.24 경주시‧경일대학교, ‘드론 조종자’ 양성 MOU협약
2019.09.21 수성구의회, ‘2019 대구 드론 페스타’ 참가

2019.09.28 2019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참여

2019.10.06 2019 포항 드론페스티벌 대회 및 행사운영

2019.10.07 대구동부경찰서‧경일대학교 MOU협약

4) 조직도

KIU무인항공교육원장

운영위원회

교관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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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드론활용전문인력양성사업단
1) 설립목적

국가 정책사업, 공공건설, 하천관리, 산림보호, 수색정찰, 에너지 등 분야 성장기반에

필요한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

2) 사업내용

- 2018 경상북도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2018.5~2018.12)

- 2019 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체계구축 사업(2019.6.1.~2019.11.30.)

3) 조직

드론활용전문
인력양성사업단장

운영위원회

교관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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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학진흥팀
  1. 산학연협력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2. 산학연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복무 관리업무

4.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통제

5. 산학연협력사업 홍보 및 유치 업무

6. 가족회사제도 관련업무

7.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및 관리 업무

8.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사업화 관련업무

9. 위원회 관련업무

10.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연구지원팀
1. 학술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진흥 사업지원

2. 교외 연구과제 지원관리

3.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위원회 관련 업무

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2. 산학재무팀
1. 각 사업단 자금지출 및 수입관리 업무

2.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

3.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급여 지급 관리 업무

4. 각종 세금 원천징수 업무

5. 회계 결산 업무

13. 산학구매팀
1.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계약 업무

2. 신축 및 증축, 보수공사 계약 업무

3. 실적증명서 발급 업무



4. 입찰 진행 및 결과보고, 계약 업무

5. 물품의 검수 업무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4. K-MOVE팀
1) 개 황

  대학졸업자및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글로벌및다양한취업영역시야를제공하고

대학의 글로벌 실무교육프로그램 구축의 일환으로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한 ICT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현황

구분 1기 2기 3기 4기

글로벌

ICT

전문가

과정

명
연수 취업 연수 취업 연수 취업 연수

취업

(예정)

8 6 11 11 6 6 8 7

천

원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9,912 101,430 57,016 69,786

3) 수행업무

ㅇ 직무, 어학, 소양 및 취업 교육 진행

ㅇ 해외(일본) 구인 수요처 발굴 및 교육과정 편성

ㅇ 해외(일본)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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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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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1. 관련규정

   학칙 제11장, 학사운영규정 제4장

2. 정 의

   한 학기동안 학생이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일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

3. 시기 및 장소

   1) 재학생 : 매 학기 소정기간
   2) 신입생 : 등록마감 후 소정기간
   3) 복학생 : 매 학기 소정기간
   4) 장  소 : 개인PC(인터넷 환경)

4. 절차 및 방법

   1) 매 학기 소정기간 내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표에 의거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학생이 직접 컴퓨터로 온라인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2) Web 수강신청 방법(개인PC) : 본교 홈페이지(www.kiu.ac.kr)에 접속→ “수강신청 안내” 배너 
클릭 → “수강신청하기” 클릭 → 본인ID와 password 입력 →  수강신청 →  확인

   3) 수강신청교과목 확인 : kiu포털시스템 → 수강 → 수강신청내역조회

5. 수강정정

   수강 신청 교과목 폐강 등의 사유로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기 초 소정기간 내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학생이 직접 정정하여야 한다.

6. 이수허용학점

   1) 최대 신청학점

     

졸업학점 매학년도 취득가능학점 학기최대수강가능학점
120학점 33 17
126학점 35 18
130학점 36 19
160학점 36 19

   2) 학생의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이고 결격과목이 없는 자로서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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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5미만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최대 
허용학점에서 3학점 삭감한다. 단, 지도교수 상담, 학업계획서 제출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면제한다.

7. 유의사항

   1) 수강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수강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된다.
   2) 교직과목 수강신청은 교직과목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만 가능하다.
   3) 실험․실습 및 강의실 활용인원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4)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본인착오, 저장실패, 기타)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수강신청 한 강좌의 수강인원이 많을 경우 분반이 될 수 있으며 수강신청시의 담당교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강 시 담당교수의 최종 전산 출석부에 본인 등재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특히 수강정정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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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포기
1.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20조

2. 정 의

   당해 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함으로써 
취득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학기당 1과목만 포기 가능)

3. 신청기간

   매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 소정기간

4. 신청절차

   
원서수령
(수업학적팀)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 지도교수 및 소속학부
(과)장 확인

→ 원서제출
(수업학적팀)

5. 유의사항

   ① 수강포기 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② 수강포기 한 과목에 대해서는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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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1. 관련규정

   학칙 제3장

2. 수업연한

   4년,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단, 5년제 전공자는 5년으로 한다.)

3.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661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4. 출석
1. 관련규정

   학칙 제38조, 학사운영규정 제15조, 제36조

2. 출석부 확인 및 인정

   1) 학생이 수강신청 시, 전자출결시스템에 이름이 등재되며 수강신청 후 학적변동(휴학, 제적 
등)이 있을 경우, 출결조회 프로그램에서 삭제된다. 출석부에 미등재된 학생은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다.

   2) 교수는 출석부에 전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를 임의로 등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기당 결석일수가 수업일수 1/3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으며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한다.
   4) 본인결혼, 직계 존․비속의 사망, 병사관계(신체검사 등) 및 기타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의 출석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다.
호 사 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1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5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6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단대체육대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학생취업처장의 승인 서류
7 교육실습, 현장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8
취업[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확인
서(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채용 전제 관련 서류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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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절학기
1. 관련규정

   학칙 제9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

2. 정 의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조기졸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점 미 취득자에게는 재이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보충 프로그램으로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년 2회 개설한다.

3. 신청학점

   학기당 6학점의 범위 내

4. 수 강 료

   수강료는 학점단위로 책정 (단, 수강자가 10명 미만일 때에는 폐강하고 수강료는 환불함)

5. 신청기간

   개설 전 소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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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수(연계)전공
1. 관련규정

   학칙 제10장,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연계전공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정 의

   소속학부(과)의 전공 이외에 적성에 맞는 학부(과)의 전공을 선택하여 2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로의 복수전공 제외)

3.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32학점 이상 취득자

4. 신청기간

   매 학기 중 소정기간

5. 신청절차

   
복수(연계)전공
이수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수업학적팀)

→ 복수(연계)전공
대상자 결정 및 발표

→ 복수(연계)
전공 이수

6. 이수학점

   해당 교양학점을 이수하고, 소속학부(과)의 전공 42학점 이상, 복수(연계)전공학부(과)의 전공 
36학점 이상을 최소전공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은 80학점 이상 이수, 5년 이상 수학)

7. 유의사항

   ① 주전공, 복수(연계)전공 졸업요건(최소 전공학점 및 논문 pass)을 모두 갖추어야 졸업 가능
   ② 복수(연계)전공 포기 시 복수(연계)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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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 전 공
1. 관련규정

   학칙 제10장,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2. 정 의

   소속학부(과)의 전공 외에 적성에 맞는 학부(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로의 부전공 제외)

3.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32학점 이상 취득자

4. 신청기간

   매 학기 중 소정기간

5. 신청절차

   
부전공 이수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수업학적팀)

→ 부전공 대상자 결정
및 발표

→ 부전공 이수

6. 이수학점

   부전공 이수 학부(과)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지정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부전공 이수자는 건축설계 및 설계스튜디오 교과목 22학점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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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공 배정
1. 관련규정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

2. 정 의

   학부 또는 자율전공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분야를 배정하여 학생에게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

3. 배정시기

   학부별 교육과정 편성표에 의거하여 전공배정 대상학년 학기 종료 전 배정

4. 신청기간 및 접수

   학기 중 소정기간 내

5. 배정방법

   학생 자율 전공 배정

6. 신청절차

   

전공배정 지망원서 교부
(학부(과) 사무실, 홈페이지)

→ 전공배정 지망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확인

→ 전공배정지망원서제출
(학부(과) 사무실)

→ 심사 및 사정
(전공배정위원회)

→ 전공배정 결과 공고
(학부(과) 사무실, 홈페이지)

7. 유의사항

   1) 전공배정 지망원서 미제출자는 임의 배정한다.
   2) 성적인정 군휴학자는 반드시 전공배정 지망원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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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부 (과) 및 전공변경
1. 관련규정

   학칙 제6장, 전부(과) 및 전공변경 시행에 관한 규정
 
2. 정 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신청자격

   2학년 이상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가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과) 및 전공변경을 할 수 없다.
       1) 예·체능특기자/위탁생으로 입학한 자의 전부(과) 및 전공변경
       2) 야간에서 주간,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부(과) 및 전공변경
       3) 재적 학년을 기준으로 하위학년으로의 전부(과) 및 전공변경
       4)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로 전부(과)

4. 신청기간

   매학기(1학기 : 1월 초, 2학기 : 7월 초)

5. 신청절차

   

원서작성 및
소속학부(과) 확인

→ 원서제출
(수업학적팀)

→ 전형 및 사정

→ 전부(과) 및 전공변경
합격자 발표

→ 전부(과) 및 전공변경
교육과정 이수

6. 유의사항

   1) 전부(과) 신청자는 해당학기 학업성적 장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교직이수예정자, 부·복수전공학부(과)로 전부(과)시 기존의 이수자격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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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기졸업
1. 관련규정

   학칙 제30조, 학사운영규정 제9장

2. 정 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3. 신청자격

   1)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20 이상(계절학기는 4.0 이상)으로서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2) 졸업논문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졸업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
      ※ 편입학생, 재입학생, 5년제 전공자는 조기졸업 불가

4. 신청기간

   최종 학기 초 소정기간

5. 신청절차

   
신청원서 수령
(홈페이지)

→ 학부(과)장 승인 → 접수 및 결재
(수업학적팀)

→ 졸업예정 대상자에 포함

6. 유의사항

   1) 졸업최종학기도 평점평균 4.20 이상(계절학기는 4.0 이상) 되어야 한다.
   2) 4학년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매학기 평점평균은 성적포기학점 및 재이수포기학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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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졸업학점 및 교육과정의 적용
1.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학기(신입생)

구 분

영역별 이수학점

총
졸업학점

이수
학기

비
고교양최저

이수학점
선택
교양

전공최저
이수학점

2010~
2016
학년도

28학점

영역
폐지

60학점

(건축학전공
(5년제)은
90학점 이상)

130학점

(건축학전공
(5년제)은 160학점 이상)

8학기

(건축학전공
(5년제)은
10학기 이상)

학
년
별

필
수
교
과
목

포
함

2017~
2018
학년도

31학점

2019
학년도

27학점 영역
폐지

120
학점

126
학점

130
학점

160
학점

120
학점

126
학점

130
학점

160
학점

54
학점

58
학점

60
학점

90
학점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계
열,

미래융합
대학

공학계
열,
자연과
학계열

간호학
과

건축학
전공(5
년제)2020

학년도
28학점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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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영역구분 교과목명 교양필수

이수학점

신인재
기초

(진의)
사고와표현

창의적사고와글쓰기, 비판적사고력과의사소통, 영어말하기Ⅰ, 
영어말하기Ⅱ

교양
필수

8
(창의)

창의적문제해
결

어드벤처디자인, 유쾌한코딩 4
(열의)

리더십·진로 KIUM리더십, [신인재의진로찾기, 취업실무전략] 中택1 4
신인재
중점 스마트융합 [사례로보는빅데이터, IoT가바꾸는세상, 인공지능의이해]中택1

[빅데이터와정보시각화, 클라우드이해와응용] 中택1 4

신인재
균형

대학특성화
자율주행Ⅰ, 자율주행Ⅱ

스마트콘텐츠미디어Ⅰ, 스마트콘텐츠미디어Ⅱ 
스마트웰니스Ⅰ, 스마트웰니스Ⅱ

소프트웨어융합Ⅰ, 소프트웨어융합Ⅱ 

4개 
영역
선택
이수

8

의사소통
영어읽기와쓰기, Topic으로보는영어, 기초일본어, 일본어회화, 

기초중국어, 중국어회화, 명언으로배우는실용한문, 
공감과프레젠테이션

인문학
인물로보는한국사, 사건으로보는한국사, 서양역사와문화, 
동아시아역사와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문학의이해, 

즐거운철학이야기, 고전으로읽는세상, 세계문화여행,  
당신의삶을위한철학의에피소드, 사회봉사

사회과학
남북관계의현황과전망, 사례로배우는생활법률, 

대학생이알기쉬운경제상식,
공학과창업경영, 인간생활과토지, 퍼스널브랜딩과마케팅, 

부모교육과가족관계,
인간심리와감정치유

자연/기술과학

생활속의물리, 우주로의여행, 생활속의수학이야기, 통계로읽는세상, 
생명과학의세계, 생활속의방사선, 뇌과학이야기, 우리생활의드론, 
인간과로봇의공존, 문화로읽는건축이야기, 보안과해커, 여성과건강, 
인체질병과건강한삶, 식탁의혁명, 미생물과의공존, 인간과환경오염, 
재난과안전, 스마트한도시설계, 자동차의진화, 기후변화와에너지, 

생활속나노기술

예술/체육
사진으로세상읽기, 웰빙과웰다잉, 영화이야기, 만화의이해, 
패션과개성연출, 감성사회와디자인, 명화속의미술이야기, 

생활속의호신술, 스포츠와리더십, 패션과색채,  뷰티디자인, 
문화콘텐츠로세상읽기, 음악의이해

자기설계 자기설계교양Ⅰ, 자기설계교양Ⅱ, 자기설계교양Ⅲ, 자기설계교양Ⅳ, 
자기설계교양Ⅴ

자유
교양

계열기초 기초수학, 공학수학, 선형대수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실험, 
일반화학, 일반화학실험

필요시

윤리 생명윤리, 과학기술자윤리, 사이버윤리

재정지원사업

신기술트렌드와벤처창업, 행복한삶과가족, 1
인미디어콘텐츠제작과창업, 5G와스마트콘텐츠, 

사회문제를해결하는소셜벤처, 웹툰과스마트콘텐츠,  IT
창업과특허기술, 대구경북의이해, 경산의문화와산업, 

국제사회와정치, 민주주의와선거,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창업, 스타트업재무전략, 실용금융, 

직업의세계와진로설계, 캠퍼스스타트업
교양 최소 이수학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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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학기(편입생)

구분 졸업학점 편입시
 인정학점 전공학점 총

이수학점
이수
학기 비고

2학년 편입 2011학년도 
이후 130학점 32학점

(48학점) 60학점 98학점
(82학점)

6학기
(5학기)

( )는
2학년
2학기

 입학생에
 한함

3학년 편입

2012~2019
학년도

130학점 65학점 50학점* 65학점 4학기
-160학점 64학점 90학점* 96학점 6학기

2020학년도 
이후

130학점 65학점 40학점* 65학점 4학기
50학점* 간호학과만

해당
160학점 64학점 90학점* 96학점 6학기 -

 * 2000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 전공이수학점은 전공학점인정 사정결과에 의거 이수함.

3. 전공 제도에 따른 학점

구분 전공학점 졸업학점/이수학기
전공 심화 과정 120학점 126학점 130학점 160학점

입학년도에 따라
신․편입생

총 이수학점 및
 이수학기와 동일

66학점 70학점 72학점 116학점

복수(연계)전공
주전공 : 42학점

복수(연계)전공 : 36학점
※ 건축학전공(5년제) : 80학점

부전공
주전공 : 60학점 /
부전공 : 21학점

 ※ 건축학전공(5년제): 30학점

4. 학년별 수료학점

학년 / 졸업학점 120학점 126학점 130학점 160학점
1학년 30학점 32학점 32학점 32학점
2학년 60학점 63학점 65학점 64학점
3학년 90학점 95학점 97학점 96학점
4학년 120학점 126학점 130학점 128학점
5학년 160학점

* 단, 5학년은 5년제 학부(과) 및 전공 이수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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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의 적용

  1) 필수로 지정된 과목(교양, 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 또는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3) 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또는 실격(F)한 필수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점 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단,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됨).

  4)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복학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당해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교양교과목의 경우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5)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수강 및 졸업의 문제점은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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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사학위취득유예
1. 시행 목적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

2. 신청자격
   8학기(5년제 과정은 10학기)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기준을 충족(가능)  

한 자

3. 신청기간
   매 학기 소정기간

4. 유의사항
   1) 접수 후 당해 학기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탈락 처리된다.
   2)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1회 신청 시 한 학기 가능하며, 최대 4회에 한한다.
   3)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학적 변동을(휴학/자퇴)할 수 없으며, 졸업 학부(과) 

및 전공은 졸업 해당 학기 기준을 따른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기간 내  
      인터넷으로 취소가능하며, 포기자는 당초 졸업예정일에 졸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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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습구분변경
1.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4장

2. 정 의

   주간 또는 야간으로 입학한 후, 학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야를 변경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단, 주간 또는 야간 학제가 있는 학부(과)인 경우 해당)

3. 신청기간

   매 학기 소정기간(복학생은 복학기간에 신청)

4. 신청절차

   
학습구분변경 신청
(학부(과) 사무실)

→ 학부(과)장 승인 → 수강신청

5. 허가범위

   강좌 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부(과)장이 선별적으로 학습구분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6. 유의사항

   1) 학습구분변경 승인을 얻은 학생은 변경한 대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2) 학습구분변경의 승인은 한 학기만 유효하므로 매 학기 학습구분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간 내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입학 당시의 학적은 학습구분변경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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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점교류
1. 관련규정

   학칙 제39조, 학점교류 협약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 정 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3. 신청자격

   1)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및 편입생 제외)
   3) 재학기간 중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4)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학점교류 대상 대학

   1) 국내 :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
   2) 국외 : 학점교류 체결대학

5. 신청기간

   매 학기 소정기간

6. 신청절차

   

교류 신청서 작성
(대체인정과목 지정 및
소속학부(과)장 확인

→ 교류신청서 제출(수업학적팀) → 교류대학에서
수업

→ 교류학생 성적 결과 통보
(교류대학) → 학점인정

(수업학적팀)

7. 유의사항

   1) 졸업 최종학기는 학점교류 신청을 할 수 없다.
   2) 교류학생은 본교 최소 수강신청학점(6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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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류학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며 학점교류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4) 교류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졸업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칙 및 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하며, 평점평균에는 

제외되고 P(Pass)로 표기된다.(장학사정 점수에서 제외 됨)
   6) 학점교류 신청자는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676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15. 고교-대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인정
1. 관련규정

   학칙 제3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53조

2. 정 의

   당해연도 신입생 중 수능시험 후 학점상호 인정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이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3. 신청기간

   매 학기 소정기간

4.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고교-대학 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으로 이수한 교과목을 그대로 인정, 성적은 Pass/Fail 표기

5. 신청절차

학점 인정
신청서 작성

→ 학부(과)장
확인

→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수업학적팀)

→
인정 학점 확인
(학부(과)
사무실)

6. 유의사항

   1) 학점인정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표기되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2) 당해 연도 신입생에 한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한 학생만 학점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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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복무 중 원격강좌에 의한 학점인정
1. 관련규정

   학칙 제3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53조의 2

2. 정 의

   군복무 중인 자가 원격 강좌 수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복학 당해학기 소정 기간 내 평생교육진흥원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및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3. 신청기간

   매 학기 소정기간

4. 학점인정 및 성적표기

   복학 당해 학기의 3학점까지(연간 6학점 이내) 인정, 성적은 Pass/Fail 표기

5. 신청절차

군학점 인정
신청서 작성

→ 학부(과)장
확인

→ 군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수업학적팀)

→
인정 학점 확인
(학부(과)
사무실)

6. 유의사항

   1) 학점인정과목 및 학점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에 이수한 교과목을 그대로 인정하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2) 학점인정은 신청기간 내 접수한 학생만 학점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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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편입생 전공기초필수 교과목
1.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50조

2. 정 의

   3학년 비동일계 편입생에 대하여 소속 학부(과)장이 학생에게 1, 2학년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12학점 이내로 전공기초필수 교과목을 지정하는 제도.

   전공기초필수 교과목을 지정 받은 학생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3. 신청학점

   전공기초필수교과목(2000학년도 편입생부터) :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수한 학점은 전공 및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4. 유의사항

   1) 전공기초필수교과목 이수지정 대상자가 해당과목을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은 ‘전기’로 표기한다.
   2) 학생은 학부(과)에서 지정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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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1. 관련규정

   학칙 제9장, 학사운영규정 제7장

2. 정 의

   동일계 편입학생에 대하여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과 성적을 소속 학부(과)장이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편입학생 학점인정

   1) 3학년 편입학 : 65학점 인정
   2) 2학년 편입학 : 32학점 인정
   3) 2학년 2학기 편입학 : 48학점 인정

4. 편입학생 전공인정

   편입생(3학년)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우리대학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대해 최대 24학점까지 전공교과목으로 인정가능 할 수 있다.

   (단, 전공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입학 후 총 6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680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19. 재이수
1.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37조

2. 정 의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점이 B미만인 경우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30학점 
이내에서 재이수를 허용하여 학생 스스로 취득한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3. 신청기간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4. 신청절차

  
수강신청 시 재이수 희망 교과목의
재이수신청 여부 “확인”클릭

→ 재이수신청완료 → 재이수 교과목 수강

5. 유의사항

  1) 재이수시에는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2) 재이수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정한다.
  3) 재이수 신청교과목은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취득 성적은 삭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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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험 및 성적
1. 관련규정

   학칙 제9장, 학사운영규정 제5장

2. 정 의

   한 학기동안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평가된 성적을 공시하고 열람하여 확인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성적처리

1) 성적입력 :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 대상자를 확인하고, 평가된 성적을 성적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2) 성적공시(확인) 및 이의신청 : 교과목 담당교수의 성적입력이 완료되면 학생들은

Web에서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이의 신청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직접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성적정정 : 학생의 이의 신청이 타당하면 성적정정 기간 내에 성적입력프로그램에서 교과목 
담당 교수가 직접 성적정정을 할 수 있다.

   4) 성적평가내역서 출력 및 보관 :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처리 완료 후, 성적평가내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보관한다.

   5) 출석부 및 시험답안지 보관 :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고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석부 및 
시험답안지를 소속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부(과)에서는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성적(실점 및 평점)평균 산출법

   * 평점(실점)평균 = [교과목별 학점수 × 교과목별 평점(실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 졸업 종합평점(실점)평균 = [취득과목별 평점(실점) × 교과목별 학점수]의 합계 / 총이수학점수
   * 평점(실점)평균 산출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학업성적평가

  - 성적은 시험(평가) 및 출석, 기타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며, 상대평가는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70% 이내로 

하되 A+등급과 A등급을 합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절대평가는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절대평가 적용대상을 학사운영규정 제 2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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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요소별 기준은 시험(40~60%), 출석(10~20%), 기타(20~50%)
  - 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된다.

6. 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인정

   1) 군입영휴학자 :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2/3선 5일전부터 2/3선까지 입영휴학자는 성적과 
등록금 중 학생이 택일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2) 일반휴학자 :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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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사경고
1. 관련규정

   학칙 제9장, 학사운영규정 제5장

2. 정 의

   당해학기 성적처리 후 학칙에 의거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되는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3. 대상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업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도 및 관리

   1) 성적 확정처리 후 학사경고 대상자 및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2) 학사경고 1회 학생
   - 학업계획서 제출 및 전담지도교수 상담
   3) 학사경고 연속2회 이상
   - 학업계획서 제출 및 전담지도교수 상담, 기초학습지원 및 상담프로그램 참여
   4)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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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휴 학
1. 관련규정

   학칙 제22~23조, 학사운영규정 제39~44조

2. 정 의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는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록자의 휴학

   미등록 휴학자는 수업일수 1/3선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등록완료자의 휴학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는 휴학할 수 없으며, 등록자가 휴학할 경우 휴학일에 따라 복학시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라도 인정할 수 있다.)

   1) 수업일수 1/3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2) 수업일수 1/2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3) 수업일수 1/2선 이후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5. 입영휴학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2/3선 이내 휴학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이 
인정되어 복학 시 등록금이 면제된다. 2/3선 경과 후 휴학자는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고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영일을 기준으로 수업일수 2/3선 
5일전부터 2/3선 까지는 성적과 등록금 중 학생이 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6. 신입학생의 휴학

   입학 당해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다만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휴학 및 입영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

7. 휴학연기

   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연기 증빙서류,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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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학기간

   1) 일반휴학 : 휴학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되,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 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2) 입영휴학 :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9. 휴학연기의 조건 및 기간

   1) 일반휴학 : 휴학기간 통산 3년(6학기) 이내에 한하여 휴학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2) 입영휴학 : 일반휴학에서 입영휴학으로 연기할 경우 복무기간을 휴학연기기간으로 산정하여 

휴학연기를 할 수 있다.
10. 휴학절차

   
휴학(연기)원서 작성

* KIU포털시스템 및 학생서비스센터
→ 전담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
→ 휴학(연기)원서 접수

* 학생서비스센터

   
11. 휴학취소

   개강 후 4주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휴학취소에 대한 증빙서류(군입영자는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해야 

한다.
12. 귀향신고 의무

   군입대로 휴학했던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향조치 후 7일 이내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13. 구비서류

    - 공통 : 휴학(연기)원서, 본인도장, 보호자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군휴학 제외), 
             본인 신분증 사본,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질병휴학 : 진단서(6주 이상)
    - 군 휴 학 :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
    - 산업기능요원 :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14. 유의사항

   휴학 중 주소변경자는 변경된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주소변경을 하도록 한다.
   (FAX송부 가능 053-6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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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 학
1. 관련규정

   학칙 제24조, 학사운영규정 제45조

2. 정 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초 지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3. 기 간

   매학기 지정기간 내

4. 절 차

   
복학원서 작성 및 제출

* KIU포털시스템 및 학생서비스센터
→ 수강신청

* 본교 홈페이지
→ 등록금 납부

* 지정은행
(고지서는 홈페이지에서 출력)

5.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할 수 없을 때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학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2) 학칙 제26조(제적)에 의거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되며, 복학신청 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된다.

6. 기타

   수업학적팀에서는 복학기간 전 휴학기간 만료자에 대하여 복학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7. 구비서류

   1) 조기복학, 전공선택자 공통 : 복학원서, 본인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접수 시)
   2) 제대복학(조기복학 또는 개강이후 전역예정자) : 전역증 사본/주민등록초본/전역예정증명서 

중 1부
   3) 그 외 일반복학 : 구비서류 없음(KIU포털시스템에서 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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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적
1. 관련규정

학칙 제26조, 학사운영규정 제49조

2. 정 의

재적생중등록금미납으로인한미등록자, 휴학기간만료로인한미복학자등을학칙에의거제적

처리하는 것이다.

3. 대상자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5) 이중학적을 가진 자

6)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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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 퇴
1. 관련규정

   학칙 제25조, 학사운영규정 제48조

2. 정 의

   가정사정 및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소정절차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3. 기 간

   연중

4. 대 상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5. 절 차

  
자퇴원서 수령, 작성
[수업학적팀]

→ 지도교수및학부(과)장면담, 확인 → 자퇴원서 제출
[수업학적팀]

6. 등록금환불

   등록금환불 대상이 되면 자퇴절차 후 증명서(학적부 사본)를 발급하여 재무팀으로 제출한다.  

7. 구비서류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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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입학
1. 관련규정

   학칙 제20조, 학사운영규정 제52조

2. 정 의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학사제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본 대학교를 떠난 학생이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 재입학 절차를 거쳐 제적 전 학부(과)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시 기

   매학기 초 소정기간

4. 대 상

   1985년 이후 입학하여 제적된 자로서 제적된 학기를 제외한 1개학기가 경과한자

5. 허 가

   자퇴, 제적으로 인한 학부(과)의 직전학기 결원 범위 내에서 입학당시 학부(과)의 제적당시 학년 
이하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 할 수 있다.

   (단,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6. 성적인정

   재입학자의 성적은 제적 당시 기 취득한 성적 및 학점을 모두 인정한다. 단, 학사제적자의 성적은 
학부(과)장이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7. 절 차

   
재입학자격 확인 및
재입학원서 수령, 작성
[수업학적팀]

→ 학과(부)장 확인 및 면담 → 재입학 원서제출
[수업학적팀]

   →
합격자 발표
[수업학적팀]

→ 입학금 및 수업료
고지서 수령, 납부

→ 수강신청, 학생증,
예비군대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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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비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확인용), 학적부사본, 본인도장

9. 유의사항

   1) 경일대학교 학칙에 의한 여석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므로, 재입학자는 경일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강신청과 등록금은 정액제로 신청 및 납부한다.

   2)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입학금 포함)절차를 마쳐야 재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3) 재입학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다.
   4)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학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전공)로 재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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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1.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66조

2. 정 의

   학적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3. 절 차

   
학적부정정원 작성
* 홈페이지,학생서비스센터

→ 학적부정정원 제출 및 전산처리
* 학생서비스센터  

4. 구비서류

   학적부정정원, 변경사유가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본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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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증명 발급
1.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67조 ~ 70조

2. 정 의

   본교에 재적한 사실(재학 포함)이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증명서 종류

   졸업/성적/재학/재적/휴학/제적/수료/졸업예정증명서,
   장학금수혜 증명서, 교직과정이수확인서,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학적부사본,
   사회봉사확인서, 시간강사경력증명서

4. 증명서 발급 수수료

   통당 국문 500원, 영문 1,000원(강의경력증명서 및 재적생 인터넷발급 시 학교 수수료 
면제)

5. 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방문발급 팩스민원 인터넷 우편 민원우편

장    소 도서관 1층
전국 지방행정관청 
민원실(시,군,구,읍,

면,동주민센터)
인터넷

(http://kiu.certpia.co
m)

인터넷 우체국

방    법 자동발급기
민원24 또는 
방문신청→

접수/발급→교부
인터넷접속→사용자등
록→수수료결제→출력

학교홈페이지→학생
포털→증명발급→우
편증명발급신청→수
수료지정계좌입금→
증명발급/발송

방문신청
 →우편접수/발급
→우편발송→수령

신청시간 08:00 ~ 21:00
(연중)

09:00 ~ 17:00
(월~금) 24시간 24시간 근무시간내

소요시간 즉시 3시간 이내 즉시 2~5일 이내
(휴일제외)

5일 이내
(휴일제외)

수 수 료
국문 500원,
영문 1,000원

(
강의경력증명서
수수료 면제)

발급수수료+
업무처리비+

팩스요금

방문발급수수료
(재·휴학생무료)+

대행수수료
콜센터☎1544-4536

방문발급수수료+
우편요금

방문발급수수료 + 
우편요금(왕복)

문 의 처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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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도 이전(전문대학) 졸업/제적자는 인터넷발급 제외
* 개명 후 성명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학적부정정원 서류 제출
* 영문성명 미등록자는 등록 후 발급 가능
* 주야표기는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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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직이수
1. 정의

일반계 학과(전공)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 취득과정으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직과정 설치의 승인을 받은 학부(과)에서 재학 중 동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2. 대상

   1) 1학년(2개 학기)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주간으로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2학년 

진급 예정자(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재입학생 포함) 
   3) 전부(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전공 입학자 선발 후 여석에 한해 교직이수 선발자격 부여
   4) 학칙 및 기타법력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교직과정 이수 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졸업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적성인
성검사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기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
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
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
이 남은 사람은 제외)

 ◦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단,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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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인원

2019학년도 입학자 기준                                    <선발학년 : 2학년 >
학과(전공)명 선발인원

(명) 표시과목 학과(전공)명 선발인원
(명) 표시과목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1 기계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1 전자
기계자동차학부

전산기계설계전공 1 기계 로봇공학과 1 전자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1 전기 사진영상학부 3 사진
화학공학과 1 화공 K-뷰티화장품산업학과 3 미용

5. 이수절차

   
교직과정 신청
(교직과정부)

→ 교직이수 승인 → 교직 이수
(교과목 및 실습 이수)

  → 교원자격증 신청 → 교원자격 심사 → 교원자격증 발급

(학위수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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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장 학 금
1) 관련규정 : 장학규정, 장학규정시행세칙

2)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팀

3) 취 지

학업성적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면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양성

4) 자 격

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가계가 곤란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자

라) 수혜 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

마)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시 등록금고지서에 장학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의

경우 지급방식을 달리 한다.

6) 수혜기간

가)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 중 통산하여 8개 학기(단, 건축학과(5년제)는 10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졸업연기자

② KIU복지장학금 수혜자

③ 그 밖에 총장이 별도로 정한 자

나)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 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한다.

7) 자격의 제한

가)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전담지도교수 의무상담 미이수자,

전과원서 접수자

나) 징계처벌을 받은 자(유기정학 1년, 무기정학은 2년)

다) 휴학, 자퇴,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8) 자격상실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가 소정의 등록기간까지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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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 장학생선발(1월,7월) 당시 휴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본인이 장학대상자라

고 예상되면 휴학시기를 장학생선발 이후로 늦추어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 등록 후 휴학해야 한다.(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이월

안됨)

9) 교체신청

장학생으로 확정된 자로서 교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부(과)장으로

부터 그 사유를 명시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학생처장이 이를 확정한다.

10) 유의사항

가) 중복수혜 제한

장학금의 총액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중복수혜할 수 있다.

① 근로, 사회봉사, 재능기부 등 대가성 장학금

② 학비보조금(기숙사비 및 교재비 등)

③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이 명시된 교외장학금

④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⑤ 그 밖에 장학규정시행세칙에 범위 외로 명시된 장학금

나) 장학금을 중복수혜 할 경우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교내기타장학

금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다) 평점평균, 평점총점, 실점평균, 실점총점이 동점일 경우 사회봉사활동시간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11) 장학생 선발지침

장학생 선발지침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생처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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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학종류

가) 신·편입학장학

<신입학 장학>

구분 장학명칭 선발기준 장학내역 비고

신
입
학
성
적
우
수
장
학

웅비장학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국
어․수학․영어) 등급의 합이 3
이내인 자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입학금 포함)
○4년간 기숙사비 면제
○4년간 교재비 지원(년5,000,000원)
○해외 어학연수 우선선발(2회)
○본교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급
○본교 교수 및 직원 채용 시 우선 추천

○성적결격 과목
없이 평점평균 A0
이상 유지
○기준미달시
다음학기 지급중지
○2회미달시
자격상실

SCHOLAR
1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국
어․수학․영어) 등급의 합이 5이
내인 자
(다만, 간호학과는 3개영역 등급
의 합이 4 이내)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입학금 제외)
○2년간 기숙사비 면제
○4년간 교재비 지원(년2,000,000원)
○해외 어학연수 우선선발(1회)

○성적결격 과목
없이 평점평균 A0
이상 유지
○기준미달시
다음학기 지급중지
○2회미달시
자격상실

SCHOLAR
2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국
어․수학․영어) 등급의 합이 6
이내인 자
(다만, 간호학과는 3개영역 등급
의 합이 5 이내)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입학금 제외)
○1년간 기숙사비 면제
○4년간 교재비 지원(년1,000,000원)
○해외 어학연수 우선선발(1회)

○성적결격 과목
없이 평점평균 B+
이상 유지
○기준미달시
다음학기 지급중지
○2회미달시
자격상실

SCHOLAR
3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국
어․수학․영어) 등급의 합이 7
이내인 자
(다만, 간호학과는 3개영역 등급
의 합이 6 이내)

○4년간 등록금 50% 면제(입학금 제외)
○1개 학기 기숙사비 면제
○1개 학기 교재비 지원(500,000원)
○해외 어학연수 우선선발(1회)

○성적결격 과목
없이 평점평균 B+
이상 유지
○기준미달시
다음학기 자격상실

글로벌
인재육성장학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등
급 이내를 포함하여 3개영역(국
어․수학․영어) 등급의 합이 10
이내인 자
(다만, 간호학과는 3개영역 등급
의 합이 9 이내)

○2개학기 수업료 50%면제
○해외 어학연수 우선선발(1회)

○성적결격 과목
없이 평점평균 B0
이상 유지
○기준미달시
다음학기 자격상실

최초합격
우수장학

A등급

모집단위별·전
형유형별 최초
합격자 중 상
위 20% 이내인
자 중 수능 성
적 기준 충족자

▸간호: 수능 1
개영역이 3등급
이내
▸경찰, 소방, 응
급, 사진: 수능 1
개영역이 4등급
이내
▸그 외 모집단
위: 수능 1개영
역이 5등급 이내
▸수능: 국어, 수
학, 영어, 탐구
(상위1과목)[한
국사포함안함]

○2개학기 수업료 50% 면제

○성적결격 과목
없이 평점평균 B0
이상 유지
○기준미달시
다음학기 자격상실

최초합격
우수장학

B등급

모집단위별·전
형유형별 최초
합격자상위
50% 이내인 자
중 수능 성적
기준 충족자

○1개학기 수업료 50% 면제

최초합격
우수장학
C등급

모집단위별·전
형유형별 최초
합격자 중 상
위 50% 초과자
중 수능 성적
기준 충족자

○1개학기 수업료 30% 면제

신입학
복지
장학

KIU복지장학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0~8분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득분위
별 차등하여 지급

○등록금 100% 이내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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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입
학
기
타
장
학

다문화가정장학
다문화 가정 자녀 ○소정액

결혼이민여성 ○소정액

보훈장학 보훈청의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직계자녀 ○해당금액 전액

Leadership장학
고교 재학 중 1개 학기 이상 학생회
회장·부회장또는학급회장경력자(최
초합격자에 한함)

○소정액

사회봉사장학 고교 재학 중 사회봉사 시간이 가장
많은 자(최초합격자에 한함) ○소정액

가족장학 본교에 가족(배우자․부모․자녀·형
제․자매)이 재학 중인 경우 ○소정액

교직원직계자녀장학 본교 정규 교직원의 자녀 ○등록금 100% 면제

산학연계장학
성인학습자전형 또는 특성화고졸재
직자전형입학자중산업체재직중인
자

○수업료 50% 면제

유학장학 재외동포 및 외국인 ○소정액

근로장학 입학성적이우수한자로본교에서인
정한 자 ○근로장학생 우선 채용

※ 신입학성적우수장학은 최초합격자 기준임

<편입학 장학>

구분 장학명칭 선 발 기 준 장학내역 비고

편
입
학
성
적
우
수
장
학

편입학성적우수 1등급 전적대학 성적이 3.5이상인자(4.5만점) 수업료 10
0% 면제

편입학성적우수 2등급 전적대학 성적이 3.0이상인자(4.5만점) 수업료 70% 면제

편입학성적우수 3등급 전적대학 성적이 2.5이상인자(4.5만점) 수업료 5
0% 면제

편입
학
복지
장학

KIU복지장학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0~8분위에 해
당하는 자에게 소득분위별 차등하여 지
급

등록금 10
0% 이내

편
입
학
기
타
장
학

보훈장학 보훈청의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직계자녀

해당금액
전액

산학연계장학 편입학 특별전형 및 계약학과 입학자 중
산업체재직 중인 자

수업료 50%
면제

교직원직계자녀장학 본교 정규 교직원의 자녀 등록금 10
0% 면제

유학장학 재외동포 및 외국인 소정액

군협약장학 학‧군 제휴 협약된 군위탁생 취학 추천자 수업료 50%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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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장학명칭 선 발 기 준 장학내역 비 고

성적우수
1등급

직전학기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 중에서 학년별 석차 0.5%이내인
장학대상자 중에서 선발

등록금
100%

○영어성적표 제출자에
한해 선발
○영어성적표 인정범위
-교내후지오네칼리지시행
교내 모의 토익 및 일정점수
미만
정규영어시험성적:
해당학기만 유효
-일정점수 이상
정규영어시험정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유효

*일정점수 및 세부사항은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지침으로 정함

성적우수
2등급

직전학기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중 학부(과)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등록금
60%

성적우수
3등급

직전학기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중 학부(과)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등록금
30%

성적우수
고정장학
금

직전학기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 중 성적우수1~3등급 미수혜자

등록금
10%

성적향상
장학금

직전학기 전 최종학기 평점평균 2.0미만에서 직전학기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3.0이상으로 향상된 자

등록금
15%

※ 단, 건축학과(5년제)의 5학년 학생은 수강학점 12학점 이상 기준

다) 재학생 KIU복지장학금

장학명칭 선 발 기 준 장학내역 비 고

KIU진의
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실점평균 80점 이상
인 자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해당자(0~8분위)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등록금 100% 이내
(국가장학금 포함)

KIU창의
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실점평균 70점 이상
인 자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해당자(0~8분위)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등록금 50% 이내

복지특별
장학금 장학사정관제 및 학부(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된 자 등록금 100% 이내

지방인재
장학금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소득분위와 성적기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등록금 100% 이내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며
국고지원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다자녀

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실점평균 80점 이상
인 다자녀 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해당자
(0~8분위)
※소득분위 차등지급

등록금 100% 이내
(국가장학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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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학생 교내기타장학금

장학

명칭
선 발 기 준 장학내역 비고

국가

고시

장학금

재학 중 공무원임용시험 5~7급에 최종 합격한 자 등록금100% 합격 직후 연속 2회

재학 중 공무원임용시험 9급에 최종 합격한 자 등록금100% 합격 직후 1회

외국어

장려

장학금

①

TOEIC[990점] 890(920)점 이상
간호학과와

영어전공은 ()의

점수를 적용

300만원 -직전학기 수강신청과

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

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①~⑤항목 중 당해학

기에 1가지만 신청가

능하며, 매학기 신청

시 직전학기보다 하향

신청 불가

-8학기동안 수혜금액

은

외국어장려 장학금 최

고 금액(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동일

외국어성적 상향 신청

시 항목 간 차액만 지

급)

-등록금범위와 관계없

이 지급

-성적인정기준

￭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 성적

￭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성적

￭ 성적 취득 후

2년 이내 증명서

TEPS [600점] 419(453)점 이상

TOEFL IBT [120점] 100(104)점 이상

일본어
JPT [990점] 920점 이상

JLPT [180점] N1-162점 이상

중국어 HSK [300점] 6급-195점 이상

②

TOEIC[990점] 850(880)점 이상
간호학과와

영어전공은 ()의

점수를 적용

200만원

TEPS [600점] 387(419)점 이상

TOEFL IBT [120점] 96(100)점 이상

일본어
JPT [990점] 900점 이상

JLPT [180점] N1-150점 이상

중국어 HSK [300점] 6급-185점 이상

③

TOEIC[990점] 800(830)점 이상
간호학과와

영어전공은 ()의

점수를 적용

150만원

TEPS [600점] 355(387)점 이상

TOEFL IBT [120점] 89(93)점 이상

일본어
JPT [990점] 830점 이상

JLPT [180점] N1-139점 이상

중국어 HSK [300점] 5급-210점 이상

한자 1급 이상

④

TOEIC[990점] 750(790)점 이상
간호학과와

영어전공은 ()의

점수를 적용

80만원

TEPS [600점] 327(355)점 이상

TOEFL IBT [120점] 85(89)점 이상

일본어
JPT [990점] 780점 이상

JLPT [180점] N1-120점 이상

중국어 HSK [300점] 5급-195점 이상

한자 3급 이상

정규토익

향상

장학금

⑤ 후지오네칼리지에서 선발 추천한 자 소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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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칭 선 발 기 준 장학
내역 비고

가족

장학금

A

형제·자매·부모·자녀·배우자 중 2명 모두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이고, 2명 모두 재학 중일

경우 그 중 1명에게 지급(단, 2명 중 1명은 대학원생도

포함가능)

150만원

※해당 가족 중

미등록자가 있을

경우 장학금 반환

B

형제·자매·부모·자녀·배우자 중 3명 모두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이고, 3명 모두 재학 중일

경우 그 중 1명에게 지급(단, 3명 중 1명은 대학원생도

포함가능)

300만원

교직원

직계

자녀

장학금

A

본 대학 정규 교직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등록금

100%

B

본 대학 정규 교직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등록금

50%

보훈장학금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직계자녀

① 본인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② 직계자녀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

100%

군협약장학금 학‧군제휴 협약된 군위탁생 취학추천자
등록금

50%

유학장학금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자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글로벌인재육성 프로그램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적

합한 자

국가별

차등 지급

장애인 장학금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적 과목 없이 14학

점 이상 수강한 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100만원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

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중 경증장애

인으로 등록된 자

80만원

장애도우미

장학금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소속 학부(과)장이 선발, 추천

한 자
소정액

공로장학금

학생자치기구 간부로서 학생회 운영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며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소정액

봉사장학금 교내 부설기관인 신문사에서 봉사하는 자로 직전학 소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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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칭 선 발 기 준 장학
내역 비고

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사회봉사

장학금

연간 봉사 내용과 실적이 우수한 자 중 직전학기 수강

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

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소정액

키우미

홍보장

학금

A 교내외 학교 홍보활동 및 행사의전 업무를 위해 학생
홍보요원으로 선발된 자 소정액

B 대학기구에서 선발, 추천한 자 소정액

경력개발 및

국가근로

장학금

본 대학 재학생중 가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거 선발하며, 교내 및 창업보육센터내 입주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한 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소정액

산학연계

장학금

신입학 성인학습자전형‧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

전형 또는 편입학 특별전형‧계약학과 입학자 중 산업

체 재직 중인 자

등록금

50%이내

특별장학금
본 대학의 명예를 높이거나,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소정액

명예장학금
학업성적우수장학금등의수혜대상이나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를 위해 장학금 수혜를 양보하고자 하는 자

장학이력

관리

재능기부

장학금

교내·외 학교 홍보활동 및 학부(과)ㆍ행정부서 업무

를 위해 재능을 기부한 자
소정액

장학사정관

장학금

가정환경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학생 또는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학비마련이 어려

운 자 중 장학사정관제에 의해 선발된 자

소정액

고시원장학금 고시원생으로 선발되어 일정자격을 갖춘 자
등록금 100%

이내

교재비, 기숙사비

추가지원

장학마일리지

장학금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여 적립한 마일리지가 일정수

준 이상인 자
소정액

현장실습

장학금

교내·외 현장실습 우수자 및 해외인턴십(현장실습)

선발 된 자
소정액

현장실습 이수자

중 선발

취업장려장학금
취업처에서 시행하는 비교과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처에서 추천한 자

소정액 등록금 범위외

외국인

장학금

생활관

장학금

해외동포 및 외국인 학생 중 본교 생활관 입주자 가운

데 선발 된 자

생활관

관리비
목련관 2인1실기준

TOPIK

장학금
5급이상 소정액

유학입

학장학
본교 한국어어학당 및 협력체결기관 출신 입학자 입학금 면제 최초입학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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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건축학과(5년제)의 5학년 학생은 수강학점 12학점 이상 기준

마) 교외장학 : 국가, 공공단체, 장학법인, 개인 등 외부 장학단체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매학기별 소정액의 장학금을 지급

장학종류 선 발 기 준 장학금액 비 고

교외장학금

(약 30여종)

1. 대외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의뢰에 의해 학생처장

및 총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2. 외부단체의 자체 선발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각 외부단체의

기탁 금액

바) 국가장학금 : 대학 등록금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①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개인이 신청

② 신청자격 :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③ 지원대상 : 소득분위 0~8분위

④ 장학금액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사) 국가근로장학생 및 교내경력개발장학생

① 교내 경력개발장학금

㉮ 신청대상 : 전 학부(과) 학생

㉯ 근로장소 : 교내 학부(과) 사무실, 행정부서

㉰ 근무시간 및 장학금액 : 시급 9,000원

장학명칭 선 발 기 준 장학
내역 비고

주거안정장학금
본교와 협약한 지자체 학생 중 생활관 입주자에서

선발 지급하는 장학금

생활관

관리비

일청관

2인1실기준

학부(과)

추천장학금

학부(과) 장학위원회 기준에 적합하고 학부(과)장 추

천에 의해 선발 된 자
소정액

등록금 범위외로

선발가능

자기진

로설계

학부

장학금

등록금

장학
자기진로설계학부에 소속된 자로 학부에서 추천한 자

등록금 100%

생활관

장학

생활관

관리비

졸업학점초과이수

장학금
졸업학점 초과이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다문화가정장학금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중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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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②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대상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인자(100점만점),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근로장소 : 학부(과), 창업보육센터內 입주업체, 행정부서

교외 업체(한국장학재단 장학기관 등록 업체)

㉰ 근무시간 및 장학금액 : 교내 시급 9,000원 / 교외 시급 11,150원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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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생자치기구

1) 관련규정 : 학칙 및 학생자치회 규정

2)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팀

3) 학생자치기구

가) 총학생회

(1) 목 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

고, 창조 적인 학문탐구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중인 자는 그 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 회의 구성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각 계열별학생회, 학부(과)학생회를 둔다.

나) 총대의원회

(1) 목 적

본 대학 학생총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심의, 의결

함은 물론 중요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대학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 성

①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전체학과의 각 학년별 직접선거로 선출된 1인씩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총학생회 및 단대학생회 운영위원과 각 집행부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업무 및 권한

①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회칙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

② 각 자치기구 사업, 예․결산 심의 및 승인 감사권

③ 각 자치기구 집행부 임명 동의권 및 해임 의결권

④ 각 자치기구장 탄핵 소추권

⑤ 기타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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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동아리연합회

(1) 목 적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학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전 동아리인의 역량을 통합하여,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민주화를 실천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동아리와 동아리인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은

각 동아리대표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 업무 및 권한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라) 계열별 학생회

(1) 목 적

대표계열 학생회(공학계열, 경상·사회계열, 보건·예체능계열)의 최고대표기구로

서 소속계열 학생의 권익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해당 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전체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은 해당 계열에 소속된

학부(과) 회장, 부회장, 학년과대표가 선거로 선출한다.

(3) 업무 및 권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규정에 따라 독자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마) 학부(과) 학생회

(1) 목 적

해당 학부(과)의 최고대표기구로서 학부(과) 학생의 권익향상과 효과적인 학생활

동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해당 학부(과)의 재학 중인 학생전체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은 학생들의 직접선

거로 선출한다.

(3)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 회칙과 계열학생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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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병무안내

1)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예비군연대

2)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 연기

가) 징병검사 대상 : 올해 만 19세가 되는 학생은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연기대상 : 대학에 재학생으로서 제한연령(24세)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휴학

후에도 24세 이내에 졸업가능한 자도 연기 가능

(단, 휴학, 제적, 퇴학, 자퇴 등 학적변동자 제외)

다) 연기절차

(1) 학교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입영연기 대상자 명부(학적보유자명단)를 작성하여

소재지 지방병무청에 통보하면 졸업 시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2) 학적변동(제적, 퇴학, 자퇴 등)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는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소재지 지방병무청에 학적변동 통보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병역의

무를 부과 한다.

3)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가)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학적을 보유한 채[재학생 입영원]을 해당 구, 시,

군청 병무계,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희망 시기를 파악하여 군입영계획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

나) 입영통지서를 수령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군휴학원을

제출한다.

다) 정보통신부의 「전자우편처리센터」를 이용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비롯한 병력

동원 소집통지서, 의무․법무․군종장교 입영통지서, 전시근로소집통지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자동발송 처리한다.

라) 일반병 신청방법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현역병입영 본인 선택원

→다음해 선택월, 당해년 선택일 선택

4)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구. 군장학생)

가) 지원자격 : 1, 2, 3학년 대상으로 선발(단,5년제는 4학년 지원가능)

본인 신용 불량 시 지원 제한

나) 모집시기 : 연 1회 모집(3월∼5월)

(1) 지원자 접수, 1차 평가, 서류 접수 : 3월∼5월

(2) 2차 평가, 합격자 발표 : 8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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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발전형 : 1차 평가(합·불/서열)

2차 평가(직무역량 30점+체력검정20점 +면접평가50점(합⋅불)) = 총 100점

라) 신체검사 : 합격/불합격(육군 176 건강관리규정에 의거 결정)

(1) 대상 : 1차 합격자전원

(2) 합격 가능한 일반적인 신체조건

(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 1∼3급

(나)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 1∼2급(3급의 경우 심의를 통해 결정)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전(金) 학년 각 학기별 학점 평균이 ‘C학점’(백분율70%) 이상인 사람

(2) 동일 점수 시 수능성적, 체력등급, 신체검사 등급 순으로 선발

(3)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로 통보된 인원 중 종합성적순으로 선발

바) 복무기간

(1) 1학년 선발 : 7년(의무 3년 + 추가 4년)

(2) 2학년 선발 : 6년(의무 3년 + 추가 3년)

(3) 3학년 선발 : 6년(의무 3년 + 추가 3년)

사) 지원서 접수 : 온라인(각 군 모병홈페이지)

5) 학사장교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또는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나)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 장교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선발전형 : 군장학생과 동일

(1) 시 기 : 매년 5월~6월

(2) 교 부 : 각 군 인터넷 모병홈페이지

(3) 접수처 : 각 군 인터넷 모병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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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자금 대출  
1)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팀

2) 학자금 종류

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대출금리 : 2.0%(변동금리)

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만 55세 이하인 학생(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지원)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

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제한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대출금리 : 2.0%(고정금리)

다) 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

외)

-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점) 이상(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대출금리 :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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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후생복지
1) 관련규정 : 후생복지위원회 규정

2)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팀

3) 취 지

본교의 모든 후생복지시설은 임대사업을 통하여 복지자금의 적립과 교내 구성원(학생,

교직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업체들을 엄선하여 대학생활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가) 교내 음식점

학생1식당, 서가앤쿡, 김밥천국, 성화국밥, 분식류(학생회관 1층), 중식전문점(학생

회관 2층),퓨전음식점(노천강당),백운면(도서관6층), 푸드트럭(학생회관 앞)을 운

영하고 있으며, 양 많고 질 좋은 식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각 식당은 학생들의 식사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토론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나) 매 점

학생휴게실(학생회관 1층, 종합교육관 1층, 일청관 1층)은 과자류, 음료수 등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다) 서 점

서점(도서관 B1층)에서는 교재 및 교양도서, 수험서, 어학관련 서적 등 각종 서적류

를 비치하여 지식의 샘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문구, 사무용품

판매와 사진현상 서비스도 하고 있다.

라) 안경점

안경점(학생회관 2층)에서는 최고급 장비를 도입하여 멋과 실용성에서도 뒤떨어지

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학생․교직원에게 시중요금보다 염가로 제공하고 있다.

마) 복사실

학생․교직원이 수업활동과 연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사실(도서관

1층)을 운영하고 있다.

바) 미용실

미용실(학생회관 2층)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학생․교직원에게 시중요금보다

염가로 제공하고 있다.

사)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도서관 1층, 6층 학생회관 1층, 9호관 동산 앞, 목련관 지하1층,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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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에서는 학생․교직원에게 시중요금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커피류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 당구장

당구장(목련관 지하 1층)은 학생․교직원의 여가활동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운영하

고 있다.

자) 헬스장

학생과 교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20호관 1층에 헬스장을 설치운영.

차) 은행

대구은행(학생회관 1층)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입․출금 및 각종 공과금 수납 등이 있다.

카) 우편취급소

우편취급소(학생회관 1층)는 많은 우편물의 신속처리로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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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1) 관련규정 : 보험계약서에 의거

2)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팀

3) 보험적용대상자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적생 제외)

4) 계약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5) 보상한도액

가) 대인사고 :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나) 대물사고 : 1사고당 1억원

다) 상해손해담보 :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라) 구내·외치료비 담보 : 1인당/1사고당 500만원

마)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1억원

바) 신입생 담보 : 1인당/1사고당 5백만원

※ 대인, 대물사고시 10만원 본인부담(단, 구내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없음)

6) 사고 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 범위

- 교내 각종행사 및 교외에서 졸업여행, 견학, 실습, M/T, 교외 동아리 활동 시 반드시

시설물사용신청서 및 행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M/T, 교외

동아리 활동은 학교의 법률적으로 배상책임 여부 검토 후 배상)

7) 사고발생시 보험금 신청 방법

가) 배상책임보험 사고보고서 작성 및 학생지원팀 제출

나) 학교에서 보험회사 보상과에 보상 유, 무를 확인

다) 사고 학생은 퇴원 후 진료비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상해보험청

구서(학생지원팀 구비)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라)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금 청구서 발송(FAX 또는 우편)

마) 상해보험금 학교계좌에 입금 후 사고 학생 계좌로 입금

바) 퇴원 후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 바람(사고일로부터 180 이내 치료비는

보상가능하고, 180일 이후 치료비는 면책사유에 해당됨)

사) 정규 수업시간외에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학부(과) MT, 체육대

회, 단합대회 등의 행사와 학생개인의 실험, 실습 중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는 보상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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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강증진센터
1) 관련규정 : 건강증진센터운영규정

2) 담당부서 : 학생처 건강증진센터

3) 목적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상담, 의사진료 및 응급처치를

위해 운영한다. 신장체중계(비만측정기),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검사 등의

의료기기를 구비하여 보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준다.

4) 주요업무

가)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나) 구급약품 투약

다) 대구의료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하여

매주 수요일(10:00 ～ 17:00) 가정의학과 의사 진료

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및 관리

마) 구급약품지원

- 학생지원팀 및 학과장의 승인이 된 공식 학생행사에 대하여 지급

- 행사 5일전 단체약품청구서를 학과장 협조 후 제출

- 행사 당일 또는 1일전 약품을 수령

- 약품수령시 학생증을 지참하고, 사용 후 남은 약품은 반납

바) 대ㆍ내외 행사 시 의료지원

사) 각종질병예방 사업

아) 체성분검사 - 인바디520으로 체성분 검사 및 결과 상담

자) 안정실 운영

5) 건강증진센터 운영시간

- 진료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치 6호관 서편 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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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아리 활동
1) 관련규정 : 동아리등록 및 운영규정

2)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팀

3) 목 적

대학문화의 꽃인 동아리는 4개분과(문화·예술분과, 체육분과, 학술·교양분과, 종교·봉

사분과) 23개 정식동아리, 3개의 가동아리와 학과별 학술동아리 44개 동아리로 각

동아리별 다양하고 특색 있게 구성되었으며, 적극적인 활동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

키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학문화 발전을 선도하여 자율적

인 동아리 활동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 을 다진다.

4) 동아리 개별 회원 가입

가) 시 기 : 매 학기초(동아리에 따라 수시 가입도 가능함)

나) 대 상 :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등록된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

단. 3개 동아리 이상 중복 가입할 수 없다.

5) 동아리 등록/재등록

가) 등록목적 : 건전한 대학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아리 선별

나) 시 기 : 1학기 개학 후 30일 이내

다) 등록절차

(1) 조건 : 최초 등록 동아리는 1년 동안 가등록 기간을 가지며 가등록기간 이후

중앙운영위원회 2/3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다.

(2) 신규등록요건 : 신규 등록 동아리는 회칙, 회원명단, 사업계획서, 실적사항,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제한

① 성격이 비슷한 동아리의 등록은 규제한다.

②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부결된 동아리는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재등록하지 않은 동아리와 징계결정에 의해 등록 취소 결정된 동아리

의 재등록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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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아리 현황

가) 현재 등록된 동아리는 26개가 있으며, 등록된 동아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술교양 문화예술 체육 종교봉사 가등록 계

4 5 9 5 3 26

고함
네오팬
사랑채
에코라이더

뮤즈
럭키스
소리모임
스토리
열린무대

산악회
블랙베어스
싸이클히트
인더스
일지회
국가대표
몬스터
약수터
챔피온

RCY
SFC
CCC
한마음
반딧불

K-런커
다이스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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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학생통학버스
1) 담당부서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팀

2) 취 지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생통학버스를 시외노선, 대구시

내 및 안심/임당 지하철역 셔틀구간으로 나누어 운행하고 있다. 학기 중 매주금요일에는

귀향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3) 2020년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 등교버스(10대)

호차 방면 경유지

1 수성구

파동대자연2차(07:00)-파동대자연1차(07:00)-파동코오롱하늘채(07:01)-정화우방팔레
스맞은편엔젤리너스(07:07)-수성보건소 맞은편 커피스미스(07:08)-어린이회관(07:15)-
호텔라온제나맞은편(07:20)-수성네거리스타벅스앞(07:21)-청구고맞은편(굳센병원)(0
7:25)-지노메디여성병원(07:30)-삼성시스템에어컨(구,효목육교)(07:30)-강촌마을버스
정류장지나서30m앞(07:35)-학교

2
수성/
경산

두산오거리(구)충무양곱창(07:20)-지산네거리지나횡단보도앞(07:22)-KB범물동지점(0
7:24)-범물치안센터앞공중전화부스(07:27)-시지교와 경북아파트 입구사이 대보공인중
개사(7:37)-사월역(7:40)-학교

3 북구

읍내119안전센터건너(06:55)-제일맨션건너편크리스탈빌딩앞(06:57)-칠곡강남약국(7:
00)-송림프라자(7:03)-우성정비(07:05)-만평네거리대구은행(07:13)-원대오거리에서 
오봉네거리방면 전주24시콩나물국밥 앞(07:17)-대구태영신협본점(07:21)-대현성당(07:
25)-궁전라벤다(07:29)-신암우체국(07:33)-진로아파트입구(07:35)-학교

4 남구

성당네거리지맨스보청기(07:08)-두류공원네거리SK가스충전소건너(07:10)-성당시장버
스승강장(07:11)-파크랜드대명상설점(07:14)-다이소명덕네거리점(07:18)-앞산힐스테
이트(07:25)-황금네거리지나타이어집앞(07:32)-황금우체국(07:33)-동도중(07:38)-만
촌육교(07:41)

5 경산

사동부영6차아파트 정문 앞(07:30) -사동 다이소 맞은편(07:33) -중앙병원 남문 앞(07:38) 
- 옥곡 파리바게트 맞은편(07:41) - 우방유쉘아파트 맞은편 꽃집 앞(07:43) - 삼북주공아파
트 정문(07:45) - 새마을금고 계양지점 앞(07:48) - 삼풍동 태왕아파트네거리 태왕아파트 
쪽(07:51) - 임당역 경일대 승강장(07:55) - 굿채널안경점 앞(08:00) - 학교(08:20)

6
성서·
화원

성당자동차학원앞(07:05)-후생약국 앞(7:13)-월성성당건너(7:15)-보성은하타운 맥도날
드 상인DT점건너(07:19)-보강병원사거리 전 네파진천점 앞(07:24)-대곡역4번출구(07:3
0)-농협화원지점(07:33)-KB화원지점(07:35)-학교

7 서구

두산위브아파트와코롱하늘채사이큰길가(07:10)-감삼초교건너육교바로밑(07:13)-대구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달서사업소건너(07:14)-퀸스로드광명맨션사이(07:19)-중리네거
리에서신평리네거리방면첫버스승강장(07:21)-신평리네거리우리은행평리동지점건너유
진장방면(07:24)-유진장모텔앞(07:26)-제일효병원(07:27)-엠파이어호텔(07:32)-KT&
G지나기전버스승강장앞(07:36)-대구역건너택시승강장앞(07:38)-신천신협(07:41)-메
트로시티입구가기전승강장앞(07:45)-학교

8 칠곡1
운암초 정문건너(7:10)-칠곡CGV(07:18)-동서변빌아파트정문앞(07:25)-산업용재관5동
(07:32)-코스트코홀세일옆주유소앞(07:38)-복현오거리기천한의원(07:42)-불로삼거리
에서 팔공인터체인지 방면 좌회전 후 대구공항 담벼락시작지점(07:46)-학교

9 달서구
상화네거리사계절타운310동옆큰길가(07:10)-월곡네거리한샘가구앞(07:12)-상인남네
거리가기전(구)kb지점앞(07:14)-효성초등학교정문앞(07:20)-대구공대정문앞횡단보도
건너편(07:25)-학교

10 성서1
우방죽전아파트 104동 앞 횡단보도(7:05)-용산청구아파트육교밑(성주방향)(07:09)-성서
2차서한아파트106동옆(성서로)(07:14)-지하철이곡역3번출구옆타이어뱅크(07:20)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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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교버스(9대)

호차
출발

시간
운행지역

1 19:00 등교 역순운행

2 19:00 등교 역순운행

3 19:00 등교 역순운행

4 19:00 등교 역순운행

5 19:00 등교 역순운행

6 19:00 등교 방향 하교운행

7 19:00
유진장네거리-신평리네거리-중리네거리-광명맨션-수도사업소-

감삼초교-두산위브-등교9호차(동본리네거리~도원소방서)

8 19:00 등교 역순운행

9 19:00 등교 역순운행

◈ 시외통학버스
(하교 : 월 ~ 목 18:10 - 등교역순운행 / 금요일 16:10 귀향버스 예약)

포항·안강
(구)포항역(07:05)-포항시외버스 터미널홈플러스정문(07:20)-

안강시외버스 터미널건너(07:35)-풍산금속 정문건너(07:35) 

하양역 건너 하이마트08:10) 

울산·경주
공업탑네거리 롯데캐슬킹덤103동 옆(06:50)-신복로타리(07:00)-

경주고속터미널(07:35)

구미 구미여고 건너도량파출소(07:10)-구미종합터미널(07:20)



719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 셔틀버스(승차장소 : 임당역-5번 출구 / 안심역-3번 출구에서 대구방향 50M 지점)

등

교

임당역 학교도착 안심역 학교도착

08:20 08:50
08:20 08:35

08:30 08:45

08:35 08:45

09:10 09:40 08:40 08:55

09:00 09:15

09:20 09:35

09:30 10:00 09:30 09:45

09:40 09:55

10:00 10:30
09:55 10:05

10:00 10:15

10:20 10:35

10:30 11:00 10:30 10:45

10:40 10:55

하

교

학교→임당역 학교→안심역

16:00 15:55

16:10
16:45

16:35
17:10

16:55

17:40 17:15

18:00 17:30

18:0018:30

18:20
20:00

20:00

21:00
21:00

22: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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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학생서비스센터 

1. 개 요

학생서비스센터는 학생중심의 대학 운영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학생관련 민원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체제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기구입니다.

수업학적팀, 학생지원팀, 장학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학생관련 민원 업무를 한 장소에서

처리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 및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서비스센터에서는 학적에 대한 각종 증명발급, 휴학(연기)원서 접수, 복학원서 접수,

학생인적정보 변경 등을 주요업무로 하여 각종 학사관련 정보조회와 안내 및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함으로써 재학생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에게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해외프로그램, 구내사고 보험료 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원루프

(One-roof)에서 수급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서비스센터 내에 정보검색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학사관련 안내와 정보를 언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서비스센터는 앞으로 보다 신속한 정보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생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2. 주요업무

관련부서 주 요 업 무 상담전화

수

업

학

적

팀

∙ 수업시간 관련 업무

∙ 수업계획서 관련 업무

∙ 교원 책임시수/담당시수/타대학출강 관리

∙ 분반 및 폐강 강좌 관리

∙ 수업평가 업무

∙ 계절학기 개설 업무

∙ 강의료 관련 업무

∙ 교원업적평가 관련 업무

60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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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주 요 업 무 상담전화

∙ 재학생 충원율 지표 관리

∙ 휴·복학 업무

∙ 재입학·제적·자퇴 업무

∙ 미등록·미복학 관리 업무

∙ 신·편입생 학번부여 및 재적생 개인정보 관리

∙ 학생 및 강의경력 증명 발급 업무

∙ 휴·복학 홈페이지 관리

∙ 학생관련 통계 및 정보공시 업무

∙ 학력조회 업무

∙ 학생증 업무

∙ 학사정보검색기 관리

600-4122

∙ 성적 업무

∙ 수강 업무

∙ 학습구분변경 업무

∙ 계절학기 업무

∙ 전공배정 업무

∙ 군이러닝 관련 업무

∙ 학사경고자 관리

∙ 장기결석자 관리

∙ 출석부 관리 업무

∙ 수업상황(휴·보강/출장) 관리

600-4123

∙ 졸업기준 및 졸업학점 관리

∙ 교직관련 업무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 관리

∙ 학점인정 및 전공기초 필수교과목 지정

∙ 졸업논문 업무

∙ 전부(과)/전공변경 업무

∙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편입, 군학점) 업무

∙ 캡스톤디자인 운영 관련 업무

∙ 학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졸업 및 학점교류 관련 통계 및 정보공시 업무

6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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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주 요 업 무 상담전화

학

생

지

원

팀

∙ 체육시설물 대여 안내

∙ 학생 상․벌 관련 안내

∙ 경영자배상책임보험 신청 및 지급 안내

∙ 야간잔류 안내

∙ 학생 간행물(공고, 유인) 부착 승인 및 안내

∙ 후생복지 업무

∙ 전담지도상담제도 안내

∙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행사 관련 지도

∙ 통학버스 신청 및 운행 안내

600-4161

∙ 근로학생 관련 업무

∙ 국가근로, 교내경력개발, 단기근로 장학금 신청 안내

∙ 해외프로그램 관련 업무

600-4163

∙ 교내(성적·복지·기타)장학금 신청 및 지급 안내

∙ 장학사정관 특별 장학 상담
600-4171

∙ 국가장학금(유형I,유형II,국가우수 등) 관련 업무

∙ 학자금 대출 관련 업무

∙ 교외장학금 지급 안내

600-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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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대학원

          1. 연혁
          2. 기구표
          3. 교육목적체계도
          4. 직제
          5. 학칙
          6. 학위수여자 현황



1. 연혁
1989. 11. 15

• 산업대학원 4개 학과(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섬유공학과, 토목공학
과) 설치인가

• 석사학위과정 80명
1990. 3. 1 • 초대 산업대학원장 총장 이태재 박사 직무대행

1991. 10. 26
• 석사학위과정 25명 증원 (정원 105명)
• 5개 학과(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건축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계
산학과) 신설인가

1992. 6. 17 • 제2대 산업대학원장 김진 박사 취임
1992. 8. 22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24명 배출 (제1회)

1992. 10. 12 • 석사학위과정 15명 증원 (정원 120명)
• 1개 학과(의상디자인학과) 신설인가

1993. 2. 20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2명 배출 (제2회)
1993. 8. 21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8명 배출 (제3회)

1993. 9. 1 • 석사학위과정 50명 증원 (정원 170명)
• 2개 학과(경영학과, 행정학과) 신설인가

1994. 3. 1 • 제3대 산업대학원장 박노삼 박사 취임
1994. 8. 20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4명 배출 (제5회)
1995. 2. 25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3명 배출 (제6회)
1995. 8. 26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23명, 의류학석사 3명 배출(제7회)
1996. 2. 24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3명 배출 (제8회)
1996. 3. 1 • 제4대 산업대학원장 장정수 박사 취임
1996. 8. 24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9명, 행정학석사 2명 배출(제9회)

1996. 12. 19
•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으로 교명변경
• 2개 학과(사진영상학부, 산업공예학과) 신설인가 (14개 학과 입학정
원 85명)

1997. 2. 22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6명, 행정학석사 1명 배출(제10회)

1997. 8. 22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6명, 행정학석사 1명, 이학석사 3명 배출(제11
회)

1997. 10. 25 • 1개 학과(측지공학과) 신설인가 (15개 학과 입학정원 85명)
1998. 2. 20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5명 배출(제12회)

1998. 8. 21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32명, 행정학석사 2명, 이학석사 2명 배출(제13
회)

1998. 11. 13 • 1개 학과(세무회계정보학과) 신설인가 (16개학과 입학정원 85명)
1999. 2. 19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38명, 미술학석사 2명 배출 (제14회)
1999. 3. 2 • 제5대 산업대학원장 박노삼 박사 취임

1999. 8. 20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8명, 행정학석사 2명, 이학석사 1명, 미술학석
사 7명 배출 (제15회)

1999. 11. 2

• 일반대학원(박사과정 6개 학과, 석사과정 21개 학과), 디자인대학원(3
개 학과) 설치인가

• 산업대학원 2개 학과(화학공학과, 산업정보경제학과) 신설인가
• 입학정원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6명, 석사과정 31명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9명, 산업대학원 석사과정39명(정원감소)

2000. 2. 18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20명, 경영학석사 2명, 이학석사 3명, 미술학석
사 3명 배출(제16회)

2000. 8. 18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3명, 경영학석사 1명, 이학석사 2명, 미술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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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명 배출(제17회)
2000. 11. 6 • [학과명칭 변경]측지공학과 →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

2001. 2. 16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30명, 행정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6명 배출(제1
8회)

2001. 3. 2 • 제6대 대학원장 이진호 박사 취임
2001. 8. 24 •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9명, 미술학 석사 5명 배출(제19회)

2002. 2. 15
• 일반대학원 공학석사 12명, 경영학 석사 2명, 행정학 석사 1명, 미술학
석사 1명 및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4명, 경영학 석사 1명, 이학석사
1명, 미술학 석 사 2명 배출(제20회)

2002. 3. 1 • [학과명칭 변경] 의상디자인학과 → 패션디자인산업학과

2002. 8. 23 • 일반대학원 미술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2명, 미술학석사
3명 및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2명 배출(제21회)

2003. 2. 21
• 일반대학원 공학석사 10명, 경영학석사 4명, 미술학석사 3명, 산업대
학원 공학석사 4명, 미술학석사 3명 및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2명 배출(제22회)

2003. 3. 2 • 제7대 대학원장 박종봉 박사 취임

2003. 8. 22
• 일반대학원 공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2명,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7명, 경영학 석사 1명, 미술학석사 1명, 이학석사 1명 및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1명 배출(제23회)

2004. 2. 20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1명, 공학석사 5명, 행정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3명, 이학석사 1명 및 산업대학원 미술학석사 1명 배출(제24회)

2004. 8. 20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1명, 공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4명, 이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3명, 미술학석사 2명 및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5명 배출(제25회)

2004. 8. 30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인가 입학정원 :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9명, 석사과정 29명, 학·연·산 협동과정 2명 산업대학
원 석사과정 27명,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18명

2005. 2. 18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4명, 공학석사 12명, 미술학석사 3명, 이학석사
1명 및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1명 배출(제26회)

2005. 3. 2

• 제8대 대학원장 노철균 박사 취임
• [학과 신설]
- 특수대학원에 계약학과 3개 학과(정원 외) 신설
- 산업대학원 : 건축학부(20명), 소방방재행정학과(20명)
- 디자인대학원 : 뷰티비즈니스학과(20명)

2005. 8. 19 • 일반대학원 공학석사 5명, 경영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2명 및 디 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1명 배출(제27회)

2006. 1. 20 • 명예행정학박사 1명 배출

2006. 2. 17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2명, 공학석사 10명, 미술학석사 2명, 산업대학
원 이학 석사 1명 및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2명 배출(제28회)

2006. 3. 2 • [학과 신설]산업대학원에 계약학과 세무회계정보학과 10명(정원 외)

2006. 8. 18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이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3명,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1명 및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2명 배출(제29회)

2006. 9. 1

• [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산업대학원 계약학과 교육콘텐츠학과 20명(정원 외)

• [학과명칭 변경]
산업대학원 계약학과 세무회계정보학과 10명→세무경영학과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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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정원 외)

2007. 2. 15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2명, 공학석사 16명, 미술학석사 4명 및 산업대
학원 공학석사 3명 배출(제30회)

2007. 3. 2 • 제9대 대학원장 노철균 박사 취임

2007. 8. 17 • 일반대학원 공학석사 3명,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4명, 행정학석사
5명 및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1명 배출(제31회)

2007. 12. 7 • 명예행정학박사 1명 배출

2008. 2. 22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4명, 공학석사 14명, 미술학석사 2명, 이학석사
1명 및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3명 배출(제32회)

2008. 3. 1

• 입학정원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22명, 석사과정 40명, 학·연·산 협동
과정 2명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12명,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9명

• [학과명칭 변경]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패션디자인산업학과 → 패션스타일리스트학
과
-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패션디자인산업학과 → 뷰티산업학과

2008. 8. 22 • 일반대학원 공학석사 5명, 경영학석사 3명, 미술학석사 1명 및 산업대
학원 공학석사 2명 배출(제33회)

2008. 9. 1 • 제10대 대학원장 허만우 박사 취임

2009. 2. 20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4명, 공학석사 12명, 경영학석사 4명, 미술학석
사 2명, 이학석사 1명 및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4명, 행정학석사 7명,
문학석사 8명 배출(제34회)

2009. 3. 1

• 입학정원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25명, 석사과정 45명,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15명

•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소방방재학과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경영컨설팅학과(정원 외)

• [학과명칭 변경]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교육문화콘텐츠학과→독서학과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교육콘텐츠학과(정원 외)→독서논술
학과(정원 외)

• [대학원 폐지]디자인대학원 폐지
• [디자인대학원 예능계열을 산업대학원 예능계열로 변경]
디자인대학원 예능계열 뷰티산업학과, 사진영상학부, 산업공예학과
→ 산업대학원 예능계열 뷰티산업학과,
사진영상학부, 산업공예학과로 변경

• [과정 폐지]학·연·산 협동과정 폐지
• [학과 폐지]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건축학부(정원 외)

2009. 6. 19

•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경영학과, 산업공예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관광비즈니스학과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부동산지적학과

2009. 8. 1 • 제11대 대학원장 김광주 박사 취임

2009. 8. 21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6명, 공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3명, 미술학석사
2명 이학석사 1명 및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명, 문학석사 3명, 미술학
석사 2명 이학석사 6명 배출(제35회)

2010. 2. 19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5명, 행정학박사 2명, 공학석사 18명, 경영학석
사 2명, 미술학석사 5명 및 산업대학원 행정학석사 5명, 경영학석사
5명, 문학석사 8명, 미술학석사 2명 미용학석사 7명 배출(제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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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

• [학과 신설]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건축학부(정원 외)
• [학과 폐과]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공업화학과
• [학과명칭 변경]
일반대학원
- 박사과정 산업공예학과→공예디자인학과
-석사과정 화학공학과→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관광비즈니스→금
융증권학과, 산업공예학과→공예디자인학과
산업대학원
- 석사과정 화학공학과→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산업정보경제학과
→금융증권학과, 산업공예학과→공예디자인학과
- 석사과정 계약학과 소방방재행정학과→소방방재학과

2010. 6. 3
•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정원 외), 중소
기업형 계약학과(중소기업청 지원사업)

2010. 8. 20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1명, 공학석사 5명, 경영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및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명, 문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2명 배출(제37회)

2010. 10. 7

• 입학정원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35명, 석사과정 30명,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10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과정 10명

• [ 대학원 신설]보건복지대학원 신설
•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안전공학과, 보건복지학과, 사진영상학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보건복지학과
보건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응급구조학
과, 식품과학과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자치행정학과

• [학과명칭 변경]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토목공학과→건설공학과, 컴퓨터공학과→IT융복합학과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공간정보공학과
공예디자인학과→디자인학과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세무회계정보학과→세무·회계학과,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화학
공학과, 소방방재학과→안전공학과,
토목공학과→건설공학과, 컴퓨터공학과→IT융복합학과, 도시정보·
측지지적공학과→공간정보공학과,
공예디자인학과→디자인학과
-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세무회계정보학과→세무·회계학과,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화학
공학과,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공간정보공학과

2011. 2. 18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10명, 행정학박사 2명, 공학석사 15명, 경영학석
사 3명, 미술학석사 6명 및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7명, 문학석사 1명, 배출(제38회)

2011. 7. 1 • 제12대 대학원장 김병하 박사 취임
2011. 7. 6 • 특수대학원 명칭 변경 산업대학원 → 산업경영대학원

2011. 8. 18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7명, 공학석사 3명, 경영학석사 6명 및 산업경영
대학원 공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5명, 문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1명 배출(제39회)

2011. 10. 19 • [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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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박사과정 소방방재학과(소방방재학), 심리치료학과(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 [학과 및 세부전공명칭 변경]
일반대학원
- 박사과정 안전공학과 → 에너지융합학과(화학공학, 신재생에너지
학),
행정학과(행정학, 경찰행정학, 부동산학) → 행정학과(행정학, 경찰
행정학, 부동산지적학)
- 석사과정 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2011. 11. 4

• [학과 세부전공명칭 변경]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행정학과(행정학, 경찰행정학, 부동산지적학) → 행정학과
(행정학, 경찰행정학, 부동산학, 지적학)

2012. 2. 17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8명, 행정학박사 3명, 공학석사 13명, 경영학석
사 2명, 미술학석사 4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공학석사 1명, 경영학석사
6명, 문학석사 3명, 부동산지적학석사 1명 배출(제40회)

2012. 3. 17 • 산업경영대학원장 이진춘 박사, 보건복지대학원장 원철호 박사 취임

2012. 8. 17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4명, 행정학박사 3명, 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31명, 미술학석사 1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명, 문학석사
2명, 미용학석사 3명 배출(41회)

2012. 9. 1 • 제13대 대학원장 김도태 박사 취임

2012. 9. 11 • 경일대학교 대구교육관 개관(산업경영대학원 : 최고경영자과정(AM
P) / KIU 협상 최고위과정 개설)

2012. 9. 11 • 제14대 대학원장 권중생 박사 취임
2012. 9. 17 • 보건복지대학원장 손신영 박사 취임

2013.2.15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6명, 경영학박사 4명, 행정학박사 1명, 공학석사
14명, 경영학석사 1명, 사회복지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1명 및 산업경
영대학원 공학석사 14명, 문학석사 5명, 부동산지적학석사 1명, 행정
학석사 5명 및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2명, 응급구조학석사
1명 배출(제42회)

2013.2.21 • [학과 신설]산업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 테크노경영학과(정
원 외)

2013.8.16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2명, 행정학박사 2명, 공학석사 11명, 경영학석
사 2명, 경제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1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부동산지적학석사 2명, 문학석사 2명, 경영학
석사 9명, 행정학석사 5명 및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1명,
문학석사 2명, 응급구조학석사 2명 배출(제43회)

2014.2.14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2명, 경영학박사 9명, 공학석사 23명, 경영학석
사 4명, 행정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2명, 미용학석사 6명 및 산업경영
대학원 경영학석사 2명, 부동산지적학석사 3명 배출(제44회)

2014.8.7 • 보건복지대학원장 엄지연 박사 취임

2014.8.14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1명, 철학박사 1명, 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2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공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3명, 미용학석사
1명, 부동산지적학석사 1명 (제45회)

2014.8.22 • 명예경영학박사 1명 배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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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3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8명, 경영학박사 9명, 미술학박사 1명, 사회복지
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2명, 경영학석사 5명, 공학석사 24명, 미술학
석사 3명, 미용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5명, 공학석사 2명 및 보건복지대학원 문학석사 3명, 응급구조학
석사 3명(제46회)

2015.8.21
•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3명, 공학석사 2명, 경영학석사 1명, 미술학석
사 1명, 미용학석사 2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4명, 공학석사
3명, 행정학석사 3명 및 보건복지대학원 문학석사 2명(제47회)

2015.9.16 • 제15대 대학원장 이진춘 박사 취임
2015.12.2 • 명예경영학박사 1명 배출(5호)
2016.2.7 • 명예행정학박사 1명 배출(6호)

2016.2.19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7명, 경영학박사 5명, 미용학박사 1명, 사회복지
학박사 1명, 철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2명, 공학석사 14명, 미술학석
사 3명, 미용학석사 2명, 행정학석사 1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석
사 3명 및 보건복지대학원 문학석사 2명(제48회)

2016.6.22 • 명예행정학박사 1명 배출(7호)
2016.7.1 • 보건복지대학원장 양인숙 박사 취임
2016.7.29 • [학과 신설]산업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소방안전학과

2016.8.19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4명, 미용학박사 3명, 공학석사 7명, 미용학석사
3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공학석사 3명, 경영학석사 6명 및 보건복지대
학원 문학석사 2명, 응급구조학석사 1명(제49회)

2016.12.9 • 제16대 대학원장 안승섭 박사 취임

2017.2.17

• 일반대학원 공학박사 7명, 경영학박사 6명, 행정학박사 1명, 공학석사
28명, 경영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2명 및 산업경영대
학원 경영학석사 4명, 미용학석사 1명 및 보건복지대학원 응급구조학
석사 2명 배출(제50회)

2017.6.23 • 명예경영학박사 1명 배출(8호)
2017.7.1 • 산업경영대학원장 최홍규 박사 취임

2017.8.18
•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 1명, 공학박사 4명, 사회복지학박사 1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행정학석사 1명 및 보건복지대학원 문학석사 1명
배출(제51회)

2017.9.28

•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심리치료학과(상담심리학, 임상심
리학), 보건복지대학원 석사과정 노인체육복지학과

• [학과 및 세부전공명칭 변경]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보건복지학과(사
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응급구조학, 식품과학)→보건복지학과(사회
복지학, 응급구조학, 식품과학)

2018.2.23

• 일반대학원(경영학박사 9명, 행정학박사 1명, 공학박사 1명, 철학박사
1명, 미술학박사 1명, 공학석사 19명, 심리학석사 2명, 사회복지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2명, 미용학석사 5명) 및 산업경영대학원(경영학석
사 2명, 공학석사 1명, 부동산지적학석사 1명) 및 보건복지대학원(문
학석사 2명, 응급구조학석사 2명) 배출(제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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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 ∙보건복지대학원장 김예영 박사 취임

2018.8.17

∙일반대학원(공학박사 2명, 경영학박사 5명, 행정학박사 1명, 철학박사
1명, 미술학석사 3명, 미용학석사 1명) 및 산업경영대학원(공학석사 3명,
경영학석사 1명, 부동산지적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및 보건복지대
학원(사회복지학석사 2명, 문학석사 3명) 배출(제53회)

2019.2.15
⦁일반대학원(경영학박사 7명, 공학석사 21명, 경영학석사 1명, 심리학석
사 2명, 미술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7명) 및 산업경영대학원(공학석사
1명, 경영학석사 2명) 및 보건복지대학원(문학석사 2명) 배출(제54회)

2019.4.2 ∙제17대 대학원장 이현준 박사 취임

2019.7.1 ⦁제18대 대학원장 강우종 박사 취임
∙산업경영대학원장 임정훈 박사 취임

2019.8.16
∙일반대학원(공학박사 1명, 미용학박사 1명, 공학석사 3명) 및 산업경영
대학원(경영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2명) 및 보건복지대
학원(문학석사 1명, 사회복지학석사 1명, 이학석사 1명) 배출(제55회)

2019.9.1 ∙보건복지대학원장 박현숙 박사 취임

2019.10.24.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전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스포츠과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간호학과, 스포츠
과학과
∙[학과 통합]
일반대학원 에너지융합학과, 화학공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통합→
화학공학과
일반대학원 사진영상학과, 디자인학과 통합→융복합콘텐츠·미디어
학과
∙[학과명칭 변경]
일반대학원 IT융복합학과→IT공학과, 건설공학과→토목공학과,
보건복지학과→보건·복지서비스학과, 심리치료학과→심리학과

∙[전공 신설]
일반대학원 IT공학과(스마트팩토리), 건축공학과(건축학), 경영학과
(항공경영, 철도경영), 행정학과(범죄학), 보건·복지서비스학과(노인
체육복지학), 융복합콘텐츠·미디어학과(디지털미디어디자인, 만화애
니메이션)
∙[모집 중지]
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모집 중지

2020.2.14

∙일반대학원(공학박사 4명, 경영학박사 8명, 공학석사 20명, 경영학석사
2명, 문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5명) 및 산업경영대학원(
부동산지적학석사 1명) 및 보건복지대학원(문학석사 3명, 응급구조학석
사 2명) 배출(제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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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표
총 장

대학원장

대학원위원회

대학원 교학팀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IT공학과

전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보건·복지서비스학과

심리학과

간호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융복합콘텐츠·

미디어디자인학과

스포츠과확과

※ * 는 계약학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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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목적체계도

경일대학교 대학원 교육목적 체계도

진의

창의 열의교육이념

교육목적

인간 중심의 지식 함양 학문연구의 실용성 지향창의적인 전문지식 탐구

교육목표

■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 능력 배양

■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학술 연구

■ 인간과 도덕을 존중하는
지도자 육성

■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학문 추구

■ 전문지식과 기술의
실용화 추구

■ 지역 문화 및 산업
발전과 연계

경일대학교 대학원 교육목적 체계도

진의

창의 열의교육이념

교육목적

인간 중심의 지식 함양 학문연구의 실용성 지향창의적인 전문지식 탐구

교육목표

■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 능력 배양

■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학술 연구

■ 인간과 도덕을 존중하는
지도자 육성

■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학문 추구

■ 전문지식과 기술의
실용화 추구

■ 지역 문화 및 산업
발전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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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제
1) 행정조직

직위 성명

팀 장 오 상 명

담 당 이 민 형

2) 대학원위원회

직위 성명

대 학 원 장 강 우 종

위 원 이 현 준

위 원 김 성 찬

위 원 남 병 탁

위 원 김 해 수

위 원 이 세 명

위 원 안 승 섭

위 원 엄 태 영

위 원 박 해 룡

위 원 이 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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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칙
경일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경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1.)

제2조(편제 및 교육목적) 우리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편제 및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01.)

1. 편제

가. 일반대학원

나. 특수대학원 : 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개정 2008.11.07., 2009.06.19., 2009.08.11.,

2010.10.14., 2011.07.06.)

2. 교육목적

가. 일반대학원 :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고도의 능력과 독

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업경영대학원 : 산업기술·경영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지도

적 인격과 독창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06.)

다. 삭제 (개정 2008.11.07.)

라. 삭제 (개정 2009.08.11.)

마. 보건복지대학원 : 보건복지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리더십과

창의성을 갖춘 고급보건복지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0.10.14.)

제3조(학위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일반대학원에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01.)

제 2 장 학과(전공) 및 정원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우리 대학원에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0.22., 2008.10.16., 2009.06.19., 2009.08.11., 2009.10.19., 2010.10.14., 2011.07.06., 2011.09.01.,

2013.10.01., 2016.07.29., 2017.09.28., 2018.04.09., 2019.02.19., 2019.05.01., 2019.06.01., 2019.11.01., 2019.12.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0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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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

외국민 및 외국인

제 3 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1.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 국내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예

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0.01.)

2.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취득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제7조(우리 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의 지원자격)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학문상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 받을 수 있으며, 휴직한 후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8조(입학전형) 각 대학원의 입학 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제9조(지원전공학과) ①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의 지원자는 학사과정에서 이수

한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②박사과정의 지원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9.11.01.)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10조(등록) ①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 및 학적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6.01.)

제11조(휴학) ①휴학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통산 4학기(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를초과할수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7.)

1. 병역

2. 임신, 출산 및 육아: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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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최대 2년

4.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1.01.)

②휴학 중인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11.01.)

제12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개정 2019.11.01.)

1.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결정된 자 (개정 2009.08.11., 2019.11.01.)

제14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입학정원에

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9.11.01.)

제16조(편입학) 편입학은 해당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01.)

제 5 장 학점, 수업연한, 수료, 전과, 교육과정

제17조(학점인정 일수) 타당한 사유 없이 학기 중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제18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69 이하 0

제19조(이수단위 및 인정평점) ①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 전 과목 평점평균은 3.0(등급 B학점) 이상 되어야

해당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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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점인정) ①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된다.

②편입학한 자가 원적 대학원에서 편입학한 대학원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과정은 6개월, 석사과정은 1년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7.11.15., 2019.06.01.)

②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1년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6.01.)

③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

킨 자에 한하여 6개월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6.01.)

④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6개월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6.01.)

⑤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우리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9.06.01.)

⑥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01., 2019.11.01.)

제22조(학년도 등) ①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1.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2.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23조(수료학점) ①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01., 2019.06.01.)

②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 무논문학위수여 대상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6.01.)

③ 우리 대학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23조의1(전공변경및전과)대학원의 전공변경 및 학과간 전과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

는다. 단, 대학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

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07.01.)

제24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 및 학점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6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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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자격시험

제27조(자격시험 종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으로 한다.

제28조(자격시험) ①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②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학위취득 시까지로 한다.

제 7 장 학위논문

제2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심사) ①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및 연구학점을 취득한 자 (개정 2020.03.20.)

2.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개정 2020.03.20.)

3. “석사학위 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하는 학위논문제출자격을 만족하는 자 (개정 2020.03.20.)

②학위논문의심사는해당전공분야본교전임교원또는관련분야 외부전문가중대학원장

이 승인하여 선정된 심사위원이 하며,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과정은 3명 이상, 박사과정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01., 2020.03.20.)

제30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제출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01.)

제31조(학위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32조(수료) ①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단,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개정 2018.01.25.)

2.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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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7.11.15.)

②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3조(학위수여) ①제32조 제1항의 수료 요건을 갖춘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규정” <별표 1> 예능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작품규모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학한 자가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0.01., 2017.12.15., 2019.11.0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이하 무논문학위라

한다)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06.19., 2019.06.01.)

1.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로부터 무논문학위신청을 승인받은 자

2.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교과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③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무논문학위청구자는 조기졸업이 불가하다. (신설
2019.06.01.)

④학위논문청구자가 무논문학위청구로변경할 시에는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01.)

⑤예능계열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06.01)

⑥각 과정의 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0.22., 2008.10.16., 2008.11.07., 2009.6.19., 2009.10.19.,

2010.06.14., 2010.10.14., 2011.09.01., 2013.02.21., 2016.04.20., 2016.07.29., 2017.09.28., 2019.02.01., 2019.05.01., 2019.06.01.,

2019.11.01., 2019.12.17.)

⑦전공과 학위논문의 성격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종별학위를 수여하거나 세부전공을 구분할 수 있다. <별지 7> (개정 2019.11.01.)

제34조(명예박사학위) ①명예박사학위 취득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2.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②우리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우리 대학원의 학술학위종별에

따른다. (개정 2019.11.01.)

제35조(학위수여자 사정) 학위취득자를 결정하는 사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석사 및 박사학위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사정위원장으로 하여 석사 또는 박

사 학위 수여대상자 사정을 실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명예박사학위 :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써 명예박사학위 수여대

상자를 정한다.

제36조(학위수여 시기)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고 명예박사학위는 우리

대학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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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학위기 양식) 학위기는 다음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1. 석사학위(학술학위) - 별지 1 (개정 2013.10.01.)

2. 박사학위(학술학위) - 별지 2 (개정 2009.06.19., 2013.10.01.)

3. 석사학위(전문학위) - 별지 3 (개정 2009.06.19., 2013.10.01.)

4. 석사학위(무논문학위) - 별지 4 (개정 2009.06.19., 2013.10.01)

5. 명예박사학위 - 별지 5 (개정 2009.06.19., 2013.10.01., 2017.06.21.)

제38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39조(학위복장 규정) 석사, 박사학위복의학위종별 후드색깔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1.22.,

2011.01.21., 2011.09.01., 2017.09.28., 2019.06.01., 2019.11.01.)

1. 후드 색깔

해당학위 후드 색깔 해당학위 후드 색깔

공    학 주황 (Orange) 경 영 학 갈색 (Burnt Sienna)

경 제 학 갈색 (Burnt Sienna) 행 정 학 하늘색 (Sky Blue)

교 육 학 짙은청색 (Dark Blue) 부동산지적학 파란색 (Blue)

범 죄 학 하늘색 (Sky Blue) 간 호 학 살구색 (Apricot)

사회복지학 파란색 (Blue) 노인체육복지학 파란색 (Blue)

응급구조학 노란색 (Yellow) 문    학 흰색 (White)

철    학 파란색 (Blue) 미 술 학 붉은보라 (Red Purple)

미 용 학 갈색 (Burnt Sienna) 이    학 노란색 (Yellow)

체 육 학 노란색 (Yellow)     

2. 후드 내부의 색깔은 청색, 백색, 홍색으로 한다. (개정 2010.01.22.)

3. 학위모 수술 색깔은 석사모는 백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4. 박사학위 및 소매의 색상은 계열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인문사회, 보건, 예․체능계열 : 청색 (개정 2011.01.21.)

나. 자연과학, 공학계열 : 황색

제 9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0조(연구과정) 대학원의 연구과정생으로입학할 수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9.11.01.)

1. 4년제 대학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41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과정생으로서그연구실적이양호한자에대하여는해당과목에

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제42조(공개강좌) ①대학원에는 교양 및 연구 상의 필요한 학식 또는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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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0.16.)

②공개강좌 수료생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09.06.19.)

③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0.16.)

제 10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3조(학칙준수) 학생은 우리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제44조(취업제한)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

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취업학생은 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장학금) 품행이 올바르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46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직 제

제47조(대학원장)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8조(조직)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마다 교원(조교는 제외)을 둘

수 있다.

제49조(학과주임교수) 각 학과에는 학과주임교수를 두며 학과주임교수는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2 장 위원회

제50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9.11.01.)

제51조(대학원위원 임기) 대학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01.)

제52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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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위의 전공 영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9.11.01.)

제53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장 계약학과

제54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시행세칙’에 따른

다. (개정 2010.06.14., 2015.01.16.)

제55조(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0.16., 2008.11.07., 2009.10.19., 2010.01.22., 2010.06.14., 2011.07.06., 2013.02.21., 2014.12.22., 2015.01.16., 2016.1

0.20., 2017.03.10., 2017.12.15., 2019.11.01.)

제56조(선발기준) ①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며, 산업체에 9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6.03.15., 2019.10. .)

②계약학과 입학생 선발절차는 학칙과 각종 규정에 따르되 산업체 장이 추천하여 특별전

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57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기 설치된 학과의 교육과정

으로 운영한다. 단, 별도과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제58조(납입금 및 납부방법) ①계약학과의 교육비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6.14)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산업체에서 부담하며,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경우 학생은 50% 이내에서 부담하고, 산업체 등은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계약학과의 납입금은 정규 학위과정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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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9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연한은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개정 2010.06.14.)

제60조(제적)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은 학칙에 의하되 산업체등 소속기관을 퇴직한 경우에

는 자격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한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계약학과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1조(교과목이수 인정) 계약학과학생이입학한계약학과의교육과정과관련되는근무경

력을가진경우에는해당계약학과교육과정중 2과목(6학점) 범위내에서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62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 입학생이 학위를 취득

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63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폐지될 경우 해당학과의 잔류인원에 대하여는

대학원의 해당학과에 소속시키며, 해당학생의 학점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대학원생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10.06.14.)

제64조(기타사항) 계약학과 운영에 관해 학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경일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03.15.)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제정 학칙이전산업대학

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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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1조 제1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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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디자인대학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한 일반대학원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특수대학

원 뷰티산업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의 학위종별은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한 특수대학원 학과의 학위종별은 변경학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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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대학원 공간정보공학과(구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

에 재적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 중 ‘부동산지적학’ 전공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행정학

석·박사학위’ 및 ‘부동산지적학석사(부동산지적학) 학위’를 수여한다.

제3조(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안전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각각 화학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속으로 하고, 박사과정

보건복지학과 상담심리전공 학생은 심리치료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박사통합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신입

생 모집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석·박사통합과정운영에관한규정을 둔다. - 참

여학과 : 경영학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계공학과는 2015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참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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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보건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의 시행일

이후 학위수여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업경영대학원 소방안전학과의 신입생모집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의 대학원별 수여학위명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심리치료학과 및 보건복지대학

원 노인체육복지학과의 편제는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며, 적용당시 일반대학원 석사과

정 보건복지학과 상담심리학전공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은 심리치료학과 상담심

리학전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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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모집단위 및 학위종별과 관련하여 2019학년도 후기 입학생까지에 대

하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후기모집 교육컨설팅학과 입학생

및 2020학년도 전기모집 융복합콘텐츠·미디어학과의 지원자는 각각 변경학칙의 학과

명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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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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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 학과 및 입학정원 편성표

    1. 박사과정

계열 학과(전공)
입학
정원

공학

기계공학과

35명

IT공학과 (로봇공학, 전자공학, 스마트팩토리)

전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 컴퓨터공학)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신재생에너지학)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건축학)

토목공학과

간호∙
보건

보건∙복지서비스학과 (사회복지학, 노인체육복지학, 응급구조학, 식품과학)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인문∙
사회

경영학과 (경영학, 경제통상학, 항공경영, 철도경영)

행정학과 (행정학, 경찰행정학, 범죄학, 부동산학, 지적학)

교육학과 (교육학, 교육공학·평생교육)

예∙체능

융복합콘텐츠∙미디어디자인학과 
(사진영상학,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뷰티산업학)

스포츠과학과 (스포츠헬스케어, 스포츠코칭, 스포츠마케팅)

계 15개학과 (38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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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사과정

계열 학과(전공)
입학
정원

공학

기계공학과

50명

IT공학과 (로봇공학, 전자공학, 스마트팩토리)

전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 컴퓨터공학)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신재생에너지학)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건축학)

토목공학과

간호∙
보건

간호학과

보건∙복지서비스학과 (사회복지학, 노인체육복지학, 응급구조학, 식품과학)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인문∙
사회

경영학과 (경영학, 경제통상학, 항공경영, 철도경영)

행정학과 (행정학, 경찰행정학, 범죄학, 부동산학, 지적학)

교육학과 (교육학, 교육공학·평생교육)

예∙체능

융복합콘텐츠∙미디어디자인학과 
(사진영상학,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뷰티산업학)

스포츠과학과 (스포츠헬스케어, 스포츠코칭, 스포츠마케팅)

계 16개학과 (39개 전공)

   

 3. 계약학과(석사과정)

계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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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여학위명

학과 전공
학위명

학과 전공
학위명

석사 박사 석사 박사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IT공학과

로봇공학 경제통상학

전자공학 항공경영

스마트팩토리 철도경영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사이버

보안학과

사이버보안 경찰행정학

컴퓨터공학 범죄학 범죄학석사 범죄학박사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 부동산학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지적학

신재생에너지학

교육학과

교육학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교육공학·평생교육

건축학

융복합콘텐츠∙

미디어디자인

학과

사진영상학

미술학석사 미술학박사

토목공학과 토목공학 시각디자인

간호학과 간호학 간호학석사 - 산업디자인

보건∙복지

서비스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만화애니메이션

노인체육복지학 노인체육복지학석사 노인체육복지학박사 뷰티산업학 미용학석사 미용학박사

응급구조학 응급구조학석사 응급구조학박사

스포츠과학과

스포츠헬스케어

체육학석사 이학박사식품과학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스포츠코칭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문학석사 철학박사

스포츠마케팅

임상심리학 ※ 2020학년도 전기모집 이전 입학자의 경우 구학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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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제출된 아래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논문제목 :
지도교수 : ◯◯학 박사 ◯ ◯ ◯

년      월      일

경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일대학교 총장 ◯◯박사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일대 ○○○○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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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 과

전 공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제출된 아래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논문제목 :
지도교수 : ◯◯학 박사 ◯ ◯ ◯

년      월      일

경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일대학교 총장 ◯◯박사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일대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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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 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제출된 아래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 석사(전공명)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논문제목 :
지도교수 : ◯◯학 박사 ◯ ◯ ◯

년      월      일

경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전공명)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일대학교 총장 ◯◯박사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일대 ○○○○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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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 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 석사(전공명)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경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전공명)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일대학교 총장 ◯◯박사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일대 ○○○○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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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크게 공헌을 하였으므로 대학원위원회는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경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일대학교 총장 ◯◯박사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경일대 ○○○○ (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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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제    호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2조에 의한 공개강좌 ○○과정의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경일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일대학교 총장 ◯◯박사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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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 ◯ ◯학)분야 인정 가능 교과목 확인 명세서

구  분
인정 가능 교과목

비  고교과목명 이수학
점

소 속

성 명

학 번

소계

위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은 우리 학과의 (해당학위 기재)박(석)사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문분야 기재)분야 과목으로 인정 가능함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 ◯ ◯(인)
      학과주임교수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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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1)

(박사, 석사)학위 명칭 변경 사유서

소     속 : 00 대학원

학과(전공) : 

성     명 : 

요청학위명 : 

변경사유(학위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지도교수    ◯ ◯ ◯(인)

(소속)00학과주임교수    ◯ ◯ ◯(인)

(변경)00학과주임교수    ◯ ◯ ◯(인)

◯ ◯ 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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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수여자현황
졸업학기

대학원
산업경영 디자인 보건복지 계

박사 석사 계

1991-2(1회) 　 　 　 24 　 　 24

1992-1(2회) 　 　 　 2 　 　 2

1992-2(3회) 　 　 　 8 　 　 8

1993-2(5회) 　 　 　 14 　 　 14

1994-1(6회) 　 　 　 13 　 　 13

1994-2(7회) 　 　 　 26 　 　 26

1995-1(8회) 　 　 　 13 　 　 13

1995-2(9회) 　 　 　 21 　 　 21

1996-1(10회) 　 　 　 7 　 　 7

1996-2(11회) 　 　 　 20 　 　 20

1997-1(12회) 　 　 　 15 　 　 15

1997-2(13회) 　 　 　 36 　 　 36

1998-1(14회) 　 　 　 40 　 　 40

1998-2(15회) 　 　 　 28 　 　 28

1999-1(16회) 　 　 　 28 　 　 28

1999-2(17회) 　 　 　 21 　 　 21

2000-1(18회) 　 　 　 38 　 　 38

2000-2(19회) 　 　 　 14 　 　 14

2001-1(20회) 　 16 16 8 　 　 24

2001-2(21회) 　 1 1 15 2 　 18

2002-1(22회) 　 17 17 7 2 　 26

2002-2(23회) 　 4 4 10 1 　 15

2003-1(24회) 1 10 11 1 　 　 12

2003-2(25회) 1 8 9 5 5 　 19

2004-1(26회) 4 16 20 2 　 　 22

2004-2(27회) 　 6 6 2 1 　 9

2005-1(28회) 2 12 14 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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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대학원

산업경영 디자인 보건복지 계
박사 석사 계

2005-2(29회) 1 6 7 3 2 　 12

2006-1(30회) 2 20 22 3 　 　 25

2006-2(31회) 　 3 3 9 1 　 13

2007-1(32회) 4 17 21 3 　 　 24

2007-2(33회) 　 9 9 2 　 　 11

2008-1(34회) 4 19 23 19 　 　 42

2008-2(35회) 6 8 14 4 8 　 26

2009-1(36회) 7 25 32 18 9 　 59

2009-2(37회) 2 7 9 3 2 　 14

2010-1(38회) 12 24 36 9 　 　 45

2010-2(39회) 7 9 16 9 　 　 25

2011-1(40회) 11 19 30 11 　 　 41

2011-2(41회) 7 33 40 6 　 　 46

2012-1(42회) 11 17 28 25 　 3 56

2012-2(43회) 4 17 21 18 　 5 44

2013-1(44회) 11 37 48 5 　 　 53

2013-2(45회) 2 4 6 7 　 　 13

2014-1(46회) 21 34 55 7 　 6 68

2014-2(47회) 3 6 9 10 　 3 22

2015-1(48회) 17 20 37 3 　 2 42

2015-2(49회) 7 10 17 9 3 29

2016-1(50회) 14 33 47 5 2 54

2016-2(51회) 6 6 1 1 8

2017-1(52회) 13 29 42 4 4 50

2017-2(53회) 9 4 13 6 5 24

2018-1(54회) 7 32 39 3 2 44

2018-2(55회) 2 3 5 4 3 12

2019-1(56회) 12 33 45 1 5 51

총계 210 568 778 626 35 44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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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학과 □

(Department of Construction Engineering)

1. 교육목표

○ 일반대학원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서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경영대학원

산업 기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서 지도적 인격과 독창력을 갖춘 고급

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설공학과에는 토목공학, 공간정보공학 등 2개의 전공과 다양한 세부전공이 있으며,

수업은 각각의 전공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재석 교수 University of Kentucky 공학박사 국토개발 토목공학

김희덕 교수 Osaka University 공학박사 강구조 〃

안승섭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수리수문학 〃

우용한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교통공학 〃

유지형 교수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지반 및 도로공학 〃

이영진 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측량학및지형정보 〃

이종헌 교수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 구조공학 〃

김두연 부교수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건설경영 〃

박기범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수자원환경공학 〃

안재성 부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박사 지리정보체계(GIS) 공간정보

한수희 부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공간정보공학 〃

홍창기 부교수
The Ohio State

University
공학박사 측지학 〃

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석사학위논문의 작성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논문과제의 탐색과 분석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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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다.

○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Ph.D. Degree)

박사학위논문의 작성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연구과제의 탐색과 분석 방법을

논의한다.

○ 고급공업수학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 해석에 필요한 편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차원해석, 최적화함수 등의 응용수학의

해법을 강의하여 토목공학 각 분야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학모형의 적용과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

○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편미분방정식을 기반으로 토목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수치해석과 모형의 이해를 위한

기본이론과 프로그램 모델의 적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고 토목공학 각

분야에 대한 활용방안과 응용을 연구

○ 흙의거동론 (Fundamentals of Soil Behavior)

토립자의 접촉이론, 토립자의 활동이론, 응력-팽창모형, 점토-간극수의 역학적 관계,

흙의 구조, 점토-수분포텐셜론

○ 구조동력학 (Structural Dynamics)

동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뼈대구조 및 연속체

등 여러 형태의 구조물의 조화하중, 주기하중, 충격하중, 임의하중, 지진하중 등을 받는

경우에 대해 운동방정식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선형 및 비선형 해석 방법을 연구한다.

○ 사면안정론 (Theory of Slope Stability)

도로, 제방, 흙댐, 산 등의 사면은 자중 또는 상재하중에 의한 사면활동으로 붕괴된다.

이에 관련된 사면의 안정해석 방법을 논하고 사례를 통한 사면의 붕괴 원인을 분석,

연구

○ 흙의동력학 (Soil Dynamics)

동력학의 기본 이론과 동하중에서의 흙의 응력-변형 특성을 논하고, 이의 응용으로서

기계 기초의 설계 및 해석, 지진 시의 구조물 및 사면의 안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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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기초론 (Applied Foundation Engineering)

탄성기초의 이론, 널말뚝공법의 설계, 침투해석 및 응용, 사면 안정론 및 응용, 침하이론

및 응용,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설계

○ 포장구조해석 (Principles of Pavement Design)

포장형태와 축하중, 포장체에 가해지는 응력, 차량 및 교통량, 포장재료의 특성, 포장설계,

포장구조체의 공용성, 포장체의 유지관리 및 보수

○ 개수로의수리학 (Open Channel Hydraulics)

개수로의 상류 및 사류 조건하에서의 정류, 부정류에 대한 이론, 부정류에 의한 파의

발생 및 전파에 대한 기초원리와 수치해석 프로그램 작성을 통한 이론적 문제접근

방법 및 해결능력을 배양하여 개수로 관련 수공구조물 설계에 관한 연구

○ 홍수예측 (Forcasting of Flood)

홍수예보는 수문유출 과정 및 유역 내 물질 순환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유역의 크기나 특성 등에 따른 최적의 유역 수치모델 개발, 유역 내 토지이용 변경이

초래하는 영향과 효과의 사전예측, 토양 및 지하수의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도시구조해석 (Analysis of Urban Structure)

도시의 생성과 발달 그리고 쇠퇴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한 원칙 하에서 순환과정

을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수학적 모형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석함으로서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또한 장래의 도시패턴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통해 도시의 적정관리가 가능하므로, 도시구조를 수학적

모형으로 해석하는 제반 방법들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 교통수요예측 (Forecasting of Traffic Demand)

교통계획과 운영에 잇어서 교통수요의 예측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수요예측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처리와 난해한 수학적 과정이 많은데 학부과정에

서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1단계 교통발생, 2단계 교통분포, 3단계 수단분담, 4단계

교통배분, 5단계 평가의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

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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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방재공학 (River &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최근 각국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별 특성과 대비사례를 조사하고, 자연재해의 주자연

원인이 되는 풍수해 저감 방안 특히, 홍수피해의 원인이 되는 배수체계와 재해저감시설

및 하천시설물을 포함한 수변공간의 친환경적인 공간배분을 치수적인 측면에서 설계하

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 고급수자원공학 (Advanced Water Resources Enginnering)

수자원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하천과 댐 등의 수자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공학적인

수자원분석의 선형계획법, 동적계획법, 네트워크이론 등의 기초 이론과 응용 해석 및

수자원시스템의 홍수, 이수, 가뭄 등의 Project를 연구하고 활용한다.

○ 교통류이론 (Traffic Flow Theory)

도로상의 차량 흐름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차량의 흐름, 즉

교통류에 대한 문제는 도로의 소통상황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소통상황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도로계획을 위해서는 교통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교통류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제반 이론과

모형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하천계획및설계 (River Planning and Design)

인류문명의 태동이 하천주변이고 인간과 하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천의

형태와 거동 및 수생생태 등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과 함께 하천계획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에 대하여 강의 연구한다.

○ 토지이용과교통체계 (Land-use and Transport System)

도시의 토지이용과 교통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자 간에는 서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공간적인 확산은 교통의 적절한 체계구성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또한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교통수요의 발생 특성도

달라진다. 따라서 합리적인 체계구성과 공학적인 해석에 대한 전문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이용과 교통에 관련된 이론 및 분석방법을 본 교과목을 통해 학습하고자

한다.

○ 도시개발기법 (Urban Development Techniques)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욱 배양하고, 실무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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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론을 강의. 또한 수립된 도시개발안의 타당성검토와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관련법령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도시계획가의 능력을 한단계 향상시키

기 위한 목적임

○ 시설물안전관리 (Facility Management)

기반시설물의 준공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면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부분과 관련

문제점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등의 중요 시설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프로젝트의 구현사례를 분석한다.

○ 건설시공자동화 (Automation in Construction)

건설시공 분야에서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그 규모에 비해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건설분야

자동화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위치기반의 자동화를 통하여

로보틱스화 시공이 가능하도록 연구, 개발한다. 아울러 건설기술 관련법령의 적용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검토한다.

○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공학적 이론과 수치해석을 기본으로 Python, R, Fortran, C++등의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하여 수식화된 모형을 개발 및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학적 문제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다.

○ 콘크리트구조특론 (Advanced Concrete Structures)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및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설계 방법을 취급한다.

○ 교량공학특론 (Advanced Bridge Engineering)

교량구조물에 관련된 역학적 거동을 이해하고 케이블 형식 장대교량을 중심으로 설계

및 해석방법을 다룬다.

○ 내진설계특론 (Advanced Earthquake Resistant Design)

국내외 내진설계규정을 이해하고 각종 토목구조물의 내진설계방법에 대하여 고찰하며,

구조물이 지진하중을 받을 때의 거동을 연구하여, 이에 저항하는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면진장치의 물리적 특성 및 이를 고려한

구조물의 해석기법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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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풍설계특론 (Advanced Wind Resistant Design)

장대교량 및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내풍설계 절차를 이해하고, 풍동실험방법, 수치 시뮬레

이션 기법, 각종 공기역학적 제진장치의 설계방법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 정밀측량및계측 (Topics in Precision Surveying and Instrumentation)

시설물 정밀위치와 변위 등 Project측량과 플랜트 정밀계측 기술로서 위치기준과 정확도

평가방법, 다양한 조정계산과 망조정, 좌표와 변환, 변위측량 기법 , 3차원 계측, 자율차

도로지도 계측 등을 연구한다. TS방법, GPS방법, 광학계측방법, 측설정렬, 그리고 레이

저 스캐닝(TLS, MMS) 등 획득기술과 수치영상 데이터의 처리 기법을 연구하고 응용사

례를 분석한다.

○ 시설물안전관리공학 (Topics in Facility Management and Engineering)

기반시설물의 준공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면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부분과 관련

문제점을 다루며 도로 등 지상시설물과 함께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등의

지하시설물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프로젝트의 구현사례를 분석한

다.

○ 국토정보관리시스템 (Topics in Land Information System and Administration)

토지정보, 지형정보, 토지이용정보, 부동산정보, 재해정보, 수정보 등 모든 국토정보의

조사와 관련시스템에 대한 구축, 관리, 활용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활용

분야별로 의사결정 절차와 사례를 연구한다. 아울러 국제기구의 활동(UN GGIM 등)과

연관된 SDI,의 체계를 연구한다.

○ 지형정보공학 (Topics in Digital Terrain Modeling and Engineering)

수치지형모델링의 배경, 수치지형 데이터의 획득방법, 수치표고모델(DEM)의 자동생성

기법, 수치지형모델링 기법, 표현기법,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하고 수치지도와

관련된 사례별로 적용기법을 분석한다. 또한 라이다(Lidar) 등 대량 DEM과 정사영상

자료를 압축하여 효율적인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 철도시스템공학 (Topics in Railway System Enginnering)

철도시스템공학과 관련된 기본이론과 철도건설 실무규정을 수업하며, 특히 철도시설물

과 철도궤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계측방법과 안전관리에 대해 연구한다. 국가기

반시설과 정보화 기술과의 연계를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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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특론

(Advanced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건설프로젝트의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 및 관리기법의 요소와 절차에 관한 기본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으며, 프로젝트 계획, 공정관리, 비용관리, 안전관리, 현금관리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에서 요구되는 건설관리이론 및 실제적인 활용기법을 습득하며, 각

분야에 대한 학문적 심화 학습 및 실무역량을 배양한다.

○ 위험관리및의사결정론 (Risk Analysis and Decision Science)

건설사업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분류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실무적 기법을 모델링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리스크를 감소시

키기 위한 대처방안 및 관리기법을 살펴봄으로써 건설의사결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습득하는 데에 목표가 있으며, 리스크 분석의 기본 절차, 리스크 계량화

방법, 리스크 모델링의 다양한 방법론 등을 습득하고, 이의 학문적/실무적 연계과정을

습득하고, 실제 건설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배양능력을

증진한다.

○ 건설생산성공학론 (Construction Productivity Management)

건설의 생산성 문제와 양상개요를 인식하고, 생산성을 감시, 제어해서 측정하기 위한

확립된 기법들을 습득하며, 건설공사의 재설계와 생산성 개선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으며, 분리된 이벤트 시뮬레이션(discrete event simulation approach)과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체계를

이해하게 되며, 팀 프로젝트 위주의 진행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분석 및 개선과정을

체험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 측지학특론 (Advanced Geodesy)

지구의 형상 및 위치 결정을 위한 다양한 최신 이론 및 기술을 배우며 이에 따른 자료처리

방법을 학습한다. 수직기준체계인 지오이드의 결정, 위성의 궤도 결정 원리, VLBI,

SLR 기술 등을 포함한다.

○ GNSS측위학특론 (Advanced GNSS Positioning)

정밀측위를 위한 다양한 GNSS 측위기법 및 측지분야에 활용 방법에 대해 학습하며

특히 이동측위 기법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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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SS자료처리특론 (Advanced GNSS Data Processing)

다양한 GNSS 수신기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측량 및 측지분야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 조정계산특론 (Advanced Adjustment Computation)

다양한 조정계산의 모델을 습득하고 실제 응용에 잇어서 적합한 추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주어진 관측환경에서의 적합한 조정계산 모델을 판단하고 이를

적용하여 원하는 변수를 최적으로 추정한다.

○ 측위센서통합 (Integration of Positioning Sensors)

GNSS, INS 등 측위센서 각각의 특성에 대해 학습하며 관련 센서들의 효과적인 통합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한다.

○ GIS특론 (Advanced GIS)

GIS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리정보학의 기초이론 및 실무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신기술에 관한 기법을 습득하여 관련분야에의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아울러 도시 및 환경․수문분야를 비롯한 응용분야에서 원활한 연구와 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GIS에 관한 기본교육 및 응용실무교육을 실시한다.

○ 공간분석특론 (Advanced Spatial Analysis)

지도분석기법과 공간현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최신 기법에 대해 논의한다. 공간 현상의

패턴, 구조, 입지, 예측에 필요한 방법론을 연구한다.

○ GIS프로그래밍특론 (Advanced GIS Programming)

GIS 응용소프트웨어, GIS 소프트웨어 개선 등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힌다.

GIS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 개선을 위해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GIS프로젝트특론 (Advanced GIS Project)

최신 GIS 기술 동향과 연구 사례에 관한 내용을 토론하며, 이론에 기반한 학생 개개인의

연구주제에 맞는 실습과정을 통하여 GIS 문제해결 방법을 익힌다. 교과목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습득했던 내용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무 수행능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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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통합 (Integration of Geospatial Infornation)

수치지도, 위성영상, 행정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공간정보를 생성 및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공학측량특론 (Advanced Engineering Surveying)

일반측량 및 응용측량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공학측량 방법을 연구한다.

○ 측량자료처리특론 (Advanced Surveyed Data Processing)

대용량 측량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광범위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측량성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 사진측량특론 (Advanced Photogrammetry)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현하여

실질적으로 사진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 응용사진측량특론 (Advanced Applied Photogrammetry)

무인항공사진측량,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하보정, 항공레이저측량 등 유사 분야에서

사진측량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 원격탐사특론 (Advanced Remote Sensing)

원격탐사에 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수치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처리에 관한 기법을

익히고 영상처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실무강의를 수행한다. 아울러 수치사진측량 및

영상처리기법개발에 관한 제반기술과 GIS에 관련된 통합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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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과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1. 교육목표

건축은 인간생활의 요구를 사회적 상황과 환경적 맥락 안에서 바람직한 ‘공간과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기술, 과학과 공학을 총합적으로 조정하고 구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본 학과의 교육목표는 창의적 건축문화와 과학적 건축기술의 수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학문적 가치성 추구에 있다.

교육과정은 세부적으로 설계/의장, 구조/역학, 시공/재료, 환경/설비, 역사/건축론 등의

학과목이 망라되어 전공분야별 요구에 상응하고 있으며, 학습내용은 학술이론적 체계위에

실험과 실기 및 사례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현실 적용성을 제고시키고 학위 논문과 연계하여

심층적 연구를 전개함으로써 건축공학의 학문성을 정립하고 미래를 예비하는 이론적

기술적 능력을 함양한다.

2. 교수명단

[건축공학전공]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종성 교수 동경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구조

하기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건축구조

엄신조 부교수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건축시공
최동희 부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건축환경및설비

이동렬 조교수 경일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구조및공법

김법렬 조교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구조

[건축학전공]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정영철 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계획

최영선 부교수 조지아텍 건축학박사 건축계획

우승학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디지털건축

김병주 조교수 교토대학 건축학박사 건축계획

석강희 조교수 슈투트가르트대학 건축학석사 건축계획
이광현 조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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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석사학위논문의 작성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논문과제의 탐색과 분석방법을

논의한다.

○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Ph. D. Degree)

박사학위논문의 작성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연구과제의 탐색과 분석방법을

논의한다.

○ 건축설계프로젝트 (Project Studies in Architectural Design)

특정 설계프로젝트에 따른 제반사항과 요구조건을 분석․종합하여 건축적 구현을 이루도

록 제안한다.

○ 한국건축론 (Theory of Korean Architecture)

한국전통건축의 시대별 사회문화구조와 건축 사상적 맥락을 고찰하며, 한국전통건축이

갖는 공간적, 조형적 특색을 탐구한다.

○ 리모델링공법과구조설계 (Structural Design and Method of Remodeling)

건축물의 노후화 및 용도변경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하여 노후와 정도의 조사, 진단,

평가에 의한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 조후 및 성능저하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법 및 구조설계 방법을 연구한다.

○ 고층건축구조설계론(Advanced Structural Planning of High-rise Buildings)

합리적인 고층건물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하여 초고층건축의 구조시스템 유형과 하중

및 저항특성을 이해시킨다.

○ 건축물내진설계론 (Earthquake Design of Building Structures)

건축물의 내진설계방법, 내진구조계획, 지진피해분석, 동적해석 등에 대해서 연구한다.

○ 건축사특론 (Advanced Study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건축사에 있어서 특정시대 및 특정지역의 건축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그 성격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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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의장론 (Theory of Architectural Design)

건축 조형이 구성되는 원리를 주제별로 강의하고, 건축적 의미를 사례를 통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강의를 통한 이론전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해하여 건축을 이해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

○ 구조안정론 (Structural Stability of Structures)

강구조물의 중요문제인 좌굴문제에(특히 탄성좌굴) 대한 기본이론과 골조안정해석의

요령 및 구조설계의 응용에 대해 연구한다.

○ 탄성학 (Theory of Elasticity)

탄성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직각 및 극좌표계에서의 응력 및 변형도 해석, 응력함수

및 변형함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에너지법, 수치해석법의 응용 통하여 부재해석의

방법을 다룬다.

○ 철근콘크리트 건축 구조설계 (Structural Design of R.C Buildings)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의 실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공학계약론 (Theory of Construction Contract)

건설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계약의 종류, 절차, 국내외 계약서의

비교, 관련분야의 연구방법론을 학습한다.

○ 전산구조공학(Computational Methods in Structural Engineering)

실무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한 제반 구조해석 및 부재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 건설기술과정책(Construction Technology & Policy)

건설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건설산업의 초고층, 대규모, 복잡화에 따라 건설기술

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 도시계획론(Theory of Urban Planning)

시대적 및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도시화와 정보화, 글로벌 시대에 제반 도시문제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도시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전략적 방법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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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동역학 (Dynamics of Structures)

동하중,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거동에 관한 기본이론 및 응용을 다루며, 철근콘크

리트 구조물의 내진설계 방법론을 소개한다.

○ BIM설계 (Design of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기초계획과 설계, 시공까지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오류나 실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설계 기법을 응용한 설계이다.

○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구조공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한요소법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며 유한요소해

석을 위한 기존의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 건설경제성공학(Economic Decision & Analysis in Construction)

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학생이 필요한 모든 도구를

이용하여 경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 강구조설계론 (Advanced Steel Structures)

강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본을 정리하고, 트러스의 설계, 간단한 공장건물

등 실제 철골건물의 골조(뼈대)설계를 실무용 S/W(예, 실용의 2D 프로그램)을 사용한

역학적인 문제와 철골구조의 설계요령에 대하 주로 연구한다.

○ 건축계획론 (Theory of Architectural Planning)

건축계획의 학술적 정립과 과정론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탐색을 꾀하며, 건축용도 및

주제별 특성을 파악하고 건축설계를 위한 제반 지침을 마련하여 실제적 적용성을 제고시

킨다.

○ 건축구조실험론 (Experiments of Building Structures)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강구조의 다양한 구조부재의 실험, 구조물의 선형 및 배선 형태,

구조물의 안전성, 구조물의 피로 및 파괴 구조물의 동역학적 거동에 관한 실험을 다룬다.

○ 건축미학 (Architectural Aesthetics)

건축 디자인의 모티브를 설정하는 각각의 예술적, 철학적 배경 및 시대 정신의 발현에

관해 미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건축 미학의 본질을 밀도있게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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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계획론 (Environmental System for Building)

건축 설비의 체계적 설계방법과 하이테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 건축환경계획론 (Theory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Planning)

인간과 환경 시스템 중에서 물리적 환경인자와 사회적 환경인자를 연구하고 인간의

감각적, 사회심리적 요구에 적합한 건축환경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탐구

○ 친환경건축계획론 (Sustainable Architecture)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합당한 건축을 위한 계획개념과정, 계획항목

및 계획기법과 성능의 적용 및 평가에 관하여 연구한다.

○ 콘크리트공학론 (Advanced Concrete Engineering)

구조물의 해석을 위한 기초이론 및 응용에 대해 연구한다.

○ 현대건축디자인 (Desig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현대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와 적용 가능성에 관해

이론적 접근 및 실험적 연구를 한다.

○ 한국전통건축의장론(Advanced Korean Architecture)

한국전통건축의 특성을 이루는 형태와 공간의 구성원리를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탐구하며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 건축정보기술론(Advanced Architectural Information Technology)

건축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건축분야 전반에 걸친 건축정보의 요소 기술(지식경영, 유비쿼

터스, BIM)의 통합화에 관한 이론을 습득한다.

○ 건축재료론(Advanced Building Material)

건설관련 소재의 물질적, 화학적 특성의 이해를 기반으로 건설재료의 선택과 공법 및

구법의 응용은 물론 시공 후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한다.

○ 건축시공론(Advanced Building Construction)

건축구조물의 시공시에 필요한 전체 시공계획, 가설계획, 구체공사계획, 마무리공사계획,

설비공사계획, 해체공사 계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건설신공법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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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다.

○ 건설안전관리론(Advanced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건설재해 유형과 원인을 살펴 건설재해방지방법을 정리하며,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안전관

리의 제기법을 체계화하고, 안전시설의 정비, 안전교육∙지도의 방법론들을 고찰한다.

○ 건설사업관리론(Advanced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각 단계를 살펴보고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고려사항과

건설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기술, 방법, 절차 그리고 관리체계 방법론

을 고찰한다.

○ 건축디자인평가(Architectural Evaluation)

평가대상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그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

○ 주거환경계획(Dwelling Environment Planning)

인간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교과이다.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 등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작용하는 제반요인들에 관하여 다양하게 다루게 된다.

○ 건축구성론(Architectural Theory of Organization)

건축의 유형학적 요소와 비례에 대한 연구 및 건축의 기능, 구조, 공간이미지, 건축예술

등 디자인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 건축구조계획론(Theory of Structure Planning)

건물설계에서 차지하는 구조계획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구조역학을 기본으로 하여, 휨모

멘트 줄이기, 축력 키우기 등의 구조디자인의 원리와 설계요령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주요부재, 즉, 기둥,보,골조,지붕,바닥,내진벽 등에 대해서 경제적인 구조설계를 위한 구조

계획의 기초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 건축구조디자인론(Theory of Archi-Neering Design)

건물의 기둥과 보를 포함한 걸물골조(뼈대)의 휨모멘트분포를 잘 반영한 디자인 사례조사

를 통한 분석을 통해, 구조디자인의 요령, 기본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어떤 시대적인

건축적 흐름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여러 형태의 건물에서 구조디자인의 요소를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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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건물의 구조요소를 재평가하여 개선, 개량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평갛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건물형태 디자인과 휨모멘트 및 축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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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전공

1. 교육목표

경영학전공은 경영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창의적 사고능력과 현실적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급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권중생 교수 경북대학교 경영학박사 인사,조직

김지승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재고관리

이상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이진춘 교수 경북대학교 경영학박사 생산관리

이홍배 교수 부산대학교 경영학박사 경영정보

정재일 교수 숭실대학교 경영학박사 마아케팅

김현우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산업공학

정석봉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

임경국 조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최적화이론

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해당 분야 석사 학위 논문 작성의 계획 단계부터 연구 아이디어 발굴, 이론적 체계 구축,

가설 설정, 방법론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 등 논문 작성 전반에 관한

지도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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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Ph. D. Degree)

해당 분야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의 계획 단계부터 연구 아이디어 발굴, 이론적 체계 구축,

가설 설정, 방법론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 등 논문 작성 전반에 관한

지도를 담당한다.

○ 브랜드마케팅론 (Brand Marketing)

마케팅의 이론과 응용을 브랜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고찰한다. 이와 함께 브랜드

자산, 브랜드 확장, 그리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룬다.

○ 통계분석방법론(Statistical Decision Analysis)

연구수행 역량의 기본이 되는 통계방법론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연구 수행시

많이 활용하는 통계기법과 연구방법론을 교육한다.

○ 마케팅론 (Marketing Theory)

제반 마케팅문제의 해명을 위한 개념, 모델, 그리고 이론을 마케팅믹스 요소별로 고찰한다.

나아가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내수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유형재에서 무형재로, 그리고

기업조직에서 비영리조직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다.

○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경영학 연구를 위하여 활용되어 왔던 수리적 분석이나 논리를 이용한 분석적 연구,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구기법을 소개한다.

○ 경영학 (Business Management)

경영의개념과발전과정, 그리고경영학의목적등경영학을연구하는데필수적인기초이론을

학습한다. 다양한 경영이론을 살펴보고 연구영역별 경영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 경제학 (Economics)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학문으로서수요공급에의한시장가격의결정원리, 가계와기업의경제적의사결정의

원리, 국민소득의 순환원리 및 경제정책의 효과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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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Economics)

본교과목에서는경제학분야의다양한주제에관한연구논문을읽고토론하면서학위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회계학 (Accounting)

회계는정보이용자들이자원의배분 및활용에대한 의사결정을하는데유용한재무정보의

제공이라는측면과경제주체의경제활동을일정한원칙에따라측정, 분류, 요약하여특정한

경제실체의재무상태, 경영성과의변동을기술하는회계방법론의측면을가지며, 이에 대하여

학습 한다.

○ 국제통상학(International Trade Theory)

국제통상학은 국제간 재화무역에 대한 고전학파 및신고전학파의 이론을 고찰하고, 아울러

이들이론으로설명할수없는새로운무역현상들에대한국제분업의원리를설명하는신무역이

론과서비스무역등에대한교역의원리들을고찰함으로써세계화및개방화시대의국제분업

원리를 대학원 수준에서 보다 깊이 있게 규명한다.

○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영분석모형과 그 응용기법에 대해 연구한다.

○ 경영혁신전략(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경영혁신은 일반적으로 기술혁신, 관리혁신, 제품혁신 및 과정혁신 등으로 이루어진다. 본

과정에서는 구조와 과정 및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혁신의 개념과 다양한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을 통하여 혁신전략을 수립하게 한다.

○ 국제경영전략(Global Business Strategy)

국제경영전략은급변하는국제경영환경에대응하는 다국적기업의경영전략을연구하며, 다국

적기업의 글로벌 전략적 제휴전략, 합작투자전략, 아웃소싱전략, 인수·합병전략 및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략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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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Education)

본교과목은교육학을이해하는가장기본이되는과목으로두가지방식으로탐색이가능하다.

하나는교육학의하위학문영역을개론적으로살펴보는것이고, 다른하나는교육학의학문적

주제를고민하는것이다. 이 수업에서교육학을 처음접하는학생들을고려해서두가지방식을

절충해서 진행한다.

○ 한국사회의 역동성(Dynamism in Korean Society)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과 전반적인 사회 기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장을 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과목이다

○ 생산운영혁신전략(Production and Operation Strategy)

본 강좌는 생산관리의 다양한 기법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생산시스템이 직면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문제도 논의한다. 이 강좌를 통해 원재료의 구입에서부터 제품이 고객에게까지

전달되는 모든 과정과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변수와 시스템의 조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인사혁신전략론(Personnel Strategy)

기업과일반조직에서인사행정과인적자원개발담당자가경영자와 함께조직개발과조직변화

를위하여조직안에서혁신을수행할수있는이론적근거와실제사례를중심으로전략수립을

할 수 있도록 강의와 발표를 통하여 세미나식으로 진행한다.

○ 품질경영론(Quality Managment)

본과목은전략적차원에서의총합적품질관리에대한내용을 다룬다. 이과목의주요내용으로는

품질비용, 공급자품질관리, 품질의성과측정등이다. 또한이강좌에는실무에서직접품질관리

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들에게 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례도 소개한다.

○ 광고전략 (Advertising Strategy)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고안된

한 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뜻한다. 이러한 광고의 종류와 제품별 매체 선택, 새로운 미디어와

광고를 접목시키는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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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경영연구 (Study on Management Theory)

경영의 원리 및 이론들의 핵심내용을 다루며, 경영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연구한다. 각종 경영현상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는

이론과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금융시장론 (Financial Markets)

현대금융환경의변화에대한이해를 바탕으로통화이론및이자율이론에관한이론적학습을

한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에 관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제도를

분석한다.

○ 기술경영론(Technology Management)

이과목은기업들의전략적기술경영에대한과목으로, 기업의내/외부의경영환경들을기술경영

의개념적인모델을이용하여분석하고있다. 기업을둘러싼외부환경의변화, 기술과 시장의

변화그리고기업내부의자체능력의상호변화관계를명확히하여제반의산업들을분석한다.

○ 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마케팅전략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마케팅 활동을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전략은통합적이어야하고혁신적이어야한다. 이러한 전략을구사하기위해서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미리 파악해서 장기적이며 계속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실증적 회계이론(Positive Accounting Theory)

회계이론의기본개념과과학적방법간의연계성을살펴본후, 실증적회계이론과회계정책에

관한 내용을학습한다. 특히 자본시장 연구를 통해서효율적 시장가설과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회계이익과주가, 경쟁가설의판별, 회계자료와 파산및危險, 이익예측, 회계와정치과정,

회계선택에 관한 실증적 검증, 실증적 이론과 주가효과 검증 등을 다루게 된다.

○ 관리회계전략(Management Accounting Strategy)

제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관리회계전략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활동기준경영, 타켓코스팅, 품질원가관리, 재고원가관리, 병목이론등핵심적이슈들을학습하

고 이와 관련된 연구문헌들을 분석적 관점에서 논의·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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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자료처리(Accounting Data Processing)

재무제표 작성이나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업의 회계부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를 엑셀 등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자료를 처리하는 기법을 공부한다.

○ 자본시장관련회계(Market-Based Research in Accounting)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및 선진투자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제정되었으며, 회계학의관점에서자본시장법시행이후우리나라의자본시장및금융투

자업의 변화를 검토하고, 제도적 이론적 측면을 학습한다.

○ 기업 재무와 금융 위험 관리(Corporate Financial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기업재무는기업활동에필요한자금의조달과운영에관한이론과기법을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재무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 다양한형태의금융위험의형태와특성및위험의관리기법

에 대해 논의한다.

○ 원가관리론(Cost Management)

이익관리의일환으로서기업의안정적인발전에필요한원가계획과원가통제를위하여활동분

석에 기초한 정확한 원가계산과 기업의 전략적 계획과 통제와 연계되는 가운데 수행되는

전략적 통합적인 원가관리방법을 학습한다.

○ 비즈니스인텔리전스 (Business Intelligence)

비즈니스인텔리전스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마이닝의 다양한 주제를 경영학도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구성한 과정으로, 경영환경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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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학전공

1. 교육목표

경제통상학전공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 실무 분야를 연구함으로

써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교수명단

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해당 분야 석사 학위 논문 작성의 계획 단계부터 연구 아이디어 발굴, 이론적 체계 구축,

가설 설정, 방법론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 등 논문 작성 전반에 관한

지도를 담당한다.

○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Ph. D. Degree)

해당 분야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의 계획 단계부터 연구 아이디어 발굴, 이론적 체계 구축,

가설 설정, 방법론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 등 논문 작성 전반에 관한

지도를 담당한다.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손수석 교수 경북대학교 경제학박사 국제경제학

윤태한 교수 경북대학교 경제학박사
무역실무 및

국제통상

최명국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박사 무역상무론

임정훈 부교수
University of Texas

-Pan American
경영학박사

International

Business

한상인 교수 동경대학교 경제학박사 경제사

서준석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국제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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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마케팅론 (Brand Marketing)

마케팅의 이론과 응용을 브랜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고찰한다. 이와 함께 브랜드

자산, 브랜드 확장, 그리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룬다.

○ 통계분석방법론(Statistical Decision Analysis)

연구수행 역량의 기본이 되는 통계방법론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연구 수행시

많이 활용하는 통계기법과 연구방법론을 교육한다.

○ 마케팅론 (Marketing Theory)

제반 마케팅문제의 해명을 위한 개념, 모델, 그리고 이론을 마케팅믹스 요소별로 고찰한다.

나아가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내수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유형재에서 무형재로, 그리고

기업조직에서 비영리조직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다.

○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경영학 연구를 위하여 활용되어 왔던 수리적 분석이나 논리를 이용한 분석적 연구,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구기법을 소개한다.

○ 경영학 (Business Management)

경영의개념과발전과정, 그리고경영학의목적등경영학을연구하는데필수적인기초이론을

학습한다. 다양한 경영이론을 살펴보고 연구영역별 경영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 경제학 (Economics)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학문으로서수요공급에의한시장가격의결정원리, 가계와기업의경제적의사결정의

원리, 국민소득의 순환원리 및 경제정책의 효과 등을 연구한다.

○ 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Economics)

본교과목에서는경제학분야의다양한주제에관한연구논문을읽고토론하면서학위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회계학 (Accounting)

회계는정보이용자들이자원의배분 및활용에대한 의사결정을하는데유용한재무정보의

제공이라는측면과경제주체의경제활동을일정한원칙에따라측정, 분류, 요약하여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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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체의재무상태, 경영성과의변동을기술하는회계방법론의측면을가지며, 이에 대하여

학습 한다.

○ 국제통상학(International Trade Theory)

국제통상학은 국제간 재화무역에 대한 고전학파 및신고전학파의 이론을 고찰하고, 아울러

이들이론으로설명할수없는새로운무역현상들에대한국제분업의원리를설명하는신무역이

론과서비스무역등에대한교역의원리들을고찰함으로써세계화및개방화시대의국제분업

원리를 대학원 수준에서 보다 깊이 있게 규명한다.

○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영분석모형과 그 응용기법에 대해 연구한다.

○ 경영혁신전략(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경영혁신은 일반적으로 기술혁신, 관리혁신, 제품혁신 및 과정혁신 등으로 이루어진다. 본

과정에서는 구조와 과정 및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혁신의 개념과 다양한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을 통하여 혁신전략을 수립하게 한다.

○ 국제경영전략(Global Business Strategy)

국제경영전략은급변하는국제경영환경에대응하는 다국적기업의경영전략을연구하며, 다국

적기업의 글로벌 전략적 제휴전략, 합작투자전략, 아웃소싱전략, 인수·합병전략 및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략 등을 분석한다.

○ 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Education)

본교과목은교육학을이해하는가장기본이되는과목으로두가지방식으로탐색이가능하다.

하나는교육학의하위학문영역을개론적으로살펴보는것이고, 다른하나는교육학의학문적

주제를고민하는것이다. 이 수업에서교육학을 처음접하는학생들을고려해서두가지방식을

절충해서 진행한다.

○ 한국사회의 역동성(Dynamism in Korean Society)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과 전반적인 사회 기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장을 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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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과목이다

○ 경제사(Economy History)

경제전반에관한제도와흐름에대하여역사적으로그배경과경과및결과들을분석하고

다룬다. 영국을중심으로한세계자본주의체제의성립조건과그발전과정들을살펴본다.

서유럽각국가들의자본주의로의이행과정들을 비교분석해보고, 자본주의이행논쟁에

대해 평가하고 장차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을 전망해 본다.

○ 한국산업정책(Korean Industrial Policy)

1960년대 이후한국경제발전의원동력이 된산업정책들을 분석한다. 산업정책들을 크게

재정정책과금융정책으로나뉘어분석된다. 재정정책은조세와정부투자의효율성분석을

재정승수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금융정책은 공개시장개입, 지불준비율 정책, 통화량

공급과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여한국의고도성장기의산업정책을전반적으로이해하여

한국경제에 미친 산업정책적 효과들을 분석한다.

○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

개발도상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선진국의 경제, 사회 현상

등의특징들을비교분석한다. 개발도상국가들의단순한경제발전이나개발에수반하는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환경, 노동 환경 등에 있어서, 개발에 수반되는 공적 및 사적

측면에서의인구적특성변화를분석하고, 이러한특성의잠재능력을최대화하기위한정책적

방법론과 그 기반에 관한 각종 이론들을 분석 연구한다.

○ 산업분석(Industry Analysis)

산업의특성과전망에대한분석으로개별산업또는관련산업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

광범위하게 연구, 분석한다. 즉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을 집중 연구 분석하고 토론한다.

○ 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e)

국제금융의기초, 경제개방과국민경제, 외환시장과환율, 국제거래조건과금융시장균형, 국제

수지와개방경제이론, 환율, 국민소득과경상수지, 국제자본이동, 국제자본이동과거시경제정

책운용, 외환위기, 환율결정이론, 환위험관리, 국제통화제도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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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마케팅(Global Marketing)

글로벌 마케팅 개요, 글로벌시장 환경분석, 글로벌마케팅 조사의 성격, 조사 영역, 조사과정

및결과해석의문제점, 조사계획의수립, 자료분석, 사례연구, 글로벌시장세분화전략, 글로벌

표적 시장 선정과 글로벌 시장 포지셔닝,글로벌 시장 진입방법, 글로벌 마케팅 제품, 가격,

유통경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다.

○ 다국적기업론(Multinational Corporation Theory)

다국적기업론은 실존하고 있는 기업이 현실 세계에서 부딪치게 되는 외부 환경과 그에

대응하여 취하는 국제경영 활동을 주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즉, 첫째, 각

사례에서다루어지고있는기업이어떠한문제를가지고있고, 둘째, 그 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과 내부 여건을 어떻게 분석하며, 셋째,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어떻게

최선의해결방법을찾아내는가, 그리고, 넷째, 그 최선안을상황의제약이따르는현실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마찰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 해외지역경영론(Management Theory for Overseas Regions)

해외지역경영론은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본국(국내)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제도,

법, 문화 차이를 연구하며 동시에 이러한 해외 지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경영 활동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 국제통상정책연구(Study on International Trade Policy)

국제통상정책연구는 세계화·개방화시대에있어서 국제통상정책의의의와중요성, GATT(관

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역할, 관세및비관세정책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 FTA통상전략(Strategy of FTA Commerce)

FTA통상전략은최근동시다발적으로체결되고있는 FTA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고, 통상전략

으로서 FTA정책의 활용방안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연구하며 나아가 주요 FTA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을 연구한다.

○ 중국경제통상연구(Study on Chinese Economy and Trade)

중국경제통상연구는최근급성장하고있는중국시장의특징을분석하고나아가중국의경제통

상정책의흐름과 내용을 연구하여 향후 효율적인 대중국 경제통상 관련 대응전략수립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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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론(Marine Insurance)

무역보험론은국제적인물품의 이동에따르는위험을담보하는해상보험및 항공운송보험과

관련된 원리와 내용, 실제의 구상권 행사방법 및 각종의 국제적인 법규와 약관 및 상관습

등을 연구한다.

○ 국제운송론(International Transportation)

국제운송론은 국제운송의 유형과 성격, 운송과 관련된 화주와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관계,

효율적인운송인의선정과효과적인운송계약의체결,각종운송서류의성격과내용, 국제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 내지 국제규칙상의 내용 등을 실무적으로 강의한다.

○ 무역결제론특강(Special Lecture on International Trade Payment)

무역결제론특강은 각종무역거래에따른대금결제방법의종류와 메카니즘및이에관련된

각종국제규칙과상관행을연구하는교과목이다. 주요강의내용으로는신용장의원리와

기능을 연구하고, 신용장을 규율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을 중심으로

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관계와 책임관계를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적이면서 실무적으로

접근한다. 이와 더불어 추심결제방식, 송금방식, 전자결제방식 등도 강의한다.

○ 무역계약론특강(Special Lecture o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무역계약론특강은 무역계약의 체결, 이행 및 종료와 관련된 무역계약의 전 과정을 관습적인

측면, 법리적인측면및실무적인측면에서연구하는교과목이다.주요강의내용으로는관습적인

측면에서는인코텀즈를중심으로, 법리적인측면에서는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무역계약의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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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과 □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1. 교육목표

기계공학과는 기계․자동차공학의 차세대 기반기술 및 제조기술에 대한 이론 지식과

고도의 연구 능력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배양함으로써, 전문적․창의적․실용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도태 교수 동경공업대학교 공학박사 열.유체공학

김병하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유체공학

김정현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기계제작

용기중 교수 인하대학교 공학박사 열및유체

용부중 교수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공학박사 자동제어

윤종호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자동제어

조현덕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CAD/CAM

우현구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메카트로닉스

이광구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열.유체공학

강우종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재료역학

김경진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생산공학

신재호 부교수
University of
Virginia

공학박사 생체역학

한경희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생산공학

김용대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

유병용 조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전자컴퓨터(제어)

이광일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생산공학

3. 교과목 해설

○ 계측공학 (Principles of Measurement in Mechanical Measurement)

각종 실험용 기자재의 취급법 및 신호측정에 필요한 과정을 이해하고, 실험계획과 자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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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 측정시스템을 연구한다.

○ 응용진동학 (Advanced Mechanical Vibration)

연속계의 진동, 비선형 진동, 불규칙 진동 등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다.

○ 엔진배출가스후처리 (Exhaust-Gas Recirculation in Automotive Engineering) ☜

자동차 가솔린 엔진 및 디젤 엔진의 배출 가스를 재순환하여 연비/출력 향상을 꾀하고

공해물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한다.

○ 응용동역학 (Applied Dynamics)

동역학은 자연현상의 과학적인 창조발견의 논리를 제공한다. 강좌에서는 3차원 강체동역

학, Gyro동역학, 천체동역학 및 운동의 안정성을 다룬다.

○ 디지털제어 (Digital Control of Mechanical Systems)

자동제어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디지털제어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 디지털 제어로직,

디지털제어시스템의 설계 등을 연구한다.

○ 로봇공학 (Advanced Robot Engineering)

로봇의 작동원리 및 동작해석, 로봇시스템 제어, 로봇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연구한다.

○ 박사논문연구 (Dissertation)

박사학위의 논문 연구과정을 수행한다.

○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복합재료의 특성, 섬유강화판의 제작, 이방성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 관계식, 판의 미시적거

동, 적층재의 굽힘 좌굴 등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다.

○ 석사논문연구 (Master's Thesis)

석사학위의 논문 연구과정을 수행한다.

○ 선형시스템해석 (Linear System Analysis)

선형시스템의 구성 및 거동을 이해하고 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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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학 (Plasticity)

소성이론의 기초, 금속의 응력과 변형률, 항복조건, 변형경화 특성을 연구한다.

○ 소음·진동제어 (Noise and Vibration Control)

각종 기계류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종 방진장치의 구조 및 설계, 방진제어시스템, 방음장치 및 차음재들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 자동차설계공학 (Advanced Automotive Design Engineering) ☜

국내외 자동차 성능/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각종 자동차부품 설계에 관한 기술을 연구한다.

○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전산해석기법의 이론을 학습하고 정상유동 및 비정상유동인 경우의 유체역학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기법을 연구한다.

○ 연소공학응용 (Applied Combustion Engineering)

연소반응의 기초지식, 화학평형 및 예혼합화염 착화, 확산화염, 난류화염, 분무연소 및

고체 연소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자동차관리법규 (Automotive Safety & Design Regulations)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 등을 파악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개발

과정에서의 효율적 접근 방법을 터득한다.

○ 응용열역학 (Advanced Thermodynamics)

열역학적 일반관계식, 열역학의 통계학적 해석, 기체분자운동론, 화학반응과 열해리,

실제 기체 및 물질의 열역학적 성질, 열역학의 응용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응용열전달 (Advanced Heat Transfer)

열전도 및 물질 확산에 대한 해석적 및 수치적 방법, 외부와 내부유동 대류열전달에

대한 차원해석법, 미분방정식 및 적분법에 의한 해법, 고체․기체․액체의 복사열전달,

응축 및 비등 열전달, 열교환기 및 기타 열전달의 응용문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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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수치해석 (Advanced Numerical Analysis)

다양한 공학적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한 수치해석 기법의 기본 원리 및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하고 기계공학분야의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 용접공학 (Welding Engineering)

각종 용접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용접구조물의 용접불량의 원인을 탐색하며 용접법의

원리와 소재에 따른 용접법의 선정, 용접부의 강도 해석, 잔류응력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다.

○ 유공압특론 (Advanced Oil Hydraulics and Pneumatics)

유공압기기 및 시스템의 동특성 해석, 유공압회로를 이용한 각종 자동화시스템 의 설계,

전기-유압서보 및 전기-공기압서보시스템의 설계와 동특성 개선방안,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한 유공압시스템의 디지탈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한다.

○ 트라이볼러지 (Tribology)

고체표면과 접촉, 응착현상과 마찰, 액체의 유동과 윤활유, 유체윤활, 경계윤활 등 마찰,

마모 및 윤활의 기구와 이론에 대하여 학습하고 윤활의 여러 가지 방법과 이론적 배경을

학습한다.

○ 자동차엔진성능평가 (Evaluation of Automotive Engine Performance) ☜

다양한 자동차 엔진의 특성을 해석하고, 이에 의해 엔진의 성능을 평가하는 각종 기준과

기술을 연구한다.

○ 유체기계특론 (Advanced Fluid Machinery)

각종 펌프, 수차, 송풍기, 압축기, 풍차 및 고압공기의 특성을 다루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 응용유체역학 (Advanced Fluid Mechanics)

유체의 거동에 대한 기본역학 관계의 방정식 유도 점성의 영향, 압축성 효과, 층류 및

난류의 특성 등에 대한 이론을 다루고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다.

○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탄성학의 기본방정식, 에너지정리, 구조물의 모델화, 매트릭스 변위법, 매트릭스응력법,

탄성계의 진동 기초이론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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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수학 (Applied Mathematics)

기계 및 자동차공학 관련 각 교과과정의 이해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응용 관점에서

학습한다.

○ 이상유동 (Two Phase Flow)

2상유동의 압력강하, 유동천이, 계명형상, Entrainment, 열 및 물질전달현상을 다루고

2상유동의 연구에 필요한 시험장치 및 방법 등을 연구한다.

○ 자동제어특론 (Advanced Control Systems in Mechanical Engineering)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기초 자동제어 원리를 바탕으로, 현대제어 공학의 다양한 이론을

연구한다.

○ 자동차용디젤엔진 (Automotive Diesel Engines) ☜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디젤엔진에 관한 최근 기술 개발 동향에

따라 성능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한다.

○ 생산공학 (Design & Manufacturing in Industry)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에 대한 설계 기술과 방법 등을 바탕으로

생산공학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

○ 기계가공특론 (Advanced Machining)

기계가공의 물리/화학적 현상과 공구마모, Chip의 생성/제거 방법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가공조건을 찾아내는 방안을 연구한다.

○ CAD/CAM (CAD/CAM)

현대 산업사회의 생산방식은 대부분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로 이루어지는데 CAD/CAM이

그 기본이다. 본 교과에서는 CAD/CAM의 근원적 원리인 Computer Geometry, Surface

Modeling 및 Surface Machining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term project를 실시하여 이론적 내용을 규명한다.

○ 탄성학 (Elasticity)

탄성학의 미분방정식, 평면응력과 변형, 비틀림응력, 에너지 변분법 및 탄성 안정성과

판의 변형 등의 응력해석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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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문제해석 (Special Topics in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대학원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있지는 않으나, 기계공학의 대학원 과정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 분야에 대하여 해당 학기에 탄력적으로 개설하여 기계공학

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접하게 한다.

○ 파괴역학 (Fracture Mechanics)

크랙을 포함한 재료의 역학적 거동을 연구하는 과목으로서 연속체역학을 기초로하여

재료의 파괴현상과 강도를 거시적 입장에서 연구한다.

○ 자동차공학문제해석 (Special Topics in Automotive Engineering) ☜

기계공학과 대학원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있지는 않으나, 자동차공학의 대학원과정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 분야에 대하여 해당 학기에 탄력적으로 개설하여 자동차공

학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접하게 한다.

○ 내연기관특론 (Advanced Internal Combustion Engine)

내연기관의 기본 작동원리와 해석 방법을 학습하고, 엔진 연소․엔진 성능과 연비향상․

배기가스 저감기술 등 최신 내연기관의 기술동향을 학습한다.

○ 신호처리 (Signal Processing)

연속 및 이산 신호들의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석과 변환기법을 학습하고 이산신호

화하기 위한 샘플링기법과 시뮬레이션기법을 연구한다.

☜ 표시 교과목은 기계공학과와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와

의 대학원학위과정 학․연공동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원칙적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K

ATRI)에서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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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공학과 로봇공학전공 □

(Department of Information Engineering /

Robotics Engineering)

1. 교육목표

로봇은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관련 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공정 자동화를 위하여

활용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의료 및 장애인 복지분야와 우주, 항공산업을 위한

지능형 로봇으로까지 그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자 우리나라 및 대구·경북의 현재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어 취업 가능한 업체가 매우 다양하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로봇응용산업의 미래 전망은 매우 밝다.

로봇응용학과에서는 최근의 관련 학문의 연구동향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학문 간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중요도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

로봇공학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전문연구 인력을 배출하고자 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박종원 부교수
Missouri University of S

cience and Technology
공학박사 전기공학

조성윤 부교수 광운대학교 공학박사 제어계측

한봉수 부교수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공학박사 기계공학

김동길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자공학

루치러
에란가
위제싱허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자공학

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학위논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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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Ph.D. Degree)

학위논문연구

○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

정보의 형태, 전송, 처리, 축적 등의 이론이나 기술을 연구한다.

○ 컴퓨터응용프로그래밍(Computer Applied Programming)

컴퓨터 언어를 배우며,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연구한다.

○ 센서공학(Sensor Engineering)

각종 센서의 종류 및 그 동작원리를 이해화고 이의 응용을 위한 제반 기술을 익힌다.

○ 컴퓨터통신망(Computer Networks)

데이타 통신과 기본 컴퓨터 통신망 구조, 네트워크 레이어(layer), 설계, 노드(node) 프로세

서 설계, 터미널 인터페이스 프로세서(TIP)설계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 응용을 배운다.

○ 선형계통론(Linear System Theory)

신호의 표현과 변화, 그리고 시스템의 표현과 해석을 위하여 라플라스, Z-변환, 선형공간,

선형상태 방정식, 안정성 문제 등을 취급한다.

○ 확률과정론(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확률이론과 난수의 개념 및 확률론적 모델링기법, 상환함수 스펙트럼분석, 잡음 처리

기법 등을 연구한다.

○ 전자장특론(Theory of Electromagnetic Field)

Vector해석에서 원주좌표나 구좌표계 사용, 연산법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 정전․자계

개념의 전개에 있어서 시변장에의 확장, 전자에너지장 해석, Maxwell의 파동방정식의

이론, Maxwell의 전자파가 자유공간 및 도체 중에서의 전파메카니즘 등을 해석한다.

○ 회로망해석특론(Analysis of Electric Network)

전기적 기본 법칙과 정리, 회로망 기하학, 과도현상, 주파수영역 및 복소주파수 개 념

등과 RLC 회로의 완전응답, 사단자망과 신호해석 등을 학습하고 해의 의미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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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스템 (Digital Systems)

디지털시스템의 기본구성 및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며 이를 이용하여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로봇공학 (Robotics)

로보트의 개요, 로보트 운동역학, 로보트 좌표시스템, 로보트 위치제어 및 프로그램언어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영상신호처리 (Image Signal Processing)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 영상향상, 복원, 분할 및 특징을 추출하여 영상을 분류하고 해석하며

이를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한다.

○ 음성신호처리 (Speech Signal Processing)

음성을 인간과 기계간의 인터페이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음성의 발생, 부호화, 해석의

기초이론과 음성인식, 음성이해, 음성합성 등에 관련된 이론을 다룬다.

○ 지능형시스템설계 (Design of Intelligent System)

지능형 시스템의 주요 설계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CLISP와 같은 지능형 시스템 개발

도구를 이용하여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다룬다.

○ 프로그래밍기법 (Programming Methodology)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고급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위한 제반기술과 이론을 연구한다.

❍ 신경회로망응용 (Applied Neural Networks)

인간의 뇌와 같이 훈련 시나리오를 통해 지도 학습할 수 있는 지능 회로망을 구현하거나

입력패턴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통해 목표 출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 로보틱스 및 제어 (Robotics and Control)

로보틱스와 제어분야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이나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위험한 작업 등에

사람을 대신하는 지능과 기능을 갖게 하는 로보틱스의 연구와 일반기계, 자동차 또는

점차 소형화, 정밀화 되고 있는 정밀이송기기, 로봇 등을 대상으로 최신 제어이론을

개발, 접목하는 제어이론의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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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설계 (System Design)

전달함수를 근거로 하는 고전제어 기법과 상태공간 개념을 근거로 하는 현대제어 기법을

다룬다. 최신의 비선형제어, 강인제어 등 다양한 제어시스템 설계기법 등을 다룬다.

○ 로봇비전시스템 (Robot Vision System)

로봇 비전은 기본적으로 대상물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대상을 다루거나 필요한 동작

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야와 로봇이 이동하기 위해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컴퓨터 비전 중 로봇에 해당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영상인식의 개념, 디지털 영상의 표현, 각종변화, 영상처리 및 분할 등의 영상처리

의 기본적 내용과 MPEG1,2,4 등의 영상 압축/복원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카메라 시스템과 기타로봇이 동작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 로봇시스템설계특론 (Advanced Robot System Design)

로봇의 구조, 동작원리, 제어장치 및 제어 알고리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본

계측 원리, 로봇 구조에 대한 기구학적 해석과 동특성 파악, 제어 장치와 제어 방법,

로봇의 Gripper의 종류 및 동작원리를 다룬다. 이와 더불어,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취급한다.

○ 마이크로프로세서특론 (Advanced Microprocessor)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각종 제어 장치 및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성능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소개하고,

주변장치 및 주변기기들의 구조와 동작에 대하여 살펴보며, 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을 비롯한 응용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메카트로닉스공학특론 (Advanced Meachatronics)

메카트로닉스공학의 기본이 되는 각종 센서 및 계측시스템, 피드백제어시스템, 산업용

액추에이터의 특징, 기계․전기시스템의 모델링 및 해석, 메커니즘 운동해석 등 기계․전

기전자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능력을 연구한다.

○ 영상 및 패턴인식 (Image and Pattern Recognition)

영상처리를 위한 신호처리 기법에 관한 개괄적인 이론들을 다루며 2차원 FFT와 영상들을

개선, 복원 혹은 분할 등 다양한 영상 알고리즘들에 관하여 학습한다. 또한 영상들의

측정 및 분류, 아울러 3차원 영상처리기법들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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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공학과 전자공학전공 □

(Department of Information Engineering /

Electronics Engineering)

1. 교육목표

IT공학과 전자공학 전공의 교육목표는 날로 발전하는 IT융복합 분야에서 전자정보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다른 산업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춘 전문기술인 및 연구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합리적 사고와 직업윤

리관의 배양에도 힘을 기울여 성실하고 유능한 고급 전문기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권대혁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반도체공학

김진호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병렬처리

구본호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력전자

홍재표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마이크로파공학

임성운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력변환

권성근 부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신호처리시스템

김해수 부교수 Virginia Tech 공학박사 무선통신

3. 교과목해설

○ 석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학위논문연구

○ 박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Ph.D. Degree)

학위논문연구

○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

정보의 형태, 전송, 처리, 축적 등의 이론이나 기술을 연구한다.



802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 컴퓨터응용프로그래밍(Computer Applied Programming)

컴퓨터 언어를 배우며,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연구한다.

○ 센서공학(Sensor Engineering)

각종 센서의 종류 및 그 동작원리를 이해화고 이의 응용을 위한 제반 기술을 익힌다.

○ 컴퓨터통신망(Computer Networks)

데이타 통신과 기본 컴퓨터 통신망 구조, 네트워크 레이어(layer), 설계, 노드(node) 프로세

서 설계, 터미널 인터페이스 프로세서(TIP)설계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 응용을 배운다.

○ 선형계통론(Linear System Theory)

신호의 표현과 변화, 그리고 시스템의 표현과 해석을 위하여 라플라스, Z-변환, 선형공간,

선형상태 방정식, 안정성 문제 등을 취급한다.

○ 확률과정론(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확률이론과 난수의 개념 및 확률론적 모델링기법, 상환함수 스펙트럼분석, 잡음 처리

기법 등을 연구한다.

○ 전자장특론(Theory of Electromagnetic Field)

Vector해석에서 원주좌표나 구좌표계 사용, 연산법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 정전․자계

개념의 전개에 있어서 시변장에의 확장, 전자에너지장 해석, Maxwell의 파동방정식의

이론, Maxwell의 전자파가 자유공간 및 도체 중에서의 전파메카니즘 등을 해석한다.

○ 회로망해석특론(Analysis of Electric Network)

전기적 기본 법칙과 정리, 회로망 기하학, 과도현상, 주파수영역 및 복소주파수 개 념

등과 RLC 회로의 완전응답, 사단자망과 신호해석 등을 학습하고 해의 의미를 분석한다.

○ 디지털시스템(Digital Systems)

디지털시스템의 기본구성 및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며 이를 이용하여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마이크로웨이브계통(Microwave Systems)

전송선로 이론, 도파관이론, 다중포트 마이크로웨이브 회로망 해석, S-파라미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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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및 능동회로의 해석,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 증폴기, 여파기를 다룬다.

○ 박막소자(Thin Film Devices)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박막의 형성방법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각종 소자를 연구한다.

○ 영상신호처리(Image Signal Processing)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 영상향상, 복원, 분할 및 특징을 추출하여 영상을 분류하고 해석하며

이를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한다.

○ 집적회로제조공정(IC Fabrication Processes)

반도체소자의 기본제조공정인 산화, 확산, 사진식각 및 금속공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초고집적소자(VLSI)의 제조 고정을 이해한다.

○ 능동회로망(Active Networks)

능동회로 소자의 해석과 이를 적용한 능동회로망의 해석과 설계에 관해서 취급한다.

○ 통신시스템(Communication System)

진폭 변복조, 주파수 변복조, 각도 변복조, 펄스 변복조 등의 변복조 이론과 ASK, FSK,

PSK 등의 디지털 통신방식을 배우며, 여러 통신방식을 비교 분석한다.

○ 정보및부호이론(Information and Coding Theory)

정보와 신호원, 코드의 성질, 채널과 채널용량, 정보추출, 확률과정과 선형코드, BCH코드,

Cyclic코드, 길쌈코드 등 부호화를 연구한다.

○ 전자소자(Electronic Devices)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각종 소자의 동작원리, 응용분야, 제조방법, 동작특성 등을 연구한다.

○ 응용수학(Applied Mathmatics)

전자공학에 필요한 벡터해서, 특수함수, 확률 및 통계, 편미분 방정식 및 수치해석 등의

수학적 기법을 익혀 전공 연구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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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공학특론(Advanced Antenna Theory)

전자파 복사기의 특성, 선형 안테나의 배열, 반사형, 슬롯, 루우프,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이론, 안테나의 복사패턴, 안테나의 측정방법 등을 연구한다.

○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이산신호 및 시스템, Z-변환, 디지털 필터 및 DFT에 관한 기초 개념과 이론을 배우고,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의 몇 가지 전형적 응용에 관해서 연구한다.

○ 반도체공학특론(Advanced Semiconductor Engineering)

반도체 소자의 물리학적 원리를 공부하며 에너지밴드, 전자와 정공에 의한 전류생성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BJT, JFET, Diode, MOSFET, BICMOS

등의 최신 소자를 이해한다.

○ 전자물성특론(Advanced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전자소자에 사용되는 물질의 결정체구조 및 결합이론, 에너지대역 이론, 고체내에서의

전자운동 전반에 관해 연구한다.

○ 세미나(Seminar)

전자공학에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학습한다.

○ 영상 및 패턴인식 (Image and Pattern Recognition)

영상처리를 위한 신호처리 기법에 관한 개괄적인 이론들을 다루며 2차원 FFT와 영상들을

개선, 복원 혹은 분할 등 다양한 영상 알고리즘들에 관하여 학습한다. 또한 영상들의

측정 및 분류, 아울러 3차원 영상처리기법들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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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Department of Mechatronics)

1. 교육목표

메카트로닉스공학과는 기계․전기․전자․제어공학의 차세대 기반기술 및 제조기술에

대한 이론 지식과 고도의 연구 능력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배양함으로써, 전문적․창

의적․실용적 능력을 겸비한 지능기계시스템･지능형자동차공학･IT융복합기술･에너지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

2. 교수명단

성 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 공 비고

김 병 하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유체역학

윤 종 호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동역학

김 도 태 교수 동경공업대학교 공학박사 유공압제어

조 현 덕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CAD/CAM

김 정 현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기계제작

용 부 중 교수 뉴멕시코대학교 공학박사 로봇공학/제어공학

우 현 구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제어공학/자동화

이 광 구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연소공학

강 우 종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전산역학/충돌안전

김 경 진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소성역학/CAE

신 재 호 부교수 University of Virginia 공학박사 생체역학

한 경 희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CAE/CFD

이 광 일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CAD/CAM Machin
e Tools

김 용 대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액추에이터/센서

유 병 용 조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시스템 제어
마이크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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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 공 비고

임 성 운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력변환

홍 재 표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초고주파

김 진 호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하드웨어

권 대 혁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반도체

권 성 근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신호처리시스템

김 해 수 조교수 버지니아텍 공학박사 전기공학

구 본 호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력전자

김 홍 필 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제어공학

강 상 균 조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전력계통운용및제어

김 병 욱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전기및전자공학

함 상 환 조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전기공학

박 현 수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 전력전자제어

최 은 혁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스마트팩토리
절연진단/고전압

정 연 기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정보통신

김 권 양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인공지능

김 현 성 부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정보보안

윤 은 준 조교수 경북대 공학박사 정보보호

조 현 철 조교수 Colorado State
university 공학박사 Computer Science

전 병 환 조교수 연세대학교 의학박사
컴퓨터비전/CNN/

강화학습

최 재 운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머신러닝/

악성코드탐지/
침입탐지

최 태 종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
소프트웨어및코딩오
픈소프트웨어

하 일 규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UAV(Drone)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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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 공 비고

조 성 윤 조교수 광운대학교 공학박사 제어계측공학

한 봉 수 조교수
University

of Michigan
공학박사 기계공학

박 종 원 부교수
Missouri
University

공학박사
바이오센서
생체계측

김 동 길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고장진단
고장대처제어

배 상 욱 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제어공학

황 규 성 조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통신및네트워크

남 석 태 교수 동국대학교 공학박사 화학공학

이 동 진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무기화학

한 명 진 교수 미국 켄터키대 공학박사 화학공학

한 명 호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환경공학

이 창 훈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유기합성, 고분자
중합, 촉매

황 형 진 조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유기전자재료 합성

함 성 원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환경촉매

강 광 선 부교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공학박사 재료공학

박 진 남 조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공업화학

윤 동 희 조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전기전자공학

최 종 호 조교수 광주과기원 공학박사 전기화학/연료전지

3. 교과목 해설

[공통 교과목]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석사학위의 논문 연구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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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트로닉스세미나 (Mechatronics Seminar)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구성 요소별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계획, 진행 및 방법, 실험장

치 설계 및 제작 등에 관하여 연구․지도한다.

○ 센서및계측공학 (Sensor and Instrumentation Engineering)

각종 물리량의 계측에 관련된 이론, 계측시스템, 각종 변환기의 원리와 활용법 및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능력을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을 직접 계측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실험계획과 자료정리법, 측정시스템을

연구한다.

○ 응용로봇공학(Applied Robot Engineering)

로봇 시스템의 분류, 로봇산업의 현황, 로봇과 자동화, 로봇구조 동작원리, 제어장치,

제어 알고리즘, 계측원리, 및 로봇의 기구학적 해석 능력을 익히며,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메카트로닉스실무 (Mechatronics Practice)

메카트로닉스공학의 기본이 되는 센서 및 계측시스템, 피드백제어 시스템, 산업용

액추에이터, 기계․전기시스템의 모델링 및 해석, 메커니즘 운동해석 등 기계․전기전

자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 능력을 연구한다.

○ 수치해석특론 (Advanced Numerical Analysis)

수치해석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학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선형․비선형미분방

정식, 연립방정식, 미적분, 초기값 문제, 경계값 문제 등을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소개하

고, 공학문제를 모델링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해석,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응용수학특론 (Advanced Applied Mathematics)

메카트로닉스 관련 교과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미분방정식, 벡터해석, 행렬, 특수함수,

확률 및 통계, 편미분 방정식석 등의 수학적 기법을 익혀 공학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 현장기술연구 (Practicum in Field Technology)

산업현장의 동향 및 전문기술을 연구를 목표로 국내외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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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 기술을 실습 및 연구를 통해 습득함으로써 향후 해당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메카트로닉스문제해결 (Problems Solving in Mechatronics Engineering)

메카트로닉스공학, 지능형기계시스템, 지능형자동차공학, IT융복합기술 및 에너지융

합기술분야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최신 R&D 동향 및 미래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 기술경영특론 (Advanced Technology Management)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경영공학의 결합을 통하여 자동차기술 개발에 필요한 총합적인

시스템의 감독, 규제, 조정하는 것을 연구하며 관리하는 기법을 다룬다.

[지능기계시스템 전공]

○ 기계역학특론 (Advanced Mechanical Mechanics)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 메커니즘 구성요소의 동역학적 해석, 머니퓰레

이터의 위치, 속도, 가속도 해석 및 산업용 액추에이터의 동적 거동 해석을 다룬다.

○ 기계시스템설계특론 (Advanced Mechanical System Design)

기계시스템의 해석과 제어기 설계를 목적으로 다양한 공학시스템들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다룬다. 특히 기계, 전기전자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전달함수나 상태공간방정

식으로 기술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서 시스템 동특성 해석법을

연구한다.

○ 첨단제조공학특론(Advanced High-Tech Manufacturing Engineering)

첨단 기계가공의 물리/화학적 현상과 공구마모, 칩의 생성과 제거 방법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가공조건을 찾아내는 방안을 연구한다. 각종 생산공정 기술의 과학적 해석,

설계, 제조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첨단 생산공정에서 금속재료,

플라스틱재료, 복합재료, 분말재료 등 각종 첨단재료의 성형가공법과 절삭가공법 등을

연구한다.

○ 로봇시스템설계특론(Advanced Robot System Design)

로봇의 구조, 동작원리, 제어장치 및 제어 알고리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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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원리, 로봇 구조에 대한 기구학적 해석과 동특성 파악, 제어 장치와 제어 방법,

로봇의 Gripper의 종류 및 동작원리를 다룬다. 이와 더불어,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취급한다.

○ 메커니즘설계특론 (Advanced Mechanism Design)

액추에이터 작동에 따른 기계 구성 요소의 형상과 요소간의 상대운동을 파악하여 메커니

즘설계 제작을 연구한다. 기계기구의 속도, 가속도 해석, 링크장치, 캠, 치차 및 특수

운동기구의 운동학 및 동역학 등에 대하여 모델링하여 해석한다.

○ 생산자동화설계 (Production Automation Design)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에 대한 설계 기술과 방법 등을 바탕 으로

생산공학 관련 기술을 연구하며, 설계와 생산의 교량역할을 하는 공정계획의 기본개념

을 파악한다. 공정설계의 단계별 내용인 각 제조공정, 기계, 작업, 치공구, 가공조건

등을 이해하도록 하며, 이들 각 기능의 입출력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한다.

○ 소음진동특론 (Advanced Noise and Vibration)

메카트로닉스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종 방진장치의 구조 및 설계, 방진제어시스템, 방음장치 및 차음재들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 산업용액추에이터특론 (Advanced Industrial Actuator Engineering)

산업용 액추에이터인 전기모터, 유압 액추에이터, 공기압 액추에이터 등의 기본 원리

및 제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센서, 계측, 시스템 모델링,

통신,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유압제어시스템설계 (Hydraulic Control System Design)

유공압기기 및 시스템의 동특성 해석, 유공압 회로를 이용한 각종 자동화시스템

의 설계, 전기․유압서보 및 전기․공기압서보시스템의 설계와 동특성 개선,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한 유공압 시스템의 디지털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한다.

○ CAE해석 (Analysis of Computer Aided Engineering)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비롯한 기계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의 개발에서 설계 전단계에

컴퓨터를 원용한 개념설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CA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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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설계자의 관점에서 유한요소법, 최적화 설계 등에 대한 S/W

활용법 및 그 응용을 다룬다.

○ 재료공학특론 (Advanced Material Engineering)

메카트로닉스 구동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에 대한 기초 특성을

이해하고, 각종 금속재료의 성질과 열처리 방법, 시험검사법 등을 익혀 적절한 재료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지능로봇특론 (Advanced Intelligent Robot)

인간을 닮은 휴먼 로봇, 가사 보조용 서비스 로봇 등 지능을 가진 로봇을 설계하기

위한 기구학, 동역학, 궤적생성, 위치 및 힘 제어 로봇 프로그래밍 언어 등의 역학,

제어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이론 및 응용사례를 다룬다.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인

자동화를 위한 산업용 로봇의 기초 이론 및 적용사례를 학습한다.

○ 차량메카트로닉스 (Vehicle Mechatronics)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에 따라 ECU, 엔진제어, 현가장치, 조향장치, 파워트레인, 브레이

크 제어 등에 관련된 센서류, 견실제어시스템, 액추에이터의 응답성 향상 등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여 요소부품의 설계 및 기술개발에 대해 연구한다.

○ CAD/CAM특론/CIM특론 (Advanced CAD/CAM/CIM)

컴퓨터 그래픽스, 3차원 곡선/곡면 모델링 방법, 형상 모델의 응용 등과 관련된 CAD

분야, 그리고 제품 형상을 이용한 공구 경로 생성, NC 프로그램 생성, 가상 가공

등과 관련된 CAM 분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한다. 특히 이러한 학습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서 구현해 봄으로써 CAD/CAM 시스템을 새로운 제품의 설계/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 제어시스템공학특론 (Advanced Control System Engineering)

제어공학을 위한 기본적인 수학적 도구와 기계, 전기시스템의 입·출력 신호간의 모델링

방법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피드백제어를 비롯한 제어시스템의 구조, 기본 제어동작

들의 종류, 특성 및 응용법을 습득한다. 또한, 제어시스템의 차수에 따른 과도응답특성과

과도응답해석의 한 방법인 근궤적 해석방법, 주파수 응답 설계법, 상태공간설계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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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동역학특론 (Advanced System Dynamics)

동역학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다룬다. Newton역학의

기초, Hamilton의 원리와 Lagrange방정식, Variational Calculus를 이용한 최소일의

원리 및 응용, Euler 운동방정식 등을 포함한다.

○ 특수가공특론 (Advanced Special Machining)

기계가공의 물리/화학적 현상과 공구마모, 칩의 생성과 제거 방법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가공조건을 찾아내는 방안을 연구한다. 각종 생산공정 기술의 과학적 해석/설계/제조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생산공정은 금속재료, 플라스틱재료, 복합재료,

분말재료 등 각종 첨단재료의 성형가공법과 절삭가공법 등을 연구한다.

○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는 기계공학과 반도체 공정기술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기계공학분야로 실리콘을 기본 물질로 밀리미터 이하의 각종

초소형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만들며, 그러한 마이크로 세계에서의 열ㆍ유체, 진동,

제어, 재료, 피로 파괴 등의 일반 기계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 유체열시스템해석 (Analysis of Fluids and Thermal System)

열유체 유동관련 공학시스템의 설계해석과 유동 제어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물리

적 모델링 및 전산해석방법을 학습하여, 난류구조해석 및 모델링, 유동제어 및 저항감소,

사출성형과정 해석, 유체기계 및 공기역학 관련 유동해석, 내연기관의 연소 및 유동구조,

제철공정 관련유동 및 열전달 등 다양하고 직접적인 공학적 응용분야를 다룬다.

○ 기계공학문제해결 (Problems Solving in Mechanical Engineering)

메카트로닉스 구성 요소 중 기계공학과 관련이 많은 링크기구, 캠 기구, 기어 등 동력전달

기구의 해석과 설계를 다룬다. 또한 기계요소 부품의 설계, 응력과 변형률 해석, 힘과

변형의 해석 등 외력에 대한 재료의 변형 등 기계부품 및 구조물의 설계, 재료선택의

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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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자동차공학 전공]

○ 자동차생산공정설계 (Automotive Production Process Design)

자동차의 생산기술의 주요 공정인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엔진, TM공장의 생산기술을

다룬다. 특히 품질경영과 품질기법을 포함하는 자동차부품의 신기술 내용도 습득한다.

○ 지능형자동차부품설계 (Components Design in Intelligent Vehicle)

공학 문제 해석의 기본 개념, 유한 요소 해석법의 기본 개념, 유한 요소의 종류 및

근사함수, 수치 적분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자동차 설계를 위한 응용 예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유한요소해석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부터 시작하여 구조해석, 열전달 및 유체유동의

분야까지 확장하여 공학적인 문제를 다양한 분야를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제 엔지니어가 접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습한다.

○ 자동차구동시스템설계 (Automotive Driving System Design)

승차감과 조종안정성, 동력성능, 안전성능, 소음 진동 성능 등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동시스템을 학습한다. 또한 제어기법이 발전됨에 따라 파워트레인과 새시

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파워트레인과 새시에 사용되는 여러 제어 기법을

다룬다.

○ 자동차부품경량화설계 (Weight Reduction Design of Automotive Parts)

고강도 알루미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복합 재료 등 기존 강재의 대체 재질을 이용한

경량 차체의 설계 및 해석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며 강도 설계, 진동 설계, 내구도

설계의 응용사례를 중심으로 실습이 이루어진다.

○ 성형해석특론 (Advanced Forming Analysis)

자동차재료(금속, 폴리머, 복합재)를 사용한 차체 및 부품 성형의 유한요소해석 기술을

학습한다. 금속 벌크재 성형(단조, 압출, 압연 등), 금속 판재 성형(스탬핑) 및 고속변형(C

rash), 자동차 고분자재료 성형/변형거동, 마이크로 스케일 재료거동 등에 대한 유한요

소해석 기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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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열유동해석 (Thermal and Fuid Flow Analysis in Vehicle)

자동차 열유동해석은 유체역학, 열역학, 열전달의 기본적인 열유체 유동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내부 및 외부유동에 따른 열유동 해석, 냉각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모델링을 통한 전산유동해석(CFD)으로 설계 능력을 학습한다.

○ 센서및액추에이터 (Advanced Sensors and Actuators)

다양한 센서의 기본 동작 원리 및 응용 분야의 소개, 전기, 유압 및 공압 액추 에이터의

원리 및 특성 소개, 차량 전자화 시스템에 응용되는 각종 센서 및 액 추에이터와

신기술 동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 차량동역학특론 (Advanced Vehicle Dynamics)

주행 중인 차량의 가속, 제동, 선회시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모멘트를 발생요인

별로 분석한다. 또한 이 힘들을 제어하는 ABS, TCS, ECS, 4WS, EPS 등을 다룬다.

○ 자동차CAD/CAE(Automotive CAD/CAE)

최근 자동차 개발의 추세는 설계 전단계에서 위상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개념설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설계자 관점에서 유한요소법, 최적화 기법 등을 다루며, CAD/CAE

S/W를 사용법과 그 응용을 바탕으로 설계능력을 함양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Car)

자율주행자동차에 응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차간거리제어, 선유지지원 시스템,

자동주차 등)에 대한 이론 소개 및 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어기 설계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각 시스템을 학습한다. 그 외에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및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포함한다.

○ 차량용유공압제어시스템 (Fluid Power Control System in Vehicle)

유공압제어 시스템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유공압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자동변

속기, 4륜구동, 4륜조향, 파워 스티어링, 능동현가장치, 엔진 밸브제어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등의 모델링과 제어기 설계를 다룬다.

○ 지능형파워트레인설계 (Intelligent Power Train System Design)

수동 및 자동, 무단변속기, DCT 등의 미래형 자동차에 적용되는 지능형 변속기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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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학습한다.

○ 전기동력변속시스템 (Electro-Mechanical Transmission System)

엔진, 모터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의 다양해지는 차량 동력원의 효율적 이용 을

위한 전기-기계 동력 전달 변속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 자동차제어시스템 (Automotive Control System)

자동차 제어에 필요한 기본 이론을 소개한다. 상태공간 설계법, 폐루프 시스템의 성능과

시스템 안정도 판별, 주파수 응답 설계법 등을 자동차 시스템에 적용하여 응용 능력과

제어기 설계 능력을 학습한다.

○ 자동차부품·소재공학 (Automotive Parts and Materials Engineering)

자동차를 구성하는 보디, 엔진, 새시, 구동계, 전장품의 재료로써 철강, 주철, 알루미늄

등의 비철 재료, 수지재료, 세라믹재료를 학습한다. 각 부품의 기능 및 성능을 알아보고,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료의 선택, 성형, 가공, 표면처리

기술을 다룬다.

○ 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 특론 (Advanced Hybrid and Electric Vehicle)

자동차 구동을 위한 에너지 변환과 그 저장, 활용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활용할 때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자동차에서 활용할 때의 에너지

최적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 자동차전장설계(Automotive Electrical and Electronic Design)

자동차전장설계는 전기장치의 외형설계(기계설계)와 전기부품회로 설계로 구분하여,

전장의 외형설계는 기계요소 부품의 응력, 변형률 해석, 구조해석 등 기계설계부분을

수행하고, 전기부품 회로설계는 전기회로, 전자회로, 전자캐드, 전장시스템, 전장모듈제

어 등을 다룬다.

○ 지능형자동차문제연구(Special Topics in Intelligent Vehicle)

차량센서, 구동기, 제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임베디드S/W, 차량 N/W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지능형자동차를 위한 안전, 편의, 자율 주행시스템의 사례를 통한 분석/설계

적용방법, 지능형자동차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및 미래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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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복합기술 전공]

○ 네트워크기반제어시스템 (Control System based on Network)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과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인터넷의 기본이 되는 TCP/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무선랜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각종 routing protocol의

이론적 배경과 원격제어를 위한 DNS, DHCP, 원격 액세스, IP 라우팅 등을 다룬다.

○ 디스플레이시스템특론 (Advanced Display System)

디스플레이소자 중에서 특히 PDP, LCD, OLED 등의 원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이해하고 LED의 설계를 위한 디스플레이 공정의 전반적인 공정 순서를 이해함으로써

LCD의 제작 공정과정을 다룬다.

○ 디지털회로특론 (Advanced Digital Circuit )

디지털 논리에 대한 기수법, 기본 논리게이트들을 이용하여 부울함수로 2진 논리함수를

표현하는 조합논리 회로와 플립플롭, 쉬프트레지스터, 동기 및 비동기식 카운터 등의

순서논리회로의동작을이해하여디지털회로를설계와 메모리회로분석능력을배양한다.

○ 디지털제어시스템특론 (Advanced Digital Control System)

z-변환 방법과 상태공간 모델 해석기법에 의한 이산시간 시스템(Discrete System)의

동적 특성분석 및 디지털 제어기의 설계 기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디지털 제어의 실제적

인 문제들(H/W 및 샘플주기 선정/시간지연/정량화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제어시스템컴퓨터설계 (Computer Design of Control System)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기계시스템, 자동화시스템에 많이 사용하는 PLC를 사용하여

제어기법, 제어기 설계, 시스템 인터페이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 다양한

구동시스템의 자동화와 고 능률화에 따른 PLC의 기본원리와 적용방법을 이해하고,

PLC제어를 응용한 제어시스템의 설계능력에 익힌다.

○ 신호처리특론(Advanced Signal Processing)

자동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 기계 및 전기, 전자 시스템의 입력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각종 센서의 원리와 응용, 종류에 대하여 배우며, 또한 센서 신호처리,

센서 인터페이싱 기법, 데이터 취득 및 해석 기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특히, 기계적인

양을측정하기위한센서와대형공정시스템에사용될수있는센서에대한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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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전자공학특론(Advanced Bio-Electronic Engineering)

생체 내의 전기현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을 계측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이론의

학습을 통하여 전기전자공학이 의학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학습한다. 전기현상 외에도

혈압, 혈류, 체온이나 기계적 운동 또는 산소포화도와 같은 화학적인 변화 등을 측정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다룬다.

○ 임베디드시스템특론(Advanced Embedded System)

임베디드 프로세서, 임베디드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개발도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등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기본원리와 응용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전자공학특론 (Advanced Electronic Engineering)

회로이론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전기전자분야의 소자와 회로를 이해하고, 전기 전자

장비에 응용되는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현장에서 이용되는 각종 산업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아날로그회로특론 (Advanced Analog Circuit)

회로이론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전기전자분야의 소자와 회로를 이해하고, 전기 전자

장비에 응용되는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현장에서 이용되는 각종 산업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전기모터제어공학 (Electric Motor Control)

자동차에서 주요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터를 고성능 제어하기 위한 기본이론을

소개한다.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한 벡터제어의 이해, 전류제어 및

속도제어기 설계방법, 모터 동특성 시뮬레이션 등을 학습한다.

○ 전력변환회로및시스템 (Power Conversion Circuit and System)

전력전자변환 소자로 구성되는 회로들은 직류전압을 가변 직류전압으로 변환하는

DC/DC컨버터, 직류를 다양한 크기와 가변 주파수의 교류로 변환하는 DC/AC 인버터,

교류를 다양한 크기의 직류로 변환하는 AC/DC 컨버터, 교류를 원하는 크기와 주파수로

변환하는 AC/AC 컨버터와 같은 전력변환기법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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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실제어기설계특론 (Advanced Robust Controller Design)

제어이론과 제어기 설계기법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제어이론의 완성과 실제

시스템에 응용되고 있다. 선형제어시스템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안정화 제어 시스템

설계, 평가함수의 최적화 제어시스템 설계, 견실 H∞제어 시스템 설계, μ-설계법,

가변구조설계법, 적응제어설계 등을 다룬다.

○ 통신공학특론 (Advanced Communication Engineering)

신호의 주파수 해석인 푸리에변환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통신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

여, 아날로그 변조와 PCM 다중통신 등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통신기술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적인 원리를 다룬다.

○ 영상및패턴인식 (Image and Pattern Recognition)

영상처리를 위한 신호처리 기법에 관한 개괄적인 이론들을 다루며 2차원 FFT와 영상들

을 개선, 복원 혹은 분할 등 다양한 영상 알고리즘들에 관하여 학습한다. 또한 영상들의

측정 및 분류, 아울러 3차원 영상처리기법들에 관하여 강의한다.

○ 통신신호처리특론 (Advanced Communication Signal Processing)

정보통신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와 현황, 전망 등을 폭넓게 소개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주역으로서 필요한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 분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하며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내용과 변천 과정 및 그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 컴퓨터비전특론 (Advanced Computer Vision)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기능 구현에 필요한 기초 이론 및 응용에 관해 강의한다. 주요

강의 주제는 2진 영상, 그레이 영상, 3-D 영상, 모션 캡쳐 및 해석, 컴퓨터비젼시스템

하드웨어와 구조, CAD기반 영상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 모바일통신특론 (Advanced Mobile Communication)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에서부터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 이동

무선 통신시스템 개요, 국내의 이동통신 방식 개요, 전파 환경과 전파 특성, 채널 특성과

모델링, 채널 간섭 효과와 대책 방안, 데이터 전송과 신호 방식, 디지털 전송 이론,

잡음과 신호 간섭, 다중 접속 기술, 대역 확산 이론(FDMA, TDMA, CDMA, WPMA

등), 통화량과 채널 할당, 최근의 차세대 개인 휴대통신 시스템, 위성이동통신시스템



819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기술, TRS 동향 등이다.

○ 자율로봇제어스템 (Autonomous Robot Control System)

로봇 기반 기술부터 지능로봇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생체공학, 신경회로, 퍼지이론,

음성인식, 영상인식, 모터제어, 센서 응용, 컴퓨터제어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신경회로망특론 (Advanced Neural Network)

인간의 뇌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도의 정보처리기능을 규명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리적

모델인 각종 뉴럴네트워크에 대하여 학습한다. 단층퍼셉트론, RBF네트워크, 홉필드네

트워크, 학습알고리즘 등의 특징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들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다룬다.

○ 인공지능특론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및 원리를 학습하고, 탐색과 최적화기법, 딥러닝을 비롯한 기계학

습 방법의 응용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자연언어처리, 전문가시스템, 영상과 음성,

문자 인식, 이론증명, 신경망이론 등을 다룬다.

○ PLC제어특론 (Advanced PLC Control)

PLC는 기계 및 플랜트의 자동화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제어기기로서 산업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어와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PLC가 논리제어 이외에

다양한 제어가 가능한 PAC(programmable automation controller)로 발전하고 있으므

로 순차제어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PLC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고 제어 프로그램 작성 등을 학습한다.

○ 나노기능성소자특론 (Advanced Nano Functional Elements)

나노소재 기반의 기능성 소자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메모리 등의 소자뿐만 아니라

가스 센서, 광센서 소자 등을 위한 핵심 물질이며, 이러한 기능성 소자를 초소형 소자,

투명한 소자 등의 형태로 제작하기 위한 나노 소재, 소자 설계, 공정기술, 제조방법

등을 다룬다.

○ 전동기제어시스템 (Electric Motor Control System)

전동기제어는 각종 산업에 원동력인 전동기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성을 학습하며. 직류

전동기의 제어특성, 교류전동기의 제어특성, 다양한 종류의 전동기 특성해석, 전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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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와의 역학관계, 부하운전에 요하는 동력, 전자 및 반도체 스위칭 장치를 결합한

전동기의 기본제어 기법을 다룬다.

○ 태양광발전시스템특론 (Advanced Solar Power System)

태양광발전소자, 즉 태양전지(단결정 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화합물계,

박막계, 차세대 태양전지 등)와 태양광발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소개하고 태양전

지의 기초 이론, 다양한 태양전지 소자 구조 및 특성, 기술 개발의 최신 동향 등에

관해 다룬다.

○ 연료전지특론 (Advanced Fuel Cell)

전기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고,

연료전지의 장단점, 종류, 응용분야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연료전지 성능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 이차전지특론 (Advanced Secondary Batteries)

대표적인 이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소재, 음극소재, 분리막, 전해질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소재를 이용하여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대해 연구한다.

○ 수소에너지공학 (Hydrogen Energy Engineering))

다가올 미래사회는 청정 수소에너지 사회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에 관한 기술의 정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수소의 생산공

정, 장거리 운송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다양한 저장 기술의 장단점 등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해 연구한다.

○ 에너지소재공학 (Energy Material Engineering)

각종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물성-공정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룬다. 금속, 세라믹스, 폴리머, 복합재료에 대해 학습하고, 태양전지, 리튬이온

전지, 수퍼캐패시터, 연료전지 산업에서 j재료공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신기술

동향 등을 학습한다.

○ 스마트그리드전력전자공학 (Smart Grid and Power Electronic Engineering)

제로에너지 빌딩, 그린에너지 시티 등 에너지 효율향상을 구현한 실제의 구성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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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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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지적학과 □

(Department of Real Estate & Cadastrology)

1. 교육목표

부동산에 관한 기초분야로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용규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조사ㆍ등록ㆍ공시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인 원리와 기법을 연구하고,

그 응용분야로서 부동산에 대한 중개ㆍ투자ㆍ감정평가 및 보상ㆍ개발ㆍ관리ㆍ권리분석,

권원보험, 영토분쟁ㆍ부동산분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응용 이론 및 실무를 탐구함으로

써 부동산 및 지적 분야의 현장에서의 전문ㆍ숙련가적 역량을 배양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이범관 교수 단국대학교 행정학박사 지적학

박기헌 조교수 경북대학교 이학박사 지적전산/측량

이현준 부교수 단국대학교 법학박사 부동산법규

장재일 부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도시계획/설계

3. 교과목 해설

○ 지적학총론 (General Theory of Cadastrology)

일 필지와 관련된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대한 기초 및 응용이론을 학습하고, 지적

학문의 특성 및 교육ㆍ연구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걸친 현안 문제해결의

패러다임 형성과 그 발전적인 모형 등을 연구한다.

○ 지적조사방법론 (Cadastral Research Methodology)

일 필지에 대한 지적활동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지적현상의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

용규제적인 정보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ㆍ등록ㆍ공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체적ㆍ절차적인 조사ㆍ분석방법론을 연구한다.

○ 지적행정론 (Cadastral Administration)

행정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지적행정의 개념, 목표, 특성, 내용 등을 이해하고, 우리나

라 지적행정의 발달과정 및 그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외국의 지적행정시스템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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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적행정의 발전지향적 방안 등을 연구한다.

○ 토지구획방법론 (Land Site Planning Methodology)

연속된 토지를 지역별ㆍ구역별로 단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조성되는 필지의 설계과정

및 구획기법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필지의 조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론 등을 연구한다.

○ 토지경계론 (Land Boundary Studies)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구분하는 토지경계의 설정 및 그 관리에 따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토지경계의 변동패턴을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경계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 등을 연구한다.

○ 영토분쟁론 (Territory Dispute Theory)

국가간 영토분쟁의 본질과 그 해결과정의 제반 문제를 바탕으로 현재 동북아정세에

따른 독도 및 간도문제 등의 실제 직면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토수호의 관념 정립 및 영유권분쟁의 대처방안 등을 연구를 한다.

○ 지적정책론 (Cadastral Policy)

지적정책의 본질, 특성 및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활동에

대하여 수립ㆍ집행되는 정책의 내용, 과정 및 성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지적정책의

변화예측에 따른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 지적판례 (Cadastral Precedents)

일 필지를 둘러싼 지적활동의 과정에서 집적된 법해석으로서의 지적판례에 대한 유형

및 특성 등을 이해하고, 지적판례의 주요 내용을 지적공부, 지목, 경계, 면적, 지가 등으로

세분하여 그 함의를 평석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지적활동의 결과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주거및시설입지 (House and Facilities Location)

주거 및 시설입지의 영향요인 및 결정요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ㆍ생태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친 최적의 입지환경

사례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거시설입지 방안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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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총론 (General Theory of Real Estate Science)

고유 학문분과로서 부동산학의 본질과 그 학문적 특성 파악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에 대한 연구접근방법론 등을 학습함으로써 각론 분야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과학 이론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법규 (Real Estate Laws and Regulations)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법규체계에 관한 기초 이론의 학습 및 그 구체적인 영역에

서의 부동산사법과 부동산공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개별법의 내용과 핵심

법률관계 등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발전과

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국토및도시계획 (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국토 및 도시계획의 본질, 변천과정, 체계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국토 및

도시계획의 패턴과 미래전망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전 국토에 대한

토지이용의 현황 및 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ㆍ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한다.

○ 부동산감정평가 (Real Estate Appraisal)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기타재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자료분석 및 방법론 등을 이해함으로써 부동산

의 유형과 특성별로 이루어지는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개발 (Real Estate Development)

최유효이용원칙에 입각한 부동산 개발의 유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공ㆍ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동산의 개발행위 및 그 패턴 등을 조사ㆍ분석함으

로써 합리적인 국토자원의 관리와 사유재산의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뉴타운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도시재생의 정책방향, 적용기준

및 행정실무절차 등을 학습함으로써 도시의 최적 기능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모색과 도시재생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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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분석 (Real Estate Investment Analysis)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부동산간접자산투자기구, 프라이빗 뱅킹 등을 이용한

투자상품에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적정자산배분, 위험관리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금융 (Real Estate Finance)

부동산금융에 관한 기초 재무이론과 부동산자산 유동화과정의 기본적인 내용 및 운영기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응용지식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중심의 실질적인 부동산금융

활용법을 탐구함으로써 유기적인 부동산자본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 조성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경매 (Real Estate Auction)

경매에 관한 일반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관리 과정에서 강제집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이해하고 부동산경매의 실제 사례를

조사ㆍ분석함으로써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그 적정한 활용방안

등을 연구한다.

○ 해외부동산시장분석 (International Real Estate Market Analysis)

세계 각국의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일반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국가의 부동산시장

흐름과 그 메커니즘 등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부동산시장의 모형을 모색하고

국가별 특성에 부합되는 부동산시장의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석사학위논문 작성에 따른 논문주제에 관한 명확한 문제인식과 연구수행을 위한 조사ㆍ분

석방법론의 탐색 및 연구내용의 논리적인 전개 등의 훈련을 수행한다.

○ 부동산학총론 (General Theory of Real Estate Science)

고유 학문분과로서 부동산학의 본질과 그 학문적 특성 파악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에 대한 연구접근방법론 등을 학습함으로써 각론 분야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과학 이론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법규 (Real Estate Laws and Regulations)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법규체계에 관한 기초 이론의 학습 및 그 구체적인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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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부동산사법과 부동산공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개별법의 내용과 핵심

법률관계 등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발전과

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부동산정책 (Real Estate Policies)

부동산정책의 본질과 부동산시장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 및 그 역할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부동산활동에 대하여 수립ㆍ집행되는 정책의 내용, 과정 및 성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부동산정책의 변화예측에 따른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 국토및도시계획 (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국토 및 도시계획의 본질, 변천과정, 체계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국토 및

도시계획의 패턴과 미래전망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전 국토에 대한

토지이용의 현황 및 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ㆍ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한다.

○ 부동산감정평가 (Real Estate Appraisal)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기타재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자료분석 및 방법론 등을 이해함으로써 부동산

의 유형과 특성별로 이루어지는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투자관리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관리내용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직ㆍ간접적인 투자경로 및 방법 등에 관한 장ㆍ단점을 분석함으로써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적정자산배분 및 그 위험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권리분석 (Real Estate Title Analysis)

부동산과 관계된 각종 공적 장부를 바탕으로 일 필지 정보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변동상황

과 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천내역 등을 조사ㆍ분석함으로써 부동산거래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권리 다툼의 문제해결 및 신속ㆍ안전한 부동산활동의 확보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금융 (Real Estate Finance)

부동산금융에 관한 기초 재무이론과 부동산자산 유동화과정의 기본적인 내용 및 운영기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응용지식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중심의 실질적인 부동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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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법을 탐구함으로써 유기적인 부동산자본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 조성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개발 (Real Estate Development)

최유효이용원칙에 입각한 부동산 개발의 유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공ㆍ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동산의 개발행위 및 그 패턴 등을 조사ㆍ분석함으

로써 합리적인 국토자원의 관리와 사유재산의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뉴타운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도시재생의 정책방향, 적용기준

및 행정실무절차 등을 학습함으로써 도시의 최적 기능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모색과 도시재생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중개 (Real Estate Brokerage)

부동산의 거래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유통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 내용 등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개업무의 수행 및 중개업의 운영 등에 따른 문제해결을 통한 부동산중개

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조세 (Real Estate Taxes)

일반적인 조세의 체계 및 적용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과 밀접한 세제의

내용 및 그 징수절차 등을 이해하고 부동산조세와 부동산시장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발전적인 부동산조세제도의 운영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경매 (Real Estate Auction)

경매에 관한 일반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관리 과정에서 강제집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이해하고 부동산경매의 실제 사례를

조사ㆍ분석함으로써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그 적정한 활용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시장계량분석 (Real Estate Market Econometric Analysis)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성, 시장상황의 변화와 국민경제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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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바탕으로 부동산경제학 및 통계학적 연구방법론을 접목시킨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초조사, 입지 및 상권분석, 외국사례의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예측ㆍ분

석방법론을 연구한다.

○ 부동산분쟁및해결 (Real Estate Dispute and Resolution)

부동산을 둘러싸고 공ㆍ사적인 영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의 유형, 내용, 특성 및

그 해결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분쟁의 주요 원인 규명과 해결방법상

의 한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부동산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그 원만한 해결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실무세미나 (Real Estate Practice Seminar)

부동산 실무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 및 부동산제도의 전반적인 발전과제

등과 관련하여 개별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룹 세미나

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토론식

학습을 수행한다.

○ 지적학총론 (General Theory of Cadastrology)

일 필지와 관련된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대한 기초 및 응용이론을 학습하고, 지적

학문의 특성 및 교육ㆍ연구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걸친 현안 문제해결의

패러다임 형성과 그 발전적인 모형 등을 연구한다.

○ 지적조사방법론 (Cadastral Research Methodology)

일 필지에 대한 지적활동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지적현상의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

용규제적인 정보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ㆍ등록ㆍ공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체적ㆍ절차적인 조사ㆍ분석방법론을 연구한다.

○ 토지경계론 (Land Boundary Studies)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구분하는 토지경계의 설정 및 그 관리에 따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토지경계의 변동패턴을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경계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 등을 연구한다.

○ 지적행정론 (Cadastral Administration)

행정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지적행정의 개념, 목표, 특성, 내용 등을 이해하고,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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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적행정의 발달과정 및 그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외국의 지적행정시스템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적행정의 발전지향적 방안 등을 연구한다.

○ 지적정책론 (Cadastral Policy)

지적정책의 본질, 특성 및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활동에

대하여 수립ㆍ집행되는 정책의 내용, 과정 및 성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지적정책의

변화예측에 따른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 지적판례 (Cadastral Precedents)

일 필지를 둘러싼 지적활동의 과정에서 집적된 법해석으로서의 지적판례에 대한 유형

및 특성 등을 이해하고, 지적판례의 주요 내용을 지적공부, 지목, 경계, 면적, 지가 등으로

세분하여 그 함의를 평석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지적활동의 결과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필지론 (Land Parcel Studies)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획한 개별 필지의 개념, 특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그 생성ㆍ변경ㆍ소멸과정 전반의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학술적 탐구를 바탕으로 현행

필지관리에 따른 제반 문제의 해결 및 향후 바람직한 필지관리의 모형 구축 방안 등을

연구한다.

○ 토지이용규제론 (Land Use Regulation)

개별 필지의 용도를 특정하는 지목체계를 비롯하여 지역별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등 토지이용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토지이용관리 패턴에서

두드러지는 공ㆍ사익간의 상호작용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유기적 메커니즘의 운영 방안

등을 연구한다.

○ 지적법규 (Cadastral Laws and Regulations)

일반적인 법규체계에 관한 기초 이론의 학습 및 지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ㆍ사법

영역에서의 법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개별법의 내용과 핵심 법률관계 등에 관한 비교법

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적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발전과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지가조사 (Land Price Research)

토지의 장래 이용가치를 반영한 지가의 형성요인과 그 결정요인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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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국가의 공시지가체계 및 부동산시장에서의 국지적 토지가격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ㆍ분석함으로써 공공재와 일반 재화로서의 토지에 관한 바람직한 가격형성 및 결정

방법론 등을 연구한다.

○ 지적공시및공부판독 (Cadastral Notification and Register Decipherment)

토지의 조사ㆍ등록을 통해 일반에게 공시되는 지적공시의 기본 메커니즘과 그 주요

내용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 매체로서의 관련 공적장부를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함으

로써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의 전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 지적전산응용 (Cadastral Computerization Practice)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지적정보의 전산화에 관한 기초 이론 및 그와 같은 기법에

의해 취합된 각종 지적데이터의 집계내용을 바탕으로 정량적ㆍ정석적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지적행정 및 개인의 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방안 등을

연구한다.

○ 토지구획방법론 (Land Site Planning Methodology)

연속된 토지를 지역별ㆍ구역별로 단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조성되는 필지의 설계과정

및 구획기법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필지의 조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론 등을 연구한다.

○ 해외지적제도 (International Cadastral System)

세계 각국의 지적제도 전반에 걸친 일반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국가의 지적제도 관리체계

및 그 메커니즘 등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일반ㆍ보편적인 지적제도의 본질을 규명하고

국가별 특성에 부합되는 지적제도의 운영 방법 등을 연구한다.

○ 영토분쟁론 (Territory Dispute Theory)

국가간 영토분쟁의 본질과 그 해결과정의 제반 문제를 바탕으로 현재 동북아정세에

따른 독도 및 간도문제 등의 실제 직면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토수호의 관념 정립 및 영유권분쟁의 대처방안 등을 연구를 한다.

○ 지적실무세미나 (Cadastral Practice Seminar)

지적 실무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 및 지적제도의 전반적인 발전과제 등과

관련하여 개별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룹 세미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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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토론식

학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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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산업학전공 □

(Department of Beauty Industry)

1. 교육목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래 산업분야인 뷰티산업을 대상으로 규모화 되어지고 전문화되는

뷰티산업의 외형적 성장에 발맞추어 미용산업을 리드해 갈 리더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

(1) 미용학문의 체계적인 정립과 미용실무를 겸비한 미용교육지도자 양성

(2) 뷰티상품관리 및 마켓 적응력을 갖춘 뷰티비즈니스 분야의 전문인

(3) 건강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미래지향적 뷰티문화 관련 전문인 양성

(4) 전문성과 감성에 바탕을 둔 창조적인 뷰티아티스트 및 기술인 양성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권수경 부교수
Nottingham Trent

University
미술학석사 Performance

박선민 부교수 연세대학교 이학박사 항노화과학

홍보경 부교수 원광대학교 보건학박사 보건학

서승욱 조교수 중앙대학교 공학박사 식품공학

3. 교과목 해설

○ 메디컬스킨케어연구(study of medical skincare)

메디컬에스테틱 산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최신의 메디컬 시술법, 후

처치 등 메디컬스킨케어 방법 및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특성 등에 대해 연구하여 메디컬

스킨케어의 최신이론에 대해 정립한다.

○ 뷰티산업브랜드매니지먼트론(Brand Management of Beauty Industry )

뷰티산업계 브랜드들의 기존 경영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브랜드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기업 전략에 대해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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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밴스드 뷰티메이크업 ( Advanced Beauty Make-up )

뷰티메이크업의 특징에 관하여 이해하고, 골상학, 인상학을 연구하여 깊이 있는 뷰티메이크

업의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 피부식별 및 뷰티상담학 ( Skin analysis and Beauty counseling)

피부식별에 대한 과학적 분류와 피부식별에 따른 미용학적 관리법에 대해 학습한다.

정확한 피부식별 및 피부생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 피부미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피부미용 연구의 틀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부식별에 따른 고객과의 상담기법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통한 뷰티화장품의 올바른 처방과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용기기 트렌드 연구 ( Study of Beauty Device Trend)

4차산업 관련 기술이 적용된 의료미용기기 시장의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기술이 기반된 미용기기에 대한 임상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는 4차산업 기술 기반의 의료미용기기 시장의 현황에 대해 연구하고 의료미

용기기의 적용 및 효과에 대해 학습하여 향 후 미용기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용의

제도권 안에서 미용기기의 활용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헤어이론 및 실기교육방법론(Practice Methodology of Beauty Education)

미용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이론 및 실기교육 방법론에 대해 학습하고,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미용교육 능력을 함양한다.

○ 최신비만문제연구(current problem of obesity)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고객은 보다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부미용의 영역이 과거 얼굴관리 중심에서 체형관리 중심으로 점차영

역이 변화, 확산하는 추세로 체형관리 전문분야로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의학에 바탕을 둔 이론과 다양한 관리기법을 접목시킴으로써 확실히

실질적이고 고객의 체형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미용연구 방법론(Methodology for Cosmetology Research)

미용학 연구의 기획, 자료수집 방법, 자료처리방법, 처리된 자료의 논리적 해석, 그리고

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교육한다. 미용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초 통계 이론과 더불어, 자료의 정리 및 분석 방법을 배운다. 기초적 통계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통계처리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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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스타일링특론(study of beauty styling)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미용분야로 단순한 헤어스타일보다 얼굴형과 이 미

지에 맞는 토탈패션을 생각하여 아름다운 부분은 강조, 결점은 보완될 수 있는 스타일

링을 학습한다. 스타일링의 기본 원리와 배색기법, 코디종류, 소재분류 등을 통해 미용

과 의상과의 조화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미용과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메이크업, 코디,

헤어미용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개발 한다. 특히 바디

이미지를 파악하고 체형에 따른 스타일을 분석하여, 이상적인 체형의 완성을 위해 칼

라, 코디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보안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화장품학특론(advanced cosmetics)

화장품과 향수의 정의와 종류, 메이크업과 헤어, 에스테틱에 필요한 성분 이해, 피부와

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제품의 제조원리, 서역, 사용방법 및 부작용 등을 연구 분석하

여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관리방법에 따른 유의점을 지도한다. 또한 화장품

과 향수에 사용되는 원료와 화학반응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무를 익힘으로써 향장 전

문가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 퍼스널이미지연구론 (Image Study of Personality)

현대인의 자기 이미지메이킹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부여하며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개인의 이미지를 주관적 이미지와 객관적 이미지로 분류하

여 분석해 봄으로써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뷰티컨설팅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동서양헤어트렌드연구(3D Beauty Illurstration)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인간의 미적추구와 치장의 방법들은 변화의 문화를 기본으로

하여 머리모양과 장식, 화장법과 도구, 장신구등의 고증과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의 미용의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학문의 문화사를 통하여 동양과 서양의 미용문화

흐름을 배우고 재현해 본다.

○ 탈모관리와노화연구 (Study of Hair loss management & Aging)

모발과 모발을 포함하는 피부의 일반적인 특성, 구조, 역할을 학습하고 모발의 이상현상

및 피부질환들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여 현장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모발생물학을 기초로 하여 모발의 성장주기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외국 논문을 연구한다. 아울러 모발생리에 대한 김이 있는 연구로 모근강화제

및 탈모방지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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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모발과학특론(Advanced Science of Hair & Scalp)

건강한 모발을 위해 두피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론과 실습을 통해 모발손상의

생물학적 기전 및 원인 등을 분석하고 손상된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화장품과 재생을 위한 케어방법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지식 등을 연구

한다. 두피 모발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메디컬에서의 응용, 접목하는 연구를 통해

메디컬 모발케어에 대해 정립한다.

○ 글로벌뷰티용어 (Global Beauty English)

뷰티살롱 주제별 글로벌 용어 예문과 대화 시 유의사항, 암기해야 할 주요 단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효율적인 뷰티 시술을 위한 핵심 노하우와 고객 관리법, 상담

법 등을 제안한다. 피부, 헤어, 에스테틱, 네일 등 뷰티 분야별 글로벌 전문 용어를

이해하게 하며 국가 별 미용 관련 자격제도와 해외 유명 뷰티 교육기관 등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글로벌뷰티산업연구 (Global Beauty Industry)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뷰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뷰티산업 선

진국의 업계 현황 파악과 화장품, 모발상품 등 글로벌뷰티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아

울러 뷰티비즈니스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뷰티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부하게 된다.

○ 뷰티트렌드연구 (Study Beauty Trend)

뷰티 산업의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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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상전공 □　

(Major of photography & video)

1. 교육목표 -

21세기사진영상시대의주역이될고급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설립된사진영상전공은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시청각정보 전달의 매체적 방법론을 교육한다.

본 전공은급변하는미디어환경속에발전되어가고있는새로운영상언어를적극적으로수용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시키고 있다.

또한고급과정의 사진영상이론교육과이를 바탕으로실기, 실습을통하여 연구력을배양시키고

창의성과 매체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화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구본창 석좌
교수 함부르크조형미술대학 디자인학석사 사진디자인

윤정헌 교수 영남대학교 문학박사 국문학

이인희 교수 중앙대학교 미술학석사 광고사진

조선희 교수 연세대학교 이학사 의생활학

석성석 부교수 국립베를린예술대학교 미술학석사 비쥬얼커뮤니케이션

김유진 조교수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박사 디지털과학사진

김호권 조교수 School of Visual Art 미술학석사 3DAnimation Editing

손영실 조교수 파리8대학 문학박사 예술매체이론

이재욱 조교수 AcademyofArtUniversity 예술실기학석사(MFA) Motion Picture

최종성 부교수 NewYorkUniversity 미술학석사 순수사진

이혁준 조교수 중앙대학교 미술학석사 creative photography,
Art and Media

3. 교과목 해설

○ 광고매체 (Advertising Media)

라스웰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누가, 무엇을,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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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가?” 라는 의문에 답하는 과정이라 하고, 이를 언어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광고매체는 크게 전파와 인쇄 매체로 나눌 때, 각 매체의 특성과 효과에 따라 광고

전략과 소구 효과가 달라지므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전달방법에 대해 익히는 교과목이다.

○ 광고사진세미나 (Adevertising Photography Seminar)

광고사진의 개념과 이해를 통해 대학원 과정의 고급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하여

실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광고워크샵I (Advertising Workshop I)

시장상황 및 소비자 분석을 기초로 광고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 및 광고 캠페인을 이끌어갈 전반적인 계획을 설립하는 과정을 습득한다. 또한

광고주, 광고제작 및 매체영역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프레젠테이션과 기획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광고워크샵 II (Advertising Workshop II)

광고기획에서 기획한 광고를 제작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획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최적화된 방법을 도출하여 제작한다.

○ 광고일러스트레이션 (Photo Illustration)

광고에서 사진을 이용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대량유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획, 촬영, 편집, 제작에 필요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광고사진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작된 광고물을 심층 분석하고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대학원 과정의

고급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하여 실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논문리서취(Graduate Thesis Research)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이해시키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있거나 주된 전문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 논문(작품) 제작을 위한 논문작성 및 작품

을 제작한다.

○ 논문작성법(Research Method-Study on Graduate Thesis)

논문의 형식과 구조의 일반적인 체계 등을 학습한다.

○ 다중지능과 사진교육 (Multiple Intelligences & Photography education)

사진교육은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을 무엇보다 잘 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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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다중지능개발에 필요한 사진교육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각 지능별 사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과목이다.

○ 다큐멘터리 사진연구( Documentary Photography)

현실을 기록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사진의 중요한 분야로 세계를 기록, 사유하며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연구한다. 사진의 형식과 앵글 그리고 프레임을 실습 촬영한다.

○ 디지털 애니메이션 워크샵 Ⅰ(Digital Animation Workshop I)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주요 프로그램을 습득하고 직접 작품제작에 응용한다.

○ 디지털 애니메이션 워크샵 Ⅱ(Digital Animation Workshop II)

디지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고급과정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의 실무를 진행한다.

○ 독립 프로젝트 Ⅰ (Independent Project Ⅰ)

개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학생 스스로의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와의 개별적인

수업을 진행. 기획 및 제작을 뒷받침할 관련 분야에서 연구한다.

○ 독립프로젝트 Ⅱ (Independent Project Ⅱ)

개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학생 스스로의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와의 개별적인

수업을 진행. 독립과제 1에서 연구한 분야를 심화한다.

○ 디지털 스튜디오 워크숍 (Digital Studio Workshop)

본교과목은현재의디지털시대스튜디오환경을이해하고디지털사진작업전공정과사용하는디지털

카메라및조명그리고액세서리장비등에대하여익히는수업으로스튜디오에서벌어지는전반에대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디지털 프로젝트 Ⅰ (Digital Project I)

본 교과목은 디지털 이미지 제작능력과 화상이론들을 고루 갖춘 다음 새로운 디지털

사진 입・출력 장비 등의 분석 및 평가 능력을 기르고 개인포트폴리오 작업 또는 디지털

이미지의 산업적 활용에 대하여 기획 후 촬영 및 연구・분석을 통하여 최종 결과물을

도출시킨다.

○ 디지털 프로젝트 Ⅱ (Digital Project II)

본 교과목은 디지털 프로젝트 연구Ⅰ에서 진행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할

때, 또는 독립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외부기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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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교과목이다.

○ 디지털이미지론 (Theory of Digital Imaging)

디지털에 대한 기술의 발달, 사회적 역할, 새로운 기능에 따른 컴퓨터 환경에 대하여

이론적인 배경을 폭넓게 연구하는 과목이다.

○ 디지털사진학(Digital Phtography)

디지털사진의 기본적 화상재현 원리를 배우고, 디지털 이미지 제작 도구들에 대한 메카니

즘적 특성의 이해를 통해 디지털사진을 이해한다.

○ 디지털 컬러 & 메니지먼트론(Theory of Digital Color & Management)

CMS 이론과 실기 적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컬러 & 흑백사진의 프린팅 기법을 배우고,

다양한 프린팅 미디어를 경험해보는 수업이다.

○ 디지털 사진 아트웍(Digital Artwork)

다양한장르의디지털미디어의특성을이해하고융합함으로이를기반으로전위적인표현능력을가지

게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하고 있는 새로운 시각예술 아트웍 기법의 경향 분석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익힌다.

○ 디지털이미지 평가(Assessment of Digital image)

국제규격인 ISO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이미지의 평가에 대한 개념, 이론, 및 방법을

다룬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 제작도구들의 새로운 평가방법을 연구한다.

○ 디지털영상편집(Digital Film Editing)

영상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다양한 편집 방법론들을 연구하고 현대영상에 적용된 새로운

실험적 방법들을 제시한다.

○ 디지털영상제작론(Digital Film making)

제작부터 송출 및 시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영상제작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하여 분석, 연구한다.

○ 디자인예술경영 (Design and art management)

디자인과 예술분야의 경영 마케팅에 관한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실제 디자인예술 경영에

성공사례들을 조사연구하고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디자인 예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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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 디지털사진 편집과 출력(Digital photo editing and printing)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미지를 리터칭과 CIE 색 공간에서 이미지 사용 목적별

색상 관리하며, 이를 편집하여 인쇄 제작하는 과정을 연구한다. 대량전달 인쇄매체인

신문과 잡지 그리고 온라인상의 출력판물까지도 함께 연구한다.

○ 디지털 사운드(Digital Sound)

디지털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사운드의 다양한 적용방안과 제작방식에

대해 습득한다.

○ 매체사진 (Photographic Reportage)

사실을 묘사하는 매체에 사용되는 사진의 특질을 이해하고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을

연구한다. 사진은 현실을 표현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가

이다. 또한 잡지나 신문에서 이루어지는 기사의 기획, 진행 그리고 편집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을 학습한다. 시대적인 관점과 정치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사진으로 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미학이론과 예술적 아이디어 (Art Theories and Ideas)

현대 예술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분석 해보고 그것이 현대 예술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작가의 작업을 분석해 보고 성원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작업에 반영해 볼 수 있는지 연구 분석 해본다.

○ 박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Ph.D. Degree)

○ 법과학사진(Forensic Photography)

과학사진의 한 분류인 법과학사진 탄생의 역사, 관련이론 및 기법 등을 알아보고, 현재

선진국의 사건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새로운 기법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해봄으로써

보다 발전된 새로운 법과학사진 기법을 개발해본다.

○ 사운드디자인 (Sound Design)

영상 전체의 사운드 기획에서부터, 음향의 녹음 및 믹싱에 이르는 음향과 관련된 전

과정을 실습하고, 아울러 컴퓨터를 기초로 하는 디지털 사운드에 대해서도 실습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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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비평 (Photo Critique)

사진을 어떻게 분석적으로 보는가,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를 이론적인 틀로서 분석한다.

사진이라는 장르의 역할을 알아보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사진을 해석하고 그 의미의

연결된 고리를 찾아본다.

○ 순수사진 (Fine Art Photography)

현대 사진의 흐름을 파악하고 작품 제작을 위한 감각의 개발과 개념의 정립을 통해 예술사진

작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 순수사진워크샵 (Workshop in Photography)

순수사진의 본질을 살펴보고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 스틸라이프연구 (Still Life Photography)

라이팅 및 촬영테크닉을 바탕으로 한 정물사진의 흐름과 현대감각에 맞는 예술로서의

사진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진교육 프로그램 연구 (Photography Education Program Research)

사진교육은 감성적인 창의성 교육이라는 직관적 관점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교육이라

는 두 가지 관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로저 스페리교수의 좌․우뇌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잘 부합할 수 있는 교육이다.

따라서 감성적인 창의성 교육이라는 직관적 관점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교육이라는

두 가지 교육방향을 통하여 사진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학습모형에 대하여 연구하

는 교과목이다.

○ 사진감정 (Identification of Photography)

사진의 객관적 평가 및 주관적 평가를 통해 법률적 증거로 채택된 사진의 진위여부

및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사진의 분석 등 논리적 증명이 필요한 사진에 대하여 분석적

해석을 연구한다.

○ 석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 Degree)

○ 세계사진사(History of World Photography)

역사적 맥락 안에서 사진사를 분석해 보고, 영상 문화로서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교육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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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저널리즘 (Web Journalism)

웹 저널리즘 연구는 대안매체로 부상한 인터넷신문과 잡지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제작을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정보와 뉴스의 기능을 가진 웹 매체들은

텍스트와 더불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 매체들이 웹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는 그 매체의 특성에 맞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자

한다.

○ 인터렉티브디자인 (Interactive Design)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CD-Rom에 대하여 연구하는 교과목으로

글, 정사진, 동사진, 음향 등을 매체의 특징에 적합하게 기획, 디자인, 제작한다. 그리고

기존 매체의 전달 방법이 통합되어진 인터넷 홈페이지와 CD-Rom 등은 통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설계 그리고 화면디자인 연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입체사진론(Theory of Stereophotography)

눈의 인지시스템에 따른 시각심리학 이론에 대해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애너그리프,

렌티큘라, 홀로그래피 그리고 편광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입체 사진영상의 원리와

인간의 시각적 작용을 연구한다.

○ 이미지사이언스(Image Science)

과학사진과 관련 실용적용분야의 예를 살펴보고보다 심도 깊은과학사진 기법을 연구하는

수업이다.

○ 이미지사이언스 프로젝트(Project of Image Science)

졸업 논문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학술지 등을 조사하고, 각자 소논문을 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 영상디자인론(Theories of Visual Media Design)

영상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들을 이론적으로 선별하고,

영상의 성격과 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목이며, 영화 고전 이론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영상연출론(Image Directing)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연출가들의 흐름을 고찰하고, 연출에 관한 핵심적 이론과 방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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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공간(Space of Film & TV)

연극, 무용 및 각 종 이벤트를 관장하는 공간은 물론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영상이 공간에서

설치되고 활용되는 다양한 문화생산방법을 연구한다.

○ 영상기획세미나(Seminar of Imaging Planning)

스토리와 영상표현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영화와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게임에 적용되는 시나리오 작성을 실습한다. 스토리의 시각화 과정을 이해하고, 스토리보

드, 애니메틱스, 포토메틱스, 씨네메틱스를 연구한다.

○ 영화미학 (Film Aesthetics)
영상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영상전반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 현대미디어연구(Studies of Contemporary Media)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미디어의 언어적 특성을 아트 &커머셜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는 매체연구 수업이다. 사진, 영상, 뉴미디어 등 개별 매체가 적용된 작품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매체융합적 단위까지 수업 내용의 확장을 통해 현대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심화시킨다.

○ 사진영상표현기법연구(Expression practice of Photograph and Moving image)

본교과는 사진영상미디어분야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각적 표현 영역을 작품사례분석과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수업이다. 본 수업은 새로운 경향의 사진영상미디어

콘텐츠의 분석 능력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작능력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작품연구(Studies in Work)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술사진의 형식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정신성, 독창성을 작품

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작가의식을 중요시하며 그에 맞는 작업장식을 연구, 발표,

지도한다.

○ 전시 및 기획(Exposition & Planning)

전시기획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능력배양을 현장실습과 강의식으로 진행하며 올

바른 전시 문화 창출을 위한 인력양상을 위하는데 목표를 둔다.

○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연구 (Communication Design)

인쇄매체의 전자출판환경과 멀티미디어매체의 웹환경을 이해하고 실습하며, 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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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의 logo 개발을 통한 identity를 시각화 시키고 제품이나 팩케이지 디자인 등을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을 사진영상과 접목시켜 완성된 시각물을 제작하며,

이를 통한 시각표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제작을 연구한다.

○ 컴퓨터그래픽연구 I (Computer Graphic I)

2D,3D 컴퓨터그래픽의 활용성과 응용성을 연구하고, 기본적의 툴에 대한 이해한다.

컴퓨터 그래픽의 미학적 접근을 통하여 창의력을 배양한다.

○ 컴퓨터그래픽연구 II (Computer Graphic II)

컴퓨터그래픽의 활용하여, 본인의 연구 분야에 적용한다. 컴퓨터그래픽의 다양한 장르

와 작품분석을 통해 작가주의와 표현영역에 대한 자기영역을 설정한다.

○특수영상합성(Special Effect Synthnesis)

컴퓨터그래픽 기법에 의해 창조된 특수효과영상과 카메라로 촬영된 실사의 합성, 편집에

의한 영상물의 설계 및 구현을 공부한다.

○ 패션사진연구 (Fashion Photography)

패션사진의 이해와 더불어 현대패션사진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술로서의 패션사진을

제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포트폴리오(Portfolio)

자신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보는 작품 제작의

마지막 단계의 훈련과정이다.

○ 현대미술과 사진 (Contemporary Art & Photography)

현대미술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다루며 현대사진을 개념적으로 연구한다.

○ 현대예술사(History of Modern Arts)

현대미술의 시대적․양식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미술의 조형성과 방법론을 통하여

예술적 가치와 지표를 가늠한다. 창작에 필요한 통찰력과 창의력의 근간이 되는 요인들

을 현대 미술을 통하여 탐구한다.

○ 현대사진과개념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Concept)

20세기 이후 제작된 현대 사진 작업에서의 이론적인 배경들과 함께 주요 개념들을 분석

함으로써 자신의 사진 작업에서의 사진적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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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작가론(Studies of Contemporary Photo Artists)

현대사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의 작품의 역사적

문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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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과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1. 교육목표

보건복지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리더십과 실무능력을 갖춘 고급보건복지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킨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이상준 교수 가톨릭대학교 문학박사 사회복지방법론

신효진 부교수 Columbia University 철학박사 임상사회사업

심성지 부교수 뮨스터대학교 철학박사 사회정책
엄태영 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지역사회복지

최정아 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정신건강사회복지

3. 교과목 해설

○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

을 주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특히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의 체계 및 내용 등을 학습하여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행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제반이론을 체계화하고, 아울러 효과적인 사회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조직, 인사, 정책, 재무 등의 관점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한다

○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모델

에 관한 기초지식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기초철학

과 가치, 통합적 시각, 사회복지실천 관계론 및 과정론, 사회복지실천 대상별 실천모델,

사례관리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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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연습을 통하여 실천기술, 기법,

지침을 실천대상에게 적용하며,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연구방법론의 기초개념 및 이론을 배우고, 나아가 서베이, 욕구조사, 실험연구, 단일사례연

구설계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을 위한 조사방법의 설계방식과 자료수집 기법 등을 배우는

것이 이 과목의 핵심내용이다. 이로써 사회과학 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의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을 습득하게 되며 이로부터 좀더 전문적이고 고수준의 연구방법론을 이해하는

기초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and Laws)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는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규들

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의 개념 및 가치, 목적, 원리, 한국적 특징을 이해하며, 나아가

이들 법규의 제정과정 및 그 범위, 구조 등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한다.

○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양식과 그와 관련된 실천기술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하여 빈곤, 소외, 차별 등 지역사회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며 그 해결을

위한 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게 된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사회복지학 교육이 다른 학문분야의 교육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사회복

지학의 응용과학적 측면을 반영하고, 실천교육으로 적합한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학생들

을 배치하여 1주일에 하루(8시간)를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한다. 서비스의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복지기관 수퍼바이저의 지도와 학교 실습교수

의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를 익히도록 한다.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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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사회를 설명하는 제반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 가족복지론(Social Work with Family)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의 기능, 가족의 생활주기, 가족문제 등에 관해 학습하고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현황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가족복지서비스 대상, 가족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치료적 접근 등을 교육한다.

○ 노인복지론(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노인복지활동에 필요한 개괄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적요인의 변화와 폭넓은 노인문제를 분석, 이해한 뒤 이에 근거한 노인복지정책 프로그

램과 실천기술을 개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실천능력을 함양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이 구비되도록 한다.

○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아동과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실천방법을 학습하여 아동복

지분야에서 활동할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의 역사,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 등의 이해를 도모한다. 나아가 한국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아동복지

관련영역을 고찰함과 아울러 외국의 아동복지에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모색한다.

○ 사례관리(Case Study)

본 교과목은 이론적 접근을 통한 학문적 한계를 상황적합성이 높은 사례관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고학년들에게

행정 및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 적응능력을 제고하는데 매우 유능하다.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우리나라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유형과 과정, 인과적 추론,

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실험, 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평가의 인과모형,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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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활용 등을 학습한다.

○ 사회복지발달사(History of Social Welfare)

복지국가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통하여 사회복지라는 것이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변수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규명을 시도한다. 특히 국가일반의 개념, 복지국

가의 역사, 복지국가 발전 및위기론, 복지국가 유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사회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들 각각을 분석하여 사회적 예방대책 및 해결대책을 연구함과 아울러 구체적 사회문제

분석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론(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회사업활동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를 원조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학습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증진시키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다학제간 팀웤활동, 정신의학이론, 정신장애 판정기준,

지역사회정신건강 등에 대해서도 학습함으로써,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사회복지양적연구방법론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 및 human service 분야에서의 양적 연구에 초점을 두어 연구방법상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통계 개념에서부터 실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분석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방법에의 적용 방법을 학습한다. 연구단계에 맞추어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찾는 연습과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package(SPSS, Amos

등) 활용도 함께 수행한다. 양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Path Analysi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등의 이론적 개념 및 가정과 실제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 사회복지자료분석론(Quantitative Data Anlaysis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연구에서 필수적인 양적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초 통계 지식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사회과학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통계 패키지인 SPSS 프로그램 이용을

위하여 양적 자료 처리, 코딩, 자료 분석 등의 모든 단계를 학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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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실천이론과 적용(Social Work Treatment)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각각의 개입방

식을 적용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전문가를 찿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 석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토대로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지식을 습득하며

논문을 작성하여 완성시키는 기술을 연마한다.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제작에서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과 화면상으로 나타나는 내용의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최종 완성된 논문을 만들기 위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방법과 각 부분의 표현

기법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힌다.

○ 박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Ph. D. Degree)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교수와의 1대1 수업으로써 박사학위논문 작성방법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과목이다. 석사논문연구에서 나아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완성시키는 기술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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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콘텐츠·미디어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전공 □

(Department of industrial Crafts)

1. 교육목표

전공실기 및 이론의 심화과정으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공예품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합리화된 디자인 능력을 함양하고 공예산업에 기여하는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21세기 현대 조형예술을 선도하는 진취적인 공예가 육성을 교육이념으로 하며 전통과 현대

공예전반에걸친폭넓은예술경험을 바탕으로학문적발전에기여함을목표로한다. 전공교과

과정은 도자공예 및 가구디자인 전공과 염직공예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강형구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학박사 목조형가구학

김영숙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학박사 섬유디자인

이점찬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학박사 조형학

3. 교과목 해설

○ 공예문화론 (Theory of Crafts Culture)

현대사회에서 공예디자인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공예디자인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한다.

○ 조형예술 (Theory of Plastics Arts)

조형이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미학적 토대를시유하게 한다. 이의 방법으로 바우하우

스의 이념에 영향을 주었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들의 주된

과제와 각 과제의 포착방법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조형예술과 미의식을 고양시킨다.

○ 작품분석세미나 (Seminar in Critical Analysis of Works)

본인 작품제작에 따른 구상, 기법, 과정을 분석 검토하고 제작에 따른 효과를 연구 검토

작품발표, 토론과 함께 비판을 한다.

○ 도자공예실기 (Ceramics)

도예작업을위한조형기법과디자인감각에대한연구와도예에관한디자인개념, 도자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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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재료개념, 공구개념에 대한 현대도예연구

○ 표현매체응용 (Application Medium & Visual Presentation)

표현가능성을심화시키고사고의폭을넓히기위해서는 다양한재료와도구등을경험함으로

서 조형성과 표현 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개인 작업에 응용이 가능토록 한다.

○ 도예리서치 (Ceramic Research)

시대사의 흐름에서 조형표현의 형식과 내용을 찾아보고 그와 연관된 도예의 답론들을

대입시켜 현대미술에서 도예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을 이해시킴으로서 각자의 작업에

논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도자공정과재료 (Ceramics process ＆ material)

도자기의 제작에 따른 다양한 공정 재료의 이해와 적용 기술적 문제의 해결과 방안 결과의

분석과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제작에 기본이 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도자공예 (Special Lecture on Ceramics)

도자공예에서의 재료의 특성과 그 기본적 재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준 높은

실기의 기초를 함양하고 사용 및 기법을 표현할 수 있는 공예재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한다.

○ 목칠조형디자인 (Wood & Lacquer Design)

기후, 풍토, 종교등의 차이에 따라 시대적으로 다른 양식의 목공예가 발전되어 오는 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디자인하여 실제로 제작하게 함으로서 조형감각을 배양하고 재료와

공구, 제작공정, 기능성을 익혀 새로운 목공품을 창작케 한다.

○ 목제품디자인 (Wood Prouducts Design)

목재를 이용한 실용적인 제품에 디자인을 개발한다.

○ 가구디자인 (Furniture Design)

가구의 재료, 특성, 구조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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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디자인메니지먼트 (Furniture Management)

디자인되어진 가구의 메니지먼트 방법론을 연구하고 경영 마인드를 배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현대가구디자인사조연구 (Study of Modern Furniture Design Ternds)

현대가구의디자인에흐름과스타일을분석하고연구하여새로운스타일과미래의가구디자

인의 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 표현과매채 (Medium and Visual Presentation)

표현 가능성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재료와 도구 등 그 자체의 경험을 통한 시각적

체계와 표현에 관련된 심화과정이다.

○ 색채연구 (Study of color)

디자인의 색채계획 방법을 모색하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그 능력을 모색한다.

○ 섬유예술 (Fiber Arts)

다양한 섬유재료의 특성과 기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순수 조형적인 감각과 창 의적인

표현방법을 연구한다.

○ 섬유공예실기 (Work for Fiber Craft)

섬유의 재료와 종류 가공. 표현기법, 표현 양식 등을 연구 분석하여 창작 과정에서 새로운

섬유 공예 감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기한다.

○ 도자와환경 (Ceramic & Environment)

21세기는 인간 심성의 회복과 환경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고려하고, 반영한 실․내외 도자관련 작품을 디자인 제작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도예창업론 (Theory of Ceramic Corporate Establishment)

도예창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한다. 성공적인 경영의 토대가

되는 디자인마케팅, 유통, 인력관리 및 재무관리의 기초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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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가구연구 (Study of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한국전통가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선시대 가구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여 그 조형성에

대한 연구를 한다.

○ 목칠디자인 (Wood Lacquered design)

목공예와 칠공예의 병행교과로 일상용품, 장신구, 펜시제품 등을 디자인하여 산업화에

역점을 둔다. 또한 목심칠기와 건칠, 와태칠 등도 연구하여 실용화에 역점을 둔 교과로서

제작 능력을 배양시킨다.

○ 목공예론 (Theory of Wood Craft)

목공예의 재료, 기법, 가공법, 표현양식 등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분석을 이론적으로

배운다.

○ 가구와공간계획 (Furniture and Space Planning)

여러가지공간 안에서가구를배치하고 공간의 특성과가구를연관지어 계획하는 능력을

실기와 이론으로 배운다.

○ 섬유기법 (Techniques of Fiber)

재료와 기법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연구하며 실제작업에 응용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익힌다.

○ 염직디자인 (Special Lecture on Dye ＆ Weaving design)

염직의재료와공정에관한이론을 바탕으로재료사용및기법을표현할수있는염직공예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연구한다.

○ 섬유디자인 (Fiber design)

핸드드로잉과다양한소프트웨어를활용하여예술적이며상업성이있는텍스타일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섬유조형 (Formative of Fiber)

섬유재료의특성과기법을 종합적으로분석하고연구하면서섬유의조형적인감각과창의적

인 표현방법으로 새로운 형상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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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예비평( Critics of Ceramics)

현대예술 담론들을 작가들의 작품에서 발견하여 이해시킴으로 현대 도예이론의 개괄적인

설명과 여러 작가의 작품분석을 통해 개인의 관심분야를 구체화하고 각자의 작업에서

논리성 수용에 적극적인 대응이 되도록 유도한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연구논문 및 작품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론

강의를 통해 연구의 목표 설정과 단계별 연구 또는 작품제작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doctor´s Degree)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연구논문 및 작품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론

강의를 통해 연구의 목표 설정과 단계별 연구 또는 작품제작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856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 융복합콘텐츠·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ajor)

1. 교육목표

전문시각·디지털디자인연구자양성을목표로한다. 이 과정을통해시각예술과테크놀로지

를 접목하여 정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리서치를 통하여 문제점 발견, 사용자 이해, 디자인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론 및 다양한

시각 및 디지털 디자인 프로젝트를 개발 및 연구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강명지 조교수 KAIST 공학석사 산업디자인

김대성 부교수 리용2대학 석사
커뮤니케이션디자

인

나정조 조교수 숭실대학교 공학박사 Media Arts

안지선 부교수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석사 Digital Media

이점찬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학박사 조형학

정혜경 조교수 경희대학교 미술학박사 디지털콘텐츠

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 (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연구논문 및 작품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론

강의를 통해 연구의 목표 설정과 단계별 연구 또는 작품제작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 박사논문연구 ( Research for the Ph.D. Degree )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연구논문 및 작품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론

강의를 통해 연구의 목표 설정과 단계별 연구 또는 작품제작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 조형예술 ( Theory of Plastic Arts )

조형이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미학적 토대를시유하게 한다. 이의 방법으로 바우하우

스의 이념에 영향을 주었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들의 주된

과제와 각 과제의 포착방법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조형예술과 미의식을 고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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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예술경영 ( Management of Design and Art )

디자인과 예술분야의 경영 마케팅에 관한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실제 디자인예술 경영에

성공사례들을 조사연구하고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디자인 예술분야

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 색채연구 ( Study of Color )

디자인의 색채계획 방법을 모색하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그 능력을 모색한다.

○ 작품분석세미나 ( Seminar in Critical Analysis of Works )

본인 작품제작에 따른 구상, 기법, 과정을 분석 검토하고 제작에 따른 효과를 연구 검토

작품발표, 토론과 함께 비판을 한다.

○ 컨셉추얼디자인 ( Conceptual Design )

디자인에 있어서의 컨셉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 컨셉의

중요성과 가치를 습득한다.

○ 한국사회의 역동성(Dynamism in Korean Society)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과 전반적인 사회 기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장을 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과목이다.

○ 고급디자인스튜디오 ( Advanced Design Studio )

서비스 디자인에서부터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한다. 사용자 조사를 포함한 디자인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인 사용자경험디자인 과정을 경험한다.

○ 개별연구 (Independent Study)

높은 수준의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한 연구로, 문헌 조사, 데이터분석, 보고서, 프로젝트,

포토폴리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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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과 데이터분석 (Design and Data Analysis)

디자인에 대한 정략적 통계치 연구로 미래 예측이나 결과치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 디자인과 인간심리 (Design and Human Psychology)

인간이 서비스나 제품 사용 및 정보 습득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와 같이 사용자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해에 대해 학습한다.

○ 디자인과 조형이론 (Design and Formative Theory)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탐구한다. 또한 통일성, 강조, 규모 등의 디자인의 다양한

조형 개념에 대해 탐구한다.

○ 디자인리서치 ( Design Research )

디자인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습득한다. 또한 디자인

개발을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하는 활동을 학습한다.

○ 디자인브랜딩과 매니지먼트 (Design Branding and Management)

상품의 기본 스토리 구성부터 브랜드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습득하고 이미지화 하는

과정이다.

○ 디자인스튜디오 (Design Studio)

디자인 컨셉의 도출과 최종 결과물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습한다. 그 과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와, 다양한 아이디어의 표현방법 등을 익히는 과정을 배운다.

○ 디자인 이슈와 한국문화 (Design Issues and Korean culture)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 및 기여 방안에서부터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의 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와 사건, 인물, 제품, 전시,

기술, 이론 등을 이슈에 대해 이해한다.

○ 디자인히스토리 (Design History)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리서치하고, 2D, 3D 매체에서, 디지털 디자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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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디자인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 사용자경험디자인연구 (User Experience Design Project Research)

인간 행태 리서치를 기반으로 사물과 인터랙션 사이의 관계성을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사용자 관점의 맥락을 이해하고, 제품 사용의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경험(U

X)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발굴, 도출하고, 포괄적 디자인 접근을 제안한다.

○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Service Design Project)

복합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안을

찾는 공동가치창출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경험한다. 공공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주목

받고 있는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질적 응용을 목표로 한다.

○ 인간중심디자인 (Human-Centered Design)

정보, 서비스, 제품 등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요소들을 이해,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기능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인클루시브디자인 등의 관점에서 디자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 인터페이스디자인연구 (Interface Design Research)

스마트폰 앱, 웹사이트, 전자책, 디지털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및 그래픽 이론과 그 개발을 위한 기술을 연구한다.

○ 정보디자인연구 (Information Design Research)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시각적 설계의 원리를 다룬다.

타이포그래피, 정보 아키텍처, 레이아웃, 색상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배운다.

○ 제품디자인연구 (Product Design Research)

제품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디자인을 통한 사물의 개념적 접근과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 영화장르의 이해 (Understanding the genre of motion picture)

하나의 영화장르를 선택해 그 장르의 영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해당 장르의 변형

및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들을 선택해 독특한 영화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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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방식과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영화 장르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한다. 선택 가

능한 영화장르로는 스릴러, 드라마, 코미디, 호러, Sci-Fi, 액션 등이 있다.

○ 감독분석 (Analysis of film directors)

영화의 발전과정에 있어 중요한 감독들을 선택해 그들의 주요 영화들을 상영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들만의 고유한 작업방식과 영화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가능하

면 한 학기에 감독(또는 영향력이 큰 영화인) 1인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그(녀)의

작품세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영상스타일의 이해 (Understanding the style of moving images)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의 룩(look), 즉 시각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고, 영상의 룩(look)이 결정되고 작품에 반영되어 가는 여러 방식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직접 수행하는 영상작업의 여러 파트(프로듀싱, 연출, 촬영,

미술, 편집, 특수효과, CG 등)의 역할과 그들의 작업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컴퓨터그래픽스연구 (Computer Graphics Studio)

컴퓨터그래픽의 미학적 접근을 통해 차별적인 창의력을 배양한다.

○ 디지털만화워크샵 (Digital Comics Workshop)

웹 툰 형식을 중심으로 디지털만화의 표현영역과 방식들을 습득한다.

○ 애니메이션워크샵 (Animation Workshop)

3D 애니메이션의 주요 프로그램을 습득하고 직접 작품제작에 응용한다.

○ 비디오그라피 (Videography)

포토그라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상을 비디오그라피로 정의할 수 있다. 영상을 영어로

할 때 모션픽처(Motion Picture), 필름(Film) 등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상촬영을 중점적으

로 얘기할 때는 포토그라피와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 비디오그라피, 씨네마토그라피(Cinem

atography)를 쓴다. 씨네마토그라피는 영화촬영으로 해석되어지기에 비디오그라피는

영상촬영이란 용어로 적합하다.

본 비디오그라피 수업은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제작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영상촬영의 메커니즘부터 테크닉까지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영상촬영을 이해하

도록 하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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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메이션 비주얼리제이션 (Information Visualization)

디지털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의 매력적인 시각화는 현대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다. 정보 디자인의 예시와 분석 및 데이터의 수집으로 기존의

정보를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이미지, 문자, 그리고 숫자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인포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와 함께 리서치 방법론을 습득한다.

○ 타이포그래피연구 (Typography Study)

문자의 배열과 체계 개념을 통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문자 그래픽의 역할과 효과를 연구한

다.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기초적인 규칙, 활용도 등을 학습하고,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예시 분석한다.

○ 인터랙션디자인연구 (Interaction Design Research)

인터랙션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

관점에서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을 학습하여 인간 중심 디자인의 기본

이론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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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학과 □

(Department of Fire Prevention and Disaster Management)

1. 교육목표

본 학과의 대학원은 소방방재학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전문기술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소방방재 및 안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책임감과 합리적인 윤리관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교육목적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교 소방방재학과 교육과정에

부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이론교육은 물론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교육효

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소방방재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은 미래 선진 한국사회의 소방방재∙안전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명철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무기공업화학,

소화약제학

제갈영순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
고분자화학,

소화약제학

김성찬 부교수 중앙대학교 공학박사 열/유체학

소수현 부교수 University of Tokyo 공학박사 기계공학

곽동순 부교수 경상대학교 공학박사 전기재료

이세명 부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박사
재난과학/

화재소방

김동준 부교수 요꼬하마국립대학 공학박사 물질과학공학

김화영 조교수 쿠마모토 대학교 공학박사 도시방재

이지수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도시방재

문종식 조교수 미주리주립대 이학박사 화학/나노재료

3. 교과목 해설

○ 전기화재특론 (Special Topics of Electrical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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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란 전기적 원인이 발화원으로 되는 화재를 말하며, 그 원인을 분류해 볼 때

옥내배선, 전기풍로, 변압기 등의 발화개소(발화 기인물)별로 나누는 방법과 누전, 단락,

접촉불량, 과부하, 혼촉 등의 발화현상(발화 형태)별로 나누는 방법, 또한 서투른 공사,

취급불량, 사용방치 등의 사용 상황별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화재현장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화재의 원인

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 성능위주소방설계특론 (Special Topics of Performance Based Design)

화재및 연소이론,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 등의 지식을 기반으로 사양위주의 설계에 대응되

는 성능위주의 설계방식에 대해 심도있게 학습한다. 성능목표와 성능기준을 설정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화재에 대한 화재 및 피난 해석결과를 검토하여

건축물의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술을 습득한다.

○ 연소학특론 (Special Topics of Combustion)

화재거동과 소화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과목으로 연소반응의 메커니즘과

고체, 액체, 기체 연소반응특성 및 유동형태에 따른 층류 및 난류화염구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연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연소과정중의 생성물과 화염의 열전달

특성, 소염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화재경보설비특론 (Special Topics of Fire Alarm Systems)

NFPA기준에 의한 미국의 화재경보설비를 이해하고, 국내의 화재경보설비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 방화 및 방폭공학특론 (Special Topics of Explosion Protection & Protection)

연소를 수반하는 폭발의 원리가 폭발 위험 및 방폭 기술과 함께 강의된다. 세부 주제로는

폭발성 가스 및 분진의 폭발 범위 검토; 압력용기의 폭연, 폭굉 압력 계산, 폭발구를

통한 압력방출 시의 폭발압력 계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폭기술의 소개; 옥외증기운폭

발 위험 등이 있다.

○ 위험성평가특론 (Special Topics of Risk Evaluation)

물질의 성질과 변화에 관한 소방화학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하여 위험물화학 및 약제화학

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칙의 상호 유기적인 개념을 한단계 높여 관련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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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목시키고자 한다. 또한 위험물 방지대책 및 소화약제의 신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소방화

학의 사례 및 토픽에 관하여도 조사하여 토의한다.

○ 위기관리론 (Crisis Management)

위기의 정의, 의미, 유형 및 위기관리의 개념, 유형, 특성, 과정, 전략, 위기관리의 체계

및 위기관리영역의 대상영역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전략적

판단과 경험적 지혜의 영역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위기관리체계의 개선과 혁신방안을

제시한다.

○ 화재역학특론 (Special Topics of Fire Dynamics)

화재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소특성과 화재거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소율과

발열량, 플럼이론(Buoyant plume), 열전달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화재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화재특성, 화염전파 및 제연이론 등을 다루고

화재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수치해석 모델을 소개하고 Zone model과 Field model의

특징 및 적용을 통해 화재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방화재료특론 (Special Topics of Fire Resistant Materials)

화재현상과 재료의 연소성, 연소현상, 고온에서의 재료의 성능, 내화피복, 재료의 연소성과

연소생성물, 방화재료의 시험방법 등을 방화재료의 기본개념으로 방화공학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기술과 함께 방화이론의 공학적 설계를 위한 실용적 도구인 성능위주의소방

시설의 완벽한 설계 및 설치에 도움이 되는 방화재료에 관한 최근의 발표된 문헌들을

자료로하여 연구, 토론한다.

○ 소방수리학특론 (Special Topics of Fire Hydraulics)

유체의 유동현상, 유체의 운동식, 운동량 전달 등 소방안전에 적용되는 수리학 및 유체역학

의 전문지식을 강의한다.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Inspe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점검방법을 심도있게 다룬다.

○ 수계소화설비특론 (Special Topics of Water Based Fire Suppression System)

수계소화설비의 화재진압 수류형태인 제트, 분무등에 관한 유체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물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설비, 포소화설비등의 가장 기본적인 수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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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소화메커니즘과 특징 및 주요 설계 인자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수계소화설비의

배관시스템과 가압장치 설계를 위한 관로망 해석과 펌프선정등의 이론적 내용을 포함한다.

○ 소방전기설계특론 (Special Topics of Fire Electrical Design)

소방전기시설은 경보설비, 피난유도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설비관련 전기설비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진다. 이들 시설은 화재를 예방 및 최소화하고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소방설비로서, 소방설비의 확실한 설계에 따른 철저한 시공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각 소방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을 검토하고,

설계를 위한 도면작성 요령 및 설계순서, 시공을 위한 설치방법 및 주의사항,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적산요령 등에 대해 학습하여 소방전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전문기술

을 배양한다.

○ 제연설비특론 (Special Topics of Smoke Management System)

소방방재청의 소방학표준 교과목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연기의 유동과 효과적인

제연방법, 제연설비의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과 법적기준, 점검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 소방안전관리특론 (Special Topics of Fire Safety Management)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이 복잡하여져서 생활 전번에 안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안전관리의 의의 및 기본방향, 안전관리의 대상

및 단계, 산업 재해의 원인 분석, 구체적 위험과 그 방지대책, 인간 행동의 안전대책,

작업의 안전대책, 안전 관리 활동, 새로운 시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학습하고 최근의

안전관리 사례들을 토픽으로 다룬다.

○ 소화약제특론 (Special Topics of Fire Suppression Agent)

화재 시 사용되는 소화약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각종 소화약제의 개요, 물리ㆍ화학적

성질, 소화효과, 적응화재, 독성, 저장방법,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최근 새로 개발되고 있는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 화재예방조직 및 관리 (Fire Preven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화재 재난․재해 등 각종 소방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발견하여 통제하고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화재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코자 연구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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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난시뮬레이션특론 (Special Topics of Computational Modeling of Fire and Evacuation)

화재피해를 예측하고 화재 발생으로부터 확대 및 소멸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규명 및

해석을 하며 화재현상으로부터의 결과를 얻는 과정을 심도있게 학습한다. 컴퓨터에

의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축소모형에 의한 화재시뮬레이션을 배우며 가상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해석으로부터 실제 화재를 예측하는 방법 다룬다.

○ 화재조사특론 (Special Topics of Fire Investigation)

화재발생 시 원인과 피해 조사방법에 관해 학습하며, 또한 화재 조사결과의 이용방법

및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의 이용 및 홍보 등에 대해 강의한다. 화재는 실험이 제한된

분야로 실제화재조사는 차후 화재의 예방및 화재안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조사, 연소이론, 화재원인별 조사및 감식등의 능력을 배양한다.

○ 건축물화재안전특론 (Special Topics of Building Fire Protection)

건물의 화재안전 분석과 관련하여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강의한다. 화재시험 방법,

화재 안전 및 건축 기술기준 및 표준 등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의 조직적인

평가를 통하여 검토한다.

○ 위험물질특론 (Special Topics of Hazardous Materials)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제1류~제6류 위험물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

그리고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과 그로부터 파생된 제품으로 특별한 관리나

규제를 필요로 하는 넓은 의미의 위험물을 대상으로하여 분류, 표시, 위험성, 성상판정

및 위험물 사고현황과 사고대응요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세부적으로 학습하며

최근의 발표된 문헌들을 자료로 하여 연구, 토론한다.

○ 소방유체역학특론(Advanced Fluid Mechanics for Fire Protection)

소방분야의 기초 전공과목이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화재현상과

소방 설비를 이해하고 유체의 물성과 유체유동을 해석하는 지배방정식에 대해 심도있게

학습한다. 연속방정식과 Bernoulli 방정식에 의해 배관내 유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

고 관내마찰 유동해석을 통해 소방시설에서 필요한 유체기계의 용량을 선정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 가스계소화설비특론 (Special Topics of Gas Based Fire Suppression System)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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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 소방심리학특론 (Advanced Psychology of Fire Service)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인간요인을 학습한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보이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한다. 또한 방화범의

심리 상태 분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화재예방,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소방세미나I (Seminar on Fire Safety I)

소방방재 분야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한 문헌조사, 주제선정, 연구윤리 등의 주제에 관해

토론하게 주어진 주제에 관한 세미나 실전경험을 쌓는다.

○ 소방세미나II (Seminar on Fire Safety II)

소방세미나I에 이어 소방세미나II 에서는 소방방재학 전분야에 걸쳐 보다 심오한 전공지식

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소방방재학 관련 지식의 깊이와 졸업후 다양한 분야에의

응용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토대로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지식을 습득하며

논문을 작성하여 완성시키는 기술을 연마한다.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제작에서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과 화면상으로 나타나는 내용의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최종 완성된 논문을 만들기 위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방법과 각 부분의 표현

기법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힌다.

○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Ph.D Degree)

계획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바탕으로 학위논문을 구성하고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지식을 습득하며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최종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방법과 각 부분의 표현 기법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며 연구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독창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료의 표현 및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 도시방재학 (Urban Disaster Mitigaion)

도시방재계획에 대한 기본적 학습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도시의 기원, 성장 및 발달과

재난환경, 국내외 도시계획 이론의 고찰, 도시재해의 특성 및 도시방재 이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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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다. 대규모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처하는 국내외 사례를 통한 도시방재의 미래에

대해서 토의한다.

○ 화재통계학 (Statisitcs on Fire Lssues)

통계학의 기초이론 학습을 통해서 실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와 추론통계를 다룸으로써 통계분석기법과 연구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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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과학과 □

(Department of Food Science)

1. 교육목표

식품과학과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인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신소재-나노융

합, 바이오 제약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바이오신소재 개발 및 감각과학에

대한 이론 지식과 고도의 연구능력을 배양하여 식품공학분야에서 차별화된 전문 분야를

가진 특화된 인재를 양성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미현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학박사 임상영양학

남지운 조교수 경북대학교 이학박사 식품영양학

민원기 조교수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농생명공학

서승욱 조교수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이학박사 Food Science

노광택 조교수 영남대학교
경영학박사
(수료)

마케팅

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Research for Master Degree)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토대로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지식을 습득하며

논문을 작성하여 완성시키는 기술을 연마한다.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제작에서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과 화면상으로 나타나는 내용의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 박사논문연구(Research for Ph. D Degree)

제출한 박사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최종 완성된 논문을 만들기 위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방법과 각 부분의 표현 기법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힌다.

○ 식품물성학(Food Rheology)

식품의 물리적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각종 식품의 색, 구조, 점성,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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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에멀젼 등 식품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 알아본다.

○ 식품안전성및HACCP(Food Safety & HACCP)

식품안전에 관한 이론을 이해시키며 사람과 미생물, 미생물의 조절, 첨가물, 식중독,

전염병과 식품 위생, 식품과 공해, 공장에서의 위생, 식품제조와 위생 등 위생 전반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 단백질화학(Protein Chemistry)

단백질에 관한 생화학 연구, 유전공학연구, 생물리학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여 우수한

성질의 단백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논한다.

○ 식품영양세미나(Food and Nutrition Seminar)

최신 식품영양연구의 트랜드를 습득한다. 새로운 연구 분야 및 연구 방법을 익히

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식품생물공학특론(Advanced Food Biotechnology)

미생물 및 동식품 세포를 이용한 기능 개량 연구 기술을 익히고 이를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습득한다.

○ 식품화학특론(Advanced Food Chemistry)

식품의 일반성분 및 특수성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함유하고 있는 특정 식품

및 그 가공품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식품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관련 학문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영양조사및평가법(Research Design and Methods)

식품 및 영양과학 분야의 연구 설계와 자료 및 실험결과의 분석에 관련된 통계학적인

방법론과 컴퓨터의 이용방법을 공부한다.

○ 탄수화물지방영양과대사(Carbohydrate, Lipid Nutrition and Metabolism)

탄수화물과 지방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익히고 한국인의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 현

황 및 관련된 영양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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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영양과대사(Protein Nutrition and Metabolism)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체내 기능, 소화 흡수 및 대사와 다른 영양소와의 상호작용

을 다룬다. 또한 단백질과 관련된 최근의 건강·영양 문제를 다룬다.

○ 미량영양소(Vitamin and Mineral Nutrition)

비타민과 무기질의 대사, 생체 내 기능, 항상성 유지 기전 및 다른 영양소 대사와

관련된 조절 기전을 공부한다. 특히 최근 미량영양소 관련된 영양문제를 다룬다.

○ 영양과노화(Nutrition and Aging)

노화에 의한 신체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능의 변화를 다루고 노화의 기전을

설명한다. 영양이 노화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한 기능을

연구한다.

○ 식품관능검사(Food Sensory Evaluation)

인간의 감각체계가 식품을 감지하는 기전과 식품의 관능적 특성들에 대한 인간 감지능력

을 연구하는 기법들을 배운다. 또한 최근 개발된 관능검사의 기법 및 새로운 적용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 기능성식품특론(Topics in Functional Foods)

식품 중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성분들을 확인하고, 이들 성분들이 섭취된 후 생체 방어계,

호르몬계, 신경계, 순환계, 소화계 등에 작용하면서 건강의 유지, 질병 예방 및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탄수화물및지질화학(Carbohydrate and Lipid Chemistry)

탄수화물과 지질의 구조, 생리적 기능, 생체 내 분해와 생합성 및 다른 생체분자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 보건영양정책(Public Health Nutrition Policy)

지역사회기관에서 영양관련 사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즉 지역사

회진단, 영양프로그램 계획, 수행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국가 보건영양정책을

다룬다.

○ 맞춤영양학(Personalized Nutrition)

본 교과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 (polymorphism)에 따라 영양소



872 경일대학교 요람

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대사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맞춤영양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양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또한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유전적 차이에 따라 특별히 권장되는 식품을 섭취하도록 컨설팅 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임상영양치료(Clinical Nutrition Therapy)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 치료식의 최신 동향과 이슈를 다룬다. 당뇨병, 고혈압, 동

맥경화증, 관상심장질환, 암 등 만성질환의 병리와 치료 및 예방에 있어서 영양의

역할을 배운다.

○ 식품가공학및저장(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식품의 저장성과 영양가를 높이고 기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여지는 이론과 원리,

방법 등을 공부한다.

○ 고급식품학(Advanced Food Science)

다당류, 지질, 단백질, 색소, 방향 성분, 2차 대사산물 등의 화학 구조, 성질, 반응 및

식품의 물성, 조리 가공 중의 변화 등 식품학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공부한다.

○ 영양과학특론(Advanxed Nutritional Science)

영양소 대사와 관계된 생리적· 생화학적 대사 경로를 배운다. 영양소 대사가 영양소

변화에 따라 조절되는 기전에 대해 다룬다.

○ 식품생물공학특론(Advanced Food Biotechnology)

미생물 및 동식품 세포를 이용한 기능 개량 연구 기술을 익히고 이를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습득한다.

○ 식품생화학(Biochemistry)

생화학의 관점에서 인체 대사에 관련된 영양소들의 역할과 대사과정을 이해한다.

인체 항상성 유지를 위한 체내 각 기관의 작용 및 기전, 그리고 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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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마케팅(Food Marketing)

식품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접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객제품분석, 제

품브랜드화, 소비자 조사 등의 다양한 관련 문제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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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학과 □

(Depart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1. 교육목표

에너지 인력의 저변을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제도를 확대하며, 산업체와

연결된 대학생 견습 제도 등을 운영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그린 에너지 인력을

양성

- 에너지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그린에너지 고급인력 양성

- 산업 변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에너지 고급인력 양성

- 에너지 환경 정책을 추진할 고급인력 양성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강광선 부교수
University North C

arolina at Charlotte
공학박사 재료공학

박진남 조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공업화학

윤동희 조교수 고려대학교(석박사통합) 공학박사 전기전자공학

최종호 조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전기화학/연료전지

3. 교과목 해설

○ 물리화학특론(Advanced Physical Chemistry)

대학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물리화학 I과 II를 수강한 것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현대 과학의 핵심이 된 양자역학과 spectroscopy를 강조하여 연구할 것이고, 특히 양자이

론이 나노의 세계에서는 증명이 된다는 것을 이론 및 관련 논문을 이용하여 배워가도록

한다. 강의할 기초 내용은 원자. 분자의 구조를 미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양자역학의

기초를 강의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키고자한다. 고전역학에서 해결되지 않은 물리학,

새 학문으로서의 양자역학의 탄생과정 및 주요 발전사항, 슈레딩거 방정식과 그 기본

모델 및 응용, 수소 및 다전자 원자의 구조계산, 이원자 및 다원자 분자의 구조에의

응용. 그리고 현대 화학 전반에 걸쳐 양자역학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최신경향

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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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화학특론(Advanced Electrochemistry)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

생에너지는 전기화학 반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화학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도 부식, 전기도금, 센서등 여러 분야에 전기화학의 개념이 응용된다. 본 강좌에서는

전기화학의 기본 이론 및 실험적 기술들, 전기화학을 이용한 장치들의 응용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 무기재료특론(Inorganic Materials Chemistry)

무기재료는 일상생활, 건축, 전기전자, 반도체,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재료의 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의 합성 및 분석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며, 동시에 다양한 무기재료의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 및 응용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 유기화학특론(Advanced Organic Materials for Energy)

유기화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화학의 합성분야에 대한 논문 조사와 합성한 유기화

합물에 대한 분석 등을 다루어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도록 한다.

또한 유기화합물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분광학적 분석법(핵자기 공명 분광법, 적외선 분광법,

자외선분광법, 질량분석법 등)을 이론과 연습을 통해 미지 화합물의 구조를 유추할 수

있도록 다룬다.

○ 연료전지특론(Advanced Fuel Cells)

전기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고,

연료전지의 장단점, 종류, 응용분야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또한 연료전지 성능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수소에너지(Hydrogen Energy)

향후 청정 수소에너지 사회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에 관한 기술의 정립이 요구된다. 다양한 수소 생산공정, 수소의 장거리 운송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다양한 수소저장 기술의 장단점 등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 풍력에너지(Wind Energy)

신재생에너지중의 하나이 풍력에너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발전기와 인버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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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풍력터빈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풍력발전용 블레이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에 적용되는 하중 및 안전계수를

바탕으로 구조 설계 및 해석. 또한 실제 블레이드 인증을 위한 구조시험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풍력발전기에서 사용되는 동기형 영구자석 발전기의 모델링, 계통연계를 위한

인버터 설계, 계통연계 표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태양전지특론(Advanced Solar Cell)

태양전지 특론에서는 태양전지의 기본 원리와 태양전지의 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진화되어 가는 태양전지 재료 및 개발 현황을 다루고 또한 이러한 태양전지를 이루고

있는 재료에 대한 연구와 제 4세대의 태양전지로 개발되고 있는 나노 구조와 재료를

응용한 태양전지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태양전지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 석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교과목으로 실험 및 연구법에 관한 연구능력을 함양시

키기 위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 물질이동해석론(Mass transfer Analysis)

유체흐름의 이동현상, 에너지의 이동현상, 물질의 이동현상을 다루게 되며 특히 점성을

가지는 액상유체, 열전도, 열대류, 열복사에 의한 열전달 및 확산에 의한 물질전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화학공정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물리적 원리를 이해한다.

○ 비정상상태열이동론(Unsteady State Heat transfer)

비정상상태의 열전달의 원리를 이해하고, porous media에서의 열전달현상, phase transfo

rmation을 동반한 열전달현상, Integral method를 이용한 approximation 등을 폭넓게

열전달현상을 해석하고 분석 연구한다.

○ 공정해석및평가(Process Analysis and Evaluation)

화학공정은 수많은 운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변수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해석과 평가에 어려움이 많아서 화학공정의 성공적인 운영과

제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에 의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최신 다변량데이터 분석기법, 인공신경망 이론 등을 이용한 공정의 감시,

평가, 분석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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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기해석및설계(Chemical Reactor Analysis and Design)

이론적 반응 속도론을 이해하여 다양한 반응계(기상반응, 액상반응, 촉매반응, 연소반응,

중합반응)에서 실험적으로 반응속도식을 바탕으로 반응기의 해석 및 설계에 관한 기본원

리를 다루고, 반응기에 대한 모사해석(modeling analysis)을 통하여 공정에 대한 설계방법

을 모색한다.

○ 환경에너지공학(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인간의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의 이용 및 개발기술에 관한 학문 분야로서,

화석에너지와 같은 1차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방지기술, 수소에너지 등과 같은

2차 에너지 및 자연 에너지 그대로를 이용하는 환경에너지의 사용에 관하여 환경 기술적으

로 접근하여 연구한다.

○ 열역학특론(Advanced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에너지의 개념 및 응용, 엔트로피 및 가역성, 평형 및 안정성, 다성분계의 열역학적

특성, 상평형 및 화학반응 평형, 비 이상용액을 다룬다.

○ 폐기물및바이오에너지(Waste and Bio Energy)

폐기물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유기폐기물의 재처리에 의한 폐기물에너지 생산 공정들에 대해 학습하

고자 하며, 동시에 재생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공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 나노촉매소재특론(Nano Catalytic Materials for Fuel Cells)

작은 크기의 분자, 기체, 이온 등이 투과할 수 있는 미세다공성을 가지는 소재는 최근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공성 나노 유·무기소재의 제조

및 합성원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연료전지용 나노소재의 구조적, 물리화학적

특성 및 촉매활성 평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전력변환특론(Advanced Power Electronics)

전기 에너지 변환 시스템과 구성요소인 전력용 소자, 정류기, 인버터, AC-AC 컨버터,

DC-DC 컨버터에 대한 이론과 응용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전력전자 컨버터로 구동되는

전기에너지 시스템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용 인버터,

풍력 발전용 컨버터 시스템 등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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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정책(Policy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3%에 불과하여 필요한 에너지의 97%를 수입하여 사용한다.

한 해 동안 에너지 수입에 드는 비용이 무려 60조원이나 되며,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 석유 수입량은 세계 5위, 석유 소비량은 세계 7위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대국으로써, 에너지 수급은 항상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에너지 수급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에너지기술정책방향에 대해 다루고,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기술 정책을 비교연구하며 특히 미래 그린에너지의 근간인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 유기광전자재료(Organic Materials for Photonics and Electronics)

유기광전자재료는 유기물 및 고분자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과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광전자부품을 다루고, 실질적으로 광소자를 제작함에 있어서 유기 광전자

재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무기 hybrid 광전자재료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는 자동차용 및 가정용 발전시스템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

지 형태이다. 이러한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전극촉매, 전해질막, 가스확산층, 분리판과

같은 핵심소재에 대해 이해하고, 스택, M-BOP, E-BOP 및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자 한다.

○ 박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Ph.D. Degree)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교과목으로 실험 및 연구법에 관한 연구능력을 함양시

키기 위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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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과 □

(Department of Psychology)

1. 교육목표

복잡해져가는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매우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심리적 상처와 심리적 고통을 안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국가라는 불명예 속에서 이제 사회는 유능한

심리학 전공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정신보건센터, 각종 상담소

등의 기관에서 상담심리/임상심리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심리학과에서는 관련 자격증 취득과 실무 중심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대학원 과정은 상담의 기본이 되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 심리의 구성에 대한

이해 교과목, 상담과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상담심리 및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임상의 적용에 초점을 둔 교과목, 상담의 세부

대상에 맞춰진 교과목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학과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갖춘 상담 및 임상심리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뿐 아니라, 세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은영 조교수 Biola University 철학박사 임상심리

고은영 조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특수교육

이은아 조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교육상담

박주령 조교수 경희대학교 교육학박사 교육학

3. 교과목 해설

○ 고급 성격심리학 (Advanced Personality Psychology)

심리치료 및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성격 이론들을 배움으로써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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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사회심리학 (Advanced Social Psychology)

다양한 사회 현상 중 개인 및 집단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기제를 학습하고자 한다.

○ 고급 측정이론 (Advanced Measurement Theory)

다양한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 및 측정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정신병리학 (Psychopathology)

각종 정신장애 및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DSM-5를 공부하면서, 심리적 장애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 발달정신병리학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배우며, 이러한 정신병리의

특징과 발달과정, 적절한 개입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 고급이상심리학 (Advanced Abnormal Psychology)

인간이 보이는 이상행동과 정신병리 등의 개념과 특징을 배우고, 전인격 관점에서

이상심리의 위치를 논의한다.

○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Theories of Advanced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이론들을 살펴보고, 각 이론에서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며, 이를 상담 실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 상담철학과 윤리 (Ethics in Counseling)

다양한 심리치료 및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 및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윤리 사항에 대해 배운다.

○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인지치료, 행동치료, 인지 정서행동치료 등의 이론을 익히며, 이를 상담 실제 장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 고급진로상담 (Advanced Career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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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의 이론과 방법 등을 배우며, 이를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다.

○ 집단상담 (Group Counseling)

집단상담의 이론, 집단과정의 실제 등을 익히며,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 상담기법 (Counseling Techniques)

상담이론별 상담의 기술을 배우며, 상담의 다양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 위기상담 (Crisis Techniques)

위기에 처한 내담자가 현재의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 발달문제의 진단 (Diagnosis of Developmental Problems)

아동 및 청소년 발달상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발달 문제들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예방 및 치료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고급심리평가 (Advanced Psychological Assessment)

Full Battery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검사

수퍼비전을 통해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심리평가 (Child Psychological Assessment)

성인 심리평가와 차별되는 아동 및 청소년 심리평가 Full Battery에 대해서 배우고 심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심리연구방법론 (Research Design in Psychology)

심리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초적인 연구법 등을 익히고, 이를 적용해서 다양한

연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개인이 행복하고 성장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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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고자 한다.

○ 고급발달심리학 (Advanc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발달적인 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상담

및 임상의 장면에 적용할 수 있다.

○ 신경심리평가 (Neurological Psychological Assessment)

뇌와 행동 간의 관계를 기능별로 고찰하고, 그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학습하여 인간의

뇌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경심리 상태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검사

및 환자의 행동장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지 기능의 손상 여부를 판정하고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가에 대해 다룬다.

○ 아동 심리치료 이론 및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hild Psychotherapy)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이를 위해 기반이 되는 최신 아동 발달이론, 다양한 아동 심리치료 접근 및

사례들을 다루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급임상심리학 (Advanced Clinical Psychology)

심리평가, 연구,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임상심리 분야의 역사, 이론 및 최근의 연구 동향

및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현장에서의 적용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급학습심리학 (Advanced Learning Psychology)

고전적 조건형성, 조작적 조건형성, 사회적 모델링과 같은 학습의 주요 원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실생활뿐만 아니라 임상 및 상담의 장면에서도 학습의 주요 원리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석박사 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and Doctor's Degree)

석박사과정논문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론적배경, 연구방법등을 작성하며, 논문을 작성할수

있도록한다.

○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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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 전문적 의미에서 심리상담의 특징과 치료적

상담의 원리를 학습한다. 심리상담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일반적인 상담 진행 과정의 이해를 추구한다.

본 교과를 통해 추후 심리상담과 관련된 전문적 기법이나 다양한 이론을 깊이 공부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토대를 쌓을 수 있다.

○ 상담및평가수퍼비전(Counseling Case Study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Supervision)

상담 사례 발표와 심리평가 수퍼비전은 상담 및 임상 심리 분야 대학원생이 필수적으로

수련해야 하는 과정이다. 실습을 통하여 상담 및 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사례발표는 지도감

독자에게 피드백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대학원생에게 일대 다 형식으로

진행되는 상담 및 심리평가 수퍼비전 경험을 제공하며 아울러 사례발표를 통해 본인의

실습 역량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가정불화와 이혼으로 인해 가족 해체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가족체계에 대한 이해와 가족 상담, 부부 상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 범죄피해자 상담 (Crime Victim Counseling)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상담자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중독상담 (Counseling for Addiction)

우리 사회에서 도박, 약물, 인터넷 등의 중독 현상이 다양하고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상담 기법을 학습하여 중독 현상에 대해 이해한다.

○ 학교상담 (School Counselling Theory and Practice)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현장이자 생활 현장이지만 학교폭력, 입시, 비행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청소년상담 (Adolescents Counseling)

아동 및 청소년기의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고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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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 임상/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Clinical/Counseling Case Study)

임상/상담심리학은 다양한 임상/상담이론이나 관련 전문지식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통합

되고 훈련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례연구와 상담기법을

연구한다.

○ 장애아동미술재활 (Art Therap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장애 영역별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특성별 진단과 교육 및 치료적 접근법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치료 기법과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구성할 nt 있으며, 실제 실습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장애아동의 이해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본 강의는 장애 아동의 심리적 특성, 장애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관련 법, 장애 아동의 정의 및 특성, 진단 방법, 중 제시 방법, 교수방법 및 전략, 지원

환경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미술치료학개론 (Introduction to Art Therapy Counseling)

미술치료에 대한 정의, 미술치료의 요소, 미술치료의 역사, 미술치료의 단계와 사례 등

미술치료의 기반이 되는 미술치료 전반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다룬다.

○ 다문화상담 (Multicultural Counseling)

다문화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과 지식들을 습득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의 내담자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 실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

사회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들

각각을분석하여사회적예방대책및해결대책을연구함과아울러구체적사회문제분석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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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학과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1. 교육목표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화로 인한 산업재해, 교통사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빈도는 증

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증가로 현장 응급처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으며 응급구조인력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대학원 응급구조학과는 응급구조학의 전문지식의 탐구 및 이론과 실무 관련 연

구를 수행하고, 응급의료체계의 다양한 현장에서 교육자, 연구자, 지도자 역할을 수행

하며 창의적인 능력으로 응급의료체계내의 응급구조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에 부응하는 고급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심화 교육함으로써 21세기 선진

한국에 부응하는 응급구조학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

성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아정 조교수 아주대학교 이학박사 응급의학

김영화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학박사 해부학

이상구 조교수 서울대학교 이학박사 분자생물학

한승우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산업간호

황정현 조교수 강원대학교 응급구조석사 응급구조학

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토대로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지식을 습득하며 논문을 작성하여 완성시키는 기술을 연마한

다. 최종 완성된 논문을 만들기 위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방법과 각 부분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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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법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힌다.

○ 응급의학세미나 (Emergency Care Seminar)

긴급한 처치를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처치를 할 수 있는데 응급의학의 기본적

인 지식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의료연구방법론 (Emergency Care Research Methodology)

과학적 연구에 동원되는 핵심적 분석규준(analytic cannons)과 논리, 관측방법과 자료분

석기법을 학습하고, 연구분석안(research design)의 설계능력을 얻기 위한 계량통계분석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응급의학 관련 기초적 연구방법 능력을 함양 한다.

○ 보건통계학 (Statistics)

보건 분야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배양하고,

스스로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자료의 입력, 정리, 분석 능력과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응급약리학 특론 (Topics in Emergency Pharmacology)

각종 약물에 대한 기본 화합물의 이해와 생체내의 역학 및 역동학을 이해하고, 각종

질병에 사용되는 약물의 용법, 용량 및 금기사항 을 배운다. 특히 응급상황 에서 사용되는

혈압약, 심장약, 심폐소생술 관련 약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 재해 및 사고분석론 (Disaster and Analysis of Accident)

인명손상과 재산손실을 야기 시키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장치산업,

가스시설 등의 잠재위험을 확인․평가하여 사전예방을 중점적으로 실행시키는 재해 및

재난의 원인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배워 산재와 재해발생의 감소를 위한 실무능

력을 배양한다.

○ 응급의학 임상실습 (Clinical Emergency Care Practice)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학 전문의에 교육지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실제 의료기

관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구조 및 전문응급의학 실기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대상자들

의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노인응급의학 (Geriatric Emergency Care)

노인의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습득하며 노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 질환에

대한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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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응급의학 (Psychiatric Emergency Care)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참을 수 없는

행동을 야기하는 정신과적 환경적 상황적 또는 기질적 변화에 다른 특수한 응급상황이나

정서적 혼돈 혹은 혼란에서 환자의 갑작스런 충격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배양한다.

○ 한방응급 (Oriental Medical Emergency care)

한의학의 기본개념 및 한의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 응급 의학 중재방법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학습한다.

○ 응급의료행정 (Emergency Medical System)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유지와 관련된 행정 및 경영관리를 통한 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유능한 응급의료 행정가 및 관리자로서의 폭 넓은 이론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 현장응급처치세미나 (Seminar in Emergency Care)

과학적인 연구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모색하여 병원전 응급처치현장과

응급구조학의 실무영역에서 연구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연구 접근방법을 이해한다.

연구수집방법과 자료 분석 및 측정법을 이해함으로서 응급구조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응급의학특론 (Topics in Emergency Care)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인력으로서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인식하고, 응급구조의 필요성과 개요를 파악하여 응급의료체계를 이해한다.

○ 환경응급특론 (Topics in Environment Emergencies)

환경 응급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기, 수질

및 공해 관련 응급을 포함하여, 저체온증, 열 및 한냉 손상, 교상 및 자상, 다이빙 손상,

고산병, 화학 손상, 방사선 손상, 그리고 각종 중독사고 등을 토의 및 연구한다.

○ 전문심장소생술 세미나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Seminar)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접하는 ACLS 상황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이론을 실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CLS 영역의 복잡한 사례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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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적절한 응급처치방법 등을 모색한다.

○ EMS전문직론 (Topics in Professional EMS)

응급의료체계 내의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전문성과 전문영역에 대해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문직으로써의 응급구조사의 국내외 Trend와 issue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토론

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내에서의 전문직으로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 역학 (Epidemiology)

보건분야에서 응용되는 역학의 개념과 영역을 이해하는데 교과목의 목적이 있다. 질병발

생과 질병발생 원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집단발생

했던 질병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질병발생

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다룬다.

○ 재해 및 사고분석론 (Disaster and Analysis of Accident)

인명손상과 재산손실을 야기 시키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장치산업,

가스시설 등의 잠재위험을 확인․평가하여 사전예방을 중점적으로 실행시키는 재해 및

재난의 원인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배워 산재와 재해발생의 감소를 위한 실무능

력을 배양한다.

○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Ph.D. Degree)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토대로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지식을 습득하며 논문을 작성하여 완성시키는 기술을 연마한

다. 최종 완성된 논문을 만들기 위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방법과 각 부분의 표

현 기법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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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학과 □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1. 교육목표

○ 전력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전력설비의 자동화 및 전산화 교육

○ 초전도체, 플라즈마 및 각종 전기재료 특성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교육

○ 전기기기의 고효율화 및 소형화, 구동을 위한 전력전자 기술 교육

○ 시스템 설계와 최신 제어시스템 설계 기술 교육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홍필 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제어공학

강상균 부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전력계통운용및제어

박광서 부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에너지 및 환경전자
박현수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 전력전자

최은혁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스마트팩토리

절연진단/고전압

함상환 부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전기기기

3. 전공명 : 전기공학(Electrical Engineering)

4. 전공과목명 및 교과목 해설

○ 전자장특론(Theory of Electromagnetic Field)

Vector해석에서 원주좌표나 구좌표계 사용, 연산법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 정전․자계

개념의 전개에 있어서 시변장에의 확장, 전자에너지장 해석, Maxwell의 파동방정식의

이론, Maxwell의 전자파가 자유공간 및 도체 중에서의 전파메카니즘 등을 해석한다.

○ 회로망합성이론(Theory of Circuit Synthesis)

기본적인 전기회로 해석 기법과 정리, 회로망 기하학, 과도현상, 페이저와 라플라스변환을

이용한 주파수영역에서의 해석기법과 설계기법 등을 다룬다.

○ 에너지변환기기특론(Theory of Energy Conversion Devices)

전기기기 및 장치 등과 같은 에너지 변환기기의 특성해석에 에너지변환이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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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에서의 동특성 과정을 취급, 시스템의 한 요소로 동작할 때의 특성방정식과

그에 대한 전달함수 응답특성 등을 해석한다.

○ 전기물성특론(Electrical Properties of Materials)

초강력강, 초내력강, 고융점강, 원자로재, 초전도재료, 형상기억합금, 희유금속, Amorpho

us금속, Fine ceramics 자성재료에 관해서 최신의 개발동향, 고성능화, 성 분내용, 제조법

에 관해서 문헌중심으로 연구한다.

○ 전기기기해석특론(Analysis of Electric Machines)

변위검출기, 속도발전기, 회전증폭기, 서어보모터, 스텝모터, 자기증폭기, 전자석, 전력용

콘덴서, 리액터, 저항기 등에 관해서 그 특성, 응용 등을 해석 연구한다.

○ 고전압공학특론(Advanced High Voltage Engineering)

직류, 교류 및 충격전압 등의 고전압 발생장치, 고전압 측정방법 및 고전압 시험법 등을

다루고 고전계현상 및 전계제어법을 연구한다. 또한 플라즈마, 가스, 고체 및 액체의

절연파괴 현상과 그 기구를 다루고 비파괴 절연시험 기술에 대하여 소개한 다.

○ 전력계통공학특론(Advanced Power System Engineering)

스마트그리드, 분산전원, 전력회로망의 해석, 전력조류계산, 주파수-유효전력 제어,

전력계통의 경제운용, 전압-무효전력제어 및 전력계통의 안정도 등을 다룬다.

○ 선형시스템해석(Linear System Analysis)

선형시스템의 과도응답과 정상상태응답을 해석하고, 안정도를 판별하는 기법들이 다루어

진다. 선형시스템 해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해서도 다룬다. 시스템의 설계,

입출력 신호 예측, 내부 변수에 의한 출력 변화 모델링, 적응 제어기법등을 통한 선형

시스템 해석에 대해 학습한다.

○ 디지털제어특론(Advanced Digital Control)

제어대상과 제어기가 이산시스템인 디지털시스템에서의 신호처리와 설계의 특성에 대해

다룬다. 디지털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첨단 기법과 소프트웨어를 다룬다. 특히

플립플롭을 조합한 조합회로부터 복잡성을 낮출 수 있는 Verilog 등의 언어를 이용한

최적화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891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 전산기응용특론(Advanced Topics in Computer Application)

프로그래밍 언어해석 및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시스템 구성 방법에 대해 다룬다.

○ 전력전자특론(Advanced Theory of Power Electronics)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Inverter, converter 회로해석 및 Inverter 시스템을 위한

제어 방법 중에서 다양한 PWM 제어 설계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 시스템설계(System Design)

전달함수를 근거로한 고전제어기법과 상태공간 개념에 기초한 현대제어기법을 이용한

제어시스템 설계기법을 다룬다. 첨단 제어기법들과 이들을 모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다루어진다..

○ 방전현상론(Discharge Phenomena)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이용되고 있는 매질에 따른 방전현상에서 절연파괴 진전단계를

이론적 다룬다. 특히 절연파괴 진전에 따른 Townsend 방전이론, Streamer 방전, 연면방전

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절연파괴 메커니즘을 다룬다.

○ 초전도이론(Theory of Super Conductivity)

초전도 현상을 이해을 위하여 양자효과, 산화물 초전도체, 조셉슨소자, 초전도선재에

대하여 알아보고, 초전도체의 응용 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전자공학, 의료 및 방위산업

등에 적용되는 초전도기술을 다룬다.

○ 최적제어이론(Theory of Optimal Control)

주어진 평가함수를 최소로 하는 최적제어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제어기법들이 다루어진다. 최적제어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도 다룬다.

○ 전자물성응용(Applied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전기물성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기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반도체, 반도체 소자

유전체와 절연체, 자기특성, 재료의 광학적 특성을 다루어 전자전기 재료가 응용이 되는

다양한 전기산업분야의 기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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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회로응용(Applied Electronic Circuits)

전기회로와 전자 회로 및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를 조합한 최신 가전/기계/전자 제품에

대한 컨셉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최신 설계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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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콘텐츠·미디어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

(Industrial Design Design Major)

1. 교육목표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를 배경으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디자인분야에서 심미적 표현,

전략적 분석, 4차 산업혁명 관련 테크놀로지를 접목해 창의적이며 설득력 있는 디자인을

전달할 수 있는 연구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디자인 조사연구방법론, 디자인

이론, 디자인 프로젝트·스튜디오 기반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유도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강명지 조교수 KAIST 공학석사 산업디자인

김대성 부교수 리용2대학 석사
커뮤니케이션디자

인

나정조 조교수 숭실대학교 공학박사 Media Arts

안지선 부교수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석사 Digital Media

이점찬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학박사 조형학

정혜경 조교수 경희대학교 미술학박사 디지털콘텐츠

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 (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연구논문 및 작품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론

강의를 통해 연구의 목표 설정과 단계별 연구 또는 작품제작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 박사논문연구 ( Research for the Ph.D. Degree )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연구논문 및 작품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론

강의를 통해 연구의 목표 설정과 단계별 연구 또는 작품제작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 조형예술 ( Theory of Plastic Arts )

조형이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미학적 토대를시유하게 한다. 이의 방법으로 바우하우

스의 이념에 영향을 주었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들의 주된

과제와 각 과제의 포착방법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조형예술과 미의식을 고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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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예술경영 ( Management of Design and Art )

디자인과 예술분야의 경영 마케팅에 관한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실제 디자인예술 경영에

성공사례들을 조사연구하고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디자인 예술분야

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 색채연구 ( Study of Color )

디자인의 색채계획 방법을 모색하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그 능력을 모색한다.

○ 작품분석세미나 ( Seminar in Critical Analysis of Works )

본인 작품제작에 따른 구상, 기법, 과정을 분석 검토하고 제작에 따른 효과를 연구 검토

작품발표, 토론과 함께 비판을 한다.

○ 컨셉추얼디자인 ( Conceptual Design )

디자인에 있어서의 컨셉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 컨셉의

중요성과 가치를 습득한다.

○ 한국사회의 역동성(Dynamism in Korean Society)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과 전반적인 사회 기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장을 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과목이다.

○ 고급디자인스튜디오 ( Advanced Design Studio )

서비스 디자인에서부터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한다. 사용자 조사를 포함한 디자인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인 사용자경험디자인 과정을 경험한다.

○ 개별연구 (Independent Study)

높은 수준의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한 연구로, 문헌 조사, 데이터분석, 보고서, 프로젝트,

포토폴리오 등이 포함된다.

○ 디자인과 데이터분석 (Design and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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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대한 정략적 통계치 연구로 미래 예측이나 결과치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 디자인과 인간심리 (Design and Human Psychology)

인간이 서비스나 제품 사용 및 정보 습득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와 같이 사용자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해에 대해 학습한다.

○ 디자인과 조형이론 (Design and Formative Theory)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탐구한다. 또한 통일성, 강조, 규모 등의 디자인의 다양한

조형 개념에 대해 탐구한다.

○ 디자인리서치 ( Design Research )

디자인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습득한다. 또한 디자인

개발을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하는 활동을 학습한다.

○ 디자인브랜딩과 매니지먼트 (Design Branding and Management)

상품의 기본 스토리 구성부터 브랜드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습득하고 이미지화 하는

과정이다.

○ 디자인스튜디오 (Design Studio)

디자인 컨셉의 도출과 최종 결과물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습한다. 그 과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와, 다양한 아이디어의 표현방법 등을 익히는 과정을 배운다.

○ 디자인 이슈와 한국문화 (Design Issues and Korean culture)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 및 기여 방안에서부터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의 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와 사건, 인물, 제품, 전시,

기술, 이론 등을 이슈에 대해 이해한다.

○ 디자인히스토리 (Design History)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리서치하고, 2D, 3D 매체에서, 디지털 디자인에서

의 다양한 디자인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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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경험디자인연구 (User Experience Design Project Research)

인간 행태 리서치를 기반으로 사물과 인터랙션 사이의 관계성을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사용자 관점의 맥락을 이해하고, 제품 사용의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경험(U

X) 개선을 위한 인사이트를 발굴, 도출하고, 포괄적 디자인 접근을 제안한다.

○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Service Design Project)

복합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안을

찾는 공동가치창출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경험한다. 공공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주목

받고 있는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질적 응용을 목표로 한다.

○ 인간중심디자인 (Human-Centered Design)

정보, 서비스, 제품 등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요소들을 이해,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기능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인클루시브디자인 등의 관점에서 디자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 인터페이스디자인연구 (Interface Design Research)

스마트폰 앱, 웹사이트, 전자책, 디지털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및 그래픽 이론과 그 개발을 위한 기술을 연구한다.

○ 정보디자인연구 (Information Design Research)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시각적 설계의 원리를 다룬다.

타이포그래피, 정보 아키텍처, 레이아웃, 색상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배운다.

○ 제품디자인연구 (Product Design Research)

제품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디자인을 통한 사물의 개념적 접근과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 영화장르의 이해 (Understanding the genre of motion picture)

하나의 영화장르를 선택해 그 장르의 영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해당 장르의 변형

및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들을 선택해 독특한 영화적 표

현방식과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영화 장르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한다.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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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영화장르로는 스릴러, 드라마, 코미디, 호러, Sci-Fi, 액션 등이 있다.

○ 감독분석 (Analysis of film directors)

영화의 발전과정에 있어 중요한 감독들을 선택해 그들의 주요 영화들을 상영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들만의 고유한 작업방식과 영화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가능하

면 한 학기에 감독(또는 영향력이 큰 영화인) 1인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그(녀)의

작품세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영상스타일의 이해 (Understanding the style of moving images)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의 룩(look), 즉 시각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고, 영상의 룩(look)이 결정되고 작품에 반영되어 가는 여러 방식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직접 수행하는 영상작업의 여러 파트(프로듀싱, 연출, 촬영,

미술, 편집, 특수효과, CG 등)의 역할과 그들의 작업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컴퓨터그래픽스연구 (Computer Graphics Studio)

컴퓨터그래픽의 미학적 접근을 통해 차별적인 창의력을 배양한다.

○ 디지털만화워크샵 (Digital Comics Workshop)

웹 툰 형식을 중심으로 디지털만화의 표현영역과 방식들을 습득한다.

○ 애니메이션워크샵 (Animation Workshop)

3D 애니메이션의 주요 프로그램을 습득하고 직접 작품제작에 응용한다.

○ 비디오그라피 (Videography)

포토그라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상을 비디오그라피로 정의할 수 있다. 영상을 영어로

할 때 모션픽처(Motion Picture), 필름(Film) 등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상촬영을 중점적으

로 얘기할 때는 포토그라피와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 비디오그라피, 씨네마토그라피(Cinem

atography)를 쓴다. 씨네마토그라피는 영화촬영으로 해석되어지기에 비디오그라피는

영상촬영이란 용어로 적합하다.

본 비디오그라피 수업은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제작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영상촬영의 메커니즘부터 테크닉까지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영상촬영을 이해하

도록 하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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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연구 ( Design Trend and Lifestyle Research )

변화하는 사회, 문화, 디자인 트렌드 등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고하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과정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 디자인기업가정신 (Design Entrepreneurship)

디자인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있어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기업 운영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정립하는 과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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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1. 교육목표

행정학이나 관련되는 전공분야의 심도 있는 이론과 지식을 취득하여 공공분야나 관련분야

에서 관리 지식과 이론을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행정이론과 창의적 실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학계에 필요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지역리더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이론과 지식을 연마하는

것이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박해룡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학박사 정책분석

김광주 교수
The University of

Georgia
정치학박사 조직론

김시윤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박사 관료제,발전행정

최근열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학박사 지방재정

3. 교과목 해설

○ 행정이론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에관련된주요이론들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이해함으로써행정이론의학문적정체성을

이해하고 이것이 일반적 행정현상에서의 적실성과 한국적 행정현상에서의 현실적 설명력을

논의한다.

○ 행정철학 (Philosophy i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에 대한 이념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행정이념과 철학 및 행정가치 등의 분야로 연구하고

이를 현실의 행정윤리와 행동강령 등의 분야에 적용하는 과제를 논의한다.

○ 사회과학방법론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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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의 조사 및 연구와 학술적 논문의 구성방법에 필요한 연구문제의 설정, 방법론상의

기본개념, 이론 및 가설 설정, 면접이나 실험, 표본조사방법과 통계학적 자료처리방법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 공공관료제론 (Public Bureaucracy)

고전적 이론에서 현대까지 정부 및 공공분야의 관료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료제의

기능 및 역할을 한국적 상황과 연계시켜 분석한다.

○ 정책결정이론 (Policymaking Theories)

정책의 전 과정에 관한 일반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정책학의 학문적 역사와 실천적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정책현장에 적용하는 응용사회과학의 실천능력 등을

논의한다.

○ 정책분석이론 (Policy Analysis Theories)

구체적 정책문제 중심의 합리적 해결방법의 제시와 이를 응용하는 실천학문으로서 정책분석의

기법과과정및분석이론의학문적실체를탐구하면서동시에실천이론으로서정책문제와과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 정부예산론 (Government Budgeting)

정부및공공기간의예산에관한결정이론과분석기법, 조세이론, 수입과 지출관리등을체계적으

로 논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론의 적용가능성 등을 탐구한다.

○ 조직행태론 (Organizational Behavior)

공공조직의 구성과 조직내적인 측면에서 조직목표를 둘러싸고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대립,

갈등, 권력관계 등의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재창조, 리엔지니어링, 정부구조조정, 품질관리, 목표관

리, 행정정보관리 등 새로운 공공관리방법을 논의한다.

○ 인적자원개발론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

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인사행정과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인력계획, 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사기와 보상체계 등 인적자원의 전략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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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 등을 논의한다.

○ 행정리더십이론 (Administrative Leadership Theory)

리더십의 일반적 내용을 조명하면서 행정학분야에서의 리더십연구를 행정리더십과 정책리더십

및 관리리더십과의 차이점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권력 중심의 리더십에서 리더와

추종자의 이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리더십의 한계와 새로운 리더십의 발전가능성 등을

탐구한다.

○ 도시행정이론 (Urban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도시의발달과 도시중심의행정이론을논의하면서 특히도시개발과관련된 재정, 환경, 주민참여,

민주주의 등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비교발전행정론 (Comparative &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가 및 사회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전략을 분석하고 비교행정은 구미이론의 관점과

동양사회의비교관점을체계적으로이해하면서 이것을사회발전의 이론과현실의조화의관점에

서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 중앙․지방정부관계론 (Central-Local Governmental Relations)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정부간의 기능배분 및 갈등

등을 논의한다.

○ 지방재정분석 (Local Government Finance)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론, 지방세입 및 세출분석 등을

다룬다.

○ 지방자치론 (Local Autonomy)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자치정부의 자치행정의 중요성 및 발달과정, 주요개념, 연구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이해한다.

○ 정부규제론 (Government Regulation)

정부규제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 규제행정에 내재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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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학특강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학의특성과한국적행정현상에필요한적실한행정이론과행정현실과의조화및구체적

행정문제와 행정현장에서의 행정이론의 발달가능성 및 행정학의 한국화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 행정과 법(Administration & Law)

행정과 법 일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법률행위와 이의 준거기준

등을설명하고, 행정상손해전보와 행정쟁송 등을 설명한다.

○ 정부와 기업Government and Business

신제도주의 입장에서 정부와 기업을 탐구한다. 시장실패, 정부실패 등이 다루어지며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 등을 분석한다.

○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비시장적의사결정에대한경제학적연구로서여기서는집합적선택의방법과관료의행태그리고

관료의 행태가 배분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본다.

○ 지방의회실무론(Local Council Practice)

지방의회실무론은 지방의회제도의 개념 및 본질, 외국선진국 지방의회제도, 우리나라 지방의회제

도의 연혁, 지방의회 조직, 지위, 기능 및 권한 등을 다룬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체계

및 회의 원칙, 집회 및 회기, 의안과 동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운영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실무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다.

○ 정책평가이론(Policy evaluation theory)

정책평가는 정책집행 결과가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나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평가모형과 이론 그리고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회조사방법과 통계분석

을 살펴본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석사학위논문의작성과 방법을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논문과제의 탐색과분석방법을 논의한다.

○ 지적학총론 (General Theory of Cadastrology)

일 필지와 관련된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대한 기초 및 응용이론을 학습하고, 지적

학문의 특성 및 교육ㆍ연구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걸친 현안 문제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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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형성과 그 발전적인 모형 등을 연구한다.

○ 지적조사방법론 (Cadastral Research Methodology)

일 필지에 대한 지적활동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지적현상의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

용규제적인 정보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ㆍ등록ㆍ공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체적ㆍ절차적인 조사ㆍ분석방법론을 연구한다.

○ 지적행정론 (Cadastral Administration)

행정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지적행정의 개념, 목표, 특성, 내용 등을 이해하고, 우리나

라 지적행정의 발달과정 및 그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외국의 지적행정시스템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적행정의 발전지향적 방안 등을 연구한다.

○ 지적정책론 (Cadastral Policy)

지적정책의 본질, 특성 및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활동에

대하여 수립ㆍ집행되는 정책의 내용, 과정 및 성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지적정책의

변화예측에 따른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 토지경계론 (Land Boundary Studies)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구분하는 토지경계의 설정 및 그 관리에 따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토지경계의 변동패턴을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경계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학총론 (General Theory of Real Estate Science)

고유 학문분과로서 부동산학의 본질과 그 학문적 특성 파악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에 대한 연구접근방법론 등을 학습함으로써 각론 분야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과학 이론 등을 연구한다.

○ 국토및도시계획 (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국토 및 도시계획의 본질, 변천과정, 체계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국토 및

도시계획의 패턴과 미래전망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전 국토에 대한

토지이용의 현황 및 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ㆍ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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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융 (Real Estate Finance)

부동산금융에 관한 기초 재무이론과 부동산자산 유동화과정의 기본적인 내용 및 운영기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응용지식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중심의 실질적인 부동산금융

활용법을 탐구함으로써 유기적인 부동산자본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 조성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개발 (Real Estate Development)

최유효이용원칙에 입각한 부동산 개발의 유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공ㆍ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동산의 개발행위 및 그 패턴 등을 조사ㆍ분석함으

로써 합리적인 국토자원의 관리와 사유재산의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뉴타운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도시재생의 정책방향, 적용기준

및 행정실무절차 등을 학습함으로써 도시의 최적 기능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모색과 도시재생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경매 (Real Estate Auction)

경매에 관한 일반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관리 과정에서 강제집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이해하고 부동산경매의 실제 사례를

조사ㆍ분석함으로써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그 적정한 활용방안

등을 연구한다.

○ 토지구획방법론 (Land Site Planning Methodology)

연속된 토지를 지역별ㆍ구역별로 단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조성되는 필지의 설계과정

및 구획기법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필지의 조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론 등을 연구한다.

○ 영토분쟁론 (Territory Dispute Theory)

국가간 영토분쟁의 본질과 그 해결과정의 제반 문제를 바탕으로 현재 동북아정세에

따른 독도 및 간도문제 등의 실제 직면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토수호의 관념 정립 및 영유권분쟁의 대처방안 등을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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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감정평가 (Real Estate Appraisal)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기타재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자료분석 및 방법론 등을 이해함으로써 부동산

의 유형과 특성별로 이루어지는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을 연구한다.

○ 부동산법규 (Real Estate Laws and Regulations)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법규체계에 관한 기초 이론의 학습 및 그 구체적인 영역에

서의 부동산사법과 부동산공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개별법의 내용과 핵심

법률관계 등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발전과

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지적판례 (Cadastral Precedents)

일 필지를 둘러싼 지적활동의 과정에서 집적된 법해석으로서의 지적판례에 대한 유형

및 특성 등을 이해하고, 지적판례의 주요 내용을 지적공부, 지목, 경계, 면적, 지가 등으로

세분하여 그 함의를 평석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지적활동의 결과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지적실무세미나(Cadastral Practice Seminar)

지적 실무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 및 지적제도의 전반적인 발전과제 등과

관련하여 개별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룹 세미나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토론식

학습을 수행한다.

○ 지적공시및공부판독(Cadastral Notification and Register Decipherment)

토지의 조사ㆍ등록을 통해 일반에게 공시되는 지적공시의 기본 메커니즘과 그 주요 내용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 매체로서의 관련 공적장부를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의 전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 주거및시설입지 (House and Facilities Location)

주거 및 시설입지의 영향요인 및 결정요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ㆍ생태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친 최적의 입지환경

사례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거시설입지 방안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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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분석 (Real Estate Investment Analysis)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부동산간접자산투자기구, 프라이빗 뱅킹 등을 이용한

투자상품에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적정자산배분, 위험관리방안 등을 연구한다.

○ 해외부동산시장분석 (International Real Estate Market Analysis)

세계 각국의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일반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국가의 부동산시장

흐름과 그 메커니즘 등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부동산시장의 모형을 모색하고

국가별 특성에 부합되는 부동산시장의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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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과 □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1. 교육목표

화학공학 관련 국가 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유망 화학공

학 산업을 발굴, 개발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하고 산업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 국가산업발전과 함께 21세기 화공 관련 동력산업과 정책을 주도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 화학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BT(바이오 기술), ET(에너지/환경기술), NT(나노기술)분야

전문가 양성

- 첨단재료 및 제조공정 개발을 주도하는 고급인력 양성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남석태 교수 동국대학교 공학박사 화학공학

이창훈 조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유기화학

한명진 교수 University of Kentucky 공학박사 화학공학

함성원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환경촉매

황형진 조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유기합성

3. 교과목 해설

○ 열이동론(Advanced Heat Transfer)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에서의 열전도 메카니즘 및 층류와 난류에서의 대류현상, 열복사

등을 열전달장치계의 설계 및 응용의 관점에서 다룬다.

○ 물질이동론(Advanced Mass Transfer)

확산원리 및 확산방정식의 유도, 다성분계확산 등을 통한 이동계의 해석 및 농도구배

등을 다루고, 이를 화학분리 공정에 이용한다.

○ 공업화학특론(Topics of Industri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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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은 유기공업화학과 무기공업화학으로 나누며 유기공업화학은 유기물질의 공업

적 생산을 대상으로 하며 무기공업화학은 유기물외의 모든 공업을 말한다. 본 공업화학특

론은 시대가 요구하는 무기 유기의 전 분야에 관계되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프로세서의

변화 등의 특론을 수업한다.

○ 신소재공학(New Material Engineering)

반도체 재료와 관계되는 공정에서의 화학 및 물리적 현상과 결정의 성장, 고순도 반도체

재료의 제조, 재료의 미세구조와 기계적, 전기자기적, 물리화학적 성질을 다룬다.

○ 공정동특성(Process Dynamics and Control)

공정이 동적평형상태가 아닐 때 공정변수(工程變數)가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일에 관하여

연구한다.

○ 반응기해석론(Reactor Engineering Analysis)

각종 이상형 반응기 및 실제 반응기의 특성, 비균일상 반응계의 특성 및 반응기 설계,

고체 촉매 반응의 특성 및 반응기의 설계 문제를 다룬다.

○ 무기반응론(Mechanism of Inorganic Reaction)

무기원소의 전자적인 특성을 전자상태로 알아보고, 결합으로 인한 무기화합물의 전자적

변화와 구조를 통해 무기화합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무기화합물의 합성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유기금속반응을 통해 각종 균일촉매에 관한 지식을 소개하고 그 반응 메카니즘을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입체특이성을 갖는 화합물에 대한 입체선택적 반응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무기재료(Inorganic Material)

각종 금속산화물에 대해 구조를 소개하는 동시에 관련 물성과 용도를 소개한다. 또한

무기재료의 물성으로 내열성, 열전도성, 열팽창율에 관한 열적 성질과 절연성, 자성,

유전성 및 반도성 등의 전기적 성질, 그리고 광학적 성질 중 형광체에 대한 재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 환경공학특론(Advanced Environmental Engineering)

인간의 활동과 환경오염의 관계 도출을 통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보전의 방향 제시를

통한 지속개발 가능한 사회의 구현으로 지구의 보전과 인류발전에 관하여 학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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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활동과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대책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대기오염방지공학(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

도시화 및 산업화 등에 의한 인간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현상과 자연발생적으

로 진행되는 대기오염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 현황 및 대기오염을 제어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위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 고분자물성공학(Polymer Oroperties ＆ Engineering)

고분자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원리를 다루며 플라스틱 가공 및 점탄성, 유동성과

열역학적, 전기적 자유에너지, 평형, 반응속도 등을 다룬다.

○ 다성분계분리조작(Multi-component Separation Techiques)

평형단 조작이론, 실제계의 다성분계 및 다상에서의 분배계수 평가와 흡수, 추출, 증류

등의 실제 다단공정의 계산 및 설계 등을 다룬다.

○ 에너지 공정해석(Energy Process Analysis)

연료 및 연소에 관한 고찰,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에 필요한 공정 및 문제점과 에너지의

이용 및 재활용에 관한 공정 원리를 해석하고, 연소특성에 관하여 다룬다.

○ 계면공학해석(Interface Engineering Analysis)

고체와 액체 표면그리고고-액-기 간의 여러 계면에서 작용하는 힘과 계면형상 및 구조(원

자, 전자, 거시구조)를 이루는 물리, 화학적 성질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표면과 계면의

구조와이에따른물성을측정방법을검토하며, 전달현상및반응, 촉매공정에있어적용되는

표면 및 계면이론과 현상 그리고 공정개선에 대한 응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 화공열역학특론(Advanced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에너지의 개념 및 응용, 엔트로피 및 가역성, 평형 및 안정성, 다성분계의 열역학적

특성, 상평형 및 화학반응 평형, 비이상용액을 다룬다.

○ 촉매공학특론(Advanced Catalyst Engineering)

화학반응에서의 적당한 촉매의 선택 및 표면 특성에 관한 이론과, 아울러 촉매반응기의

특성과 설계, 촉매반 응속도, 반응속도의 측정과 자료분석 방법 및 혼합 산화물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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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상 촉매 등 제 촉매의 성질을 다룬다.

○ 무기재료특론(Inorganic Materials Chemistry)

무기재료는 일상생활, 건축, 전기전자, 반도체,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재료의 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의 합성 및 분석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며, 동시에 다양한 무기재료의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 및 응용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 석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교과목으로 실험 및 연구법에 관한 연구능력을 함양시

키기 위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연구주제 선정, 연구계획

수립,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문 등 자료수집, 실험을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과

해석, 실험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 물질이동해석론(Mass Transfer Analysis)

확산원리와 확산방정식의 유도, 다성분계 확산, 화학반응 및 열전달을 동반하는 계의물질

이동 및 이들의 화학공정에서의 응용 등을 다룬다.

○ 비정상상태열이동론(Unsteady State Heat Transfer)

과도상태의 전도에 관한 해석, 매질에서의 복사에너지, 이동현상 및 대류에 의한 열이동을

다루고 이들 정치의 해석, 설계 및 조작에 관하여 강의한다.

○ 공정해석 및 평가(Process Analysis and Evaluation)

화학공정은 수많은 운전변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변수의 복잡한 관계의 해석과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운영과 제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의 추출과 분석,

평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PCA와 PLS 등의 최신 다변량데이터 분석기법, 인공신경망

이론 등을 이용한 공정의 감시, 평가, 분석 방법과 소프트센서 설계방법 등을 배운다.

○ 반응기해석 및 설계(Chemical Reactor Analysis and Design)

반응기에 대한 기본이론 숙지를 통해 반응기에 대한 모사해석(modeling analysis)을

분석하여 공정에 필요한 설계방법을 모색하고, 반응기 설계의 총괄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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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너지공학(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환경시스템의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현상, 생태계의 물질 및 에너지 수송, 환경오염의

발생원과 이의 제어, 처리방법을 통하여 에너지와의 융합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다룬다.

○ 열역학특론(Advanced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화학공정에서의 에너지의 변환과 물질의 상태변화 및 기체, 액체, 고체 등의 유체의

상평형 및 거동을 관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수성분 또는 혼합물로 이루어진

유체의 상(相) 3학점 평형에 대한 기본적인 열역학적 관계식의 제시와 상평형을 해석하기

위한 열역학 이론 및 계산을 다룬다.

○ 유체전달현상(Transport Phenomena of Fluid Dynamics)

일반 유체 운동방식의 유도 및 응용을 비롯하여, 비정상흐름 및 2차원 정상흐름의 해석,

관내 유체흐름의 계산, 난류흐름의 해석, 유체경계층 이론 등에 관하여 다룬다.

○ 분리소재특론(Advanced Separation Materials)

화학공정 설계의 기본 개념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공장설계시 필요한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단위 장치에 대한 설계, 최적공정 설계, 설계 전략

등에 적용되는 이론을 배우고, 실제 단위 공장을 선정, 설계하여 봄으로써 공정설계의

실무능력을 익힌다.

○ 흡착공정공학(Adsorption Process Engineering)

흡착공정은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의 이해를

위해 파괴 및 흡착단위공정에 대한 특징 및 기본공정을 습득하고 또한 상업용 공정을

위한 강의이다.

○ 청정분리공정(Clean Separation Processes)

화학공학과 디스플레이소재공정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

분리기술의 모든 process들을 재조명하고, 비교ㆍ검토하여 분리공정에 대한 일목요연한

개념 및 지식을 습득한다.

○ 기능재료설계(Design for Functional Materials)

재료의 응용물성과 직결된 재료설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기능성 화공재료, 극한적 적응재료, 환경친화성재료, 반도체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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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인식재료, 센서재료, 전도성 재료, 표시재료, 의용재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고분자재료물성(Polymer Materials Properties)

고분자 재료의 구조와 물성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재료에서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물성과 분자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환경시스템공학(Environmental Systems Engineering)

환경계에서 일어나는 제반현상의 해석과 정량화를 행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공학에서

행하여지는 환경 제어용 기계, 장치류의 선택과 설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행한다.

또한 환경공학적 시스템의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 처리공정 등을 다룬다.

○ 화공안전설계(Chemical Process Design for Safety)

열교환망 합성, 최적조업조건 구성, 공정의 장기 및 단기 계획, 전산기를 이용한 종합적인

화학제품의 제조(CIM) 등에 관련된 화학공정의 체계적인 설계, 운영을 통하여 Fault

Tree Analysis(FTA),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FMEA) 등 화학공정의 안전

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다룬다.

○ 촉매반응속도론(Catalytic Reaction Kinetics)

촉매 반응의 반응기구를 해석하고 표면반응, 흡착 및 탈착반응 속도론과 배위결합 분해반

응 속도론을 다루고 반응기내에서의 반응물 및 생성물의 확산 영향을 다룬다.

○ 무기재료특강(Inorganic Materials Engineering)

기능성 무기재료 및 반도체 재료의 개요 및 기본 물성을 다루고 이를 응용한 대표적

제조공정을 다룬다.

○ 에너지공정설계해석(Energy Process Design and Analysis)

에너지전환에 수반되는 제반현상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소개하며,

특히, 에너지 전환공정의 대부분이 가스와 연관되므로 가스 및 유체의 연소현상 및

연소진단기술 등을 다룬다.

○ 공정최적화(Process Optimization and Assessment)

에너지 비용의 증가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최적화 이론이다. 이 강의에서는

최적화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1차원 및 다차원 최적화 이론,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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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이론, 선형계획법 등을 배우고, 화학공업에서 최적화 적용 예를 다룬다.

○ 박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Ph.D. Degree)

박사학위 논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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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체육복지학과 □

(Department of Gerokinesiology)

1. 교육목표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이해와 실무학습을 통한 노인체육복지전문가 양성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경오 부교수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체육학박사 노인체육

이원희 조교수 경북대학교 체육학박사 체육학

이건영 조교수 경북대학교 이학박사 스포츠심리학

3. 교과목 해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제출한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토대로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지식을 습득하며

논문을 작성하여 완성시키는 기술을 연마한다. 논문 발표를 위한 자료제작에서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과 화면상으로 나타나는 내용의 표현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최종 완성된 논문을 만들기 위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방법과 각 부분의 표현

기법 및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힌다.

○ 노인체육복지개론 (Introduction to Gerokinesiology)

노인체육과 복지라는 개념은 최근 북미지역에서 활발히 접목되고 있다. 노인인구집단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질적인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노인체육복지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 노인체육복지 세미나Ⅰ (Colloquia for Gerokinesiology & Wellness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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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복지학의 선진지역인 북미지역을 비롯하여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학습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 및 논의함으로써

노인체육복지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다른 학문과의 연계점을 찾아 노인체육복지

학에 접목해봄으로써 노인체육복지학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 노인체육복지 세미나Ⅱ (Colloquia for Gerokinesiology & WellnessⅡ)

노인체육복지학의 선진지역인 북미지역을 비롯하여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학습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 및 논의함으로써

노인체육복지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다른 학문과의 연계점을 찾아 노인체육복지

학에 접목해봄으로써 노인체육복지학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 환경과 지역사회 건강 (Environment & Community Health)

사회생태학적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활동은 자신의 의지만이 아닌, 타인, 조직,

커뮤니티,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노인들의 저조한 신체활동 참여의

원인을 지역사회에서 찾는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노인인구집단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한다.

○ 뉴테크놀로지와 노화 (Tech-Driven Health Interventions)

최근 노인인구집단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테크놀로지가 노인인구집단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테크놀

로지들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노인인구집단에게 활용될 수 있는 신체활동 및 테크놀로

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노인병리학과 스포츠 (Pathology & Physical Activity for Older Adults)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집단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경험하게 된다. 심근경색,

만성신부전, 암, 뇌졸중 등의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인인구집단에게 적절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한다.

○ 노년사회학 (Sociology for older adults)

사회학에서 이론은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lens)이다.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인인구집단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실버산업론 (Silv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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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확대로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노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공급에 시장원리가 적용된 실버산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활기차게 노후를 즐기려는 노인세대가 우리 소비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기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버산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노인체육 프로그래밍 (Designing Physical Activity for Older Adults)

노인인구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인구집단이다. 특히 개개인의

건강상태, 심리상태 등에 의해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달라지게 된다. 이에 노인체육을

프로그래밍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히고 궁극적으로는 활용가능한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노인여가지도론 (Leisure for Older Adults)

노인인구집단은 이질적인 인구집단으로 이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여가를 즐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인구집단의 여가 선용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시도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노인들의 여가형태를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여가지도법을 익힌다.

○ 노인체육질적연구 방법론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r Older Adults)

노인인구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연구 뿐만 아니라 질적연구(qualitative inquiry)

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거이론, 민속지학, 현상학, 사례연구 등의 기법들을 통해

노인인구집단을 질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 사회복지양적연구 방법론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사회복지학 및 human service 분야에서의 양적 연구에 초점을 두어 연구방법상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통계 개념에서부터 실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분석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방법에의 적용 방법을 학습한다. 연구단계에 맞추어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찾는 연습과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package(SPSS, Amos

등) 활용도 함께 수행한다. 양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logcclsic regression, Path Analysi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등의 이론적 개념 및 가정과 실제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

을 주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특히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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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의 체계 및 내용 등을 학습하여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

사회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들 각각을 분석하여 사회적 예방대책 및 해결대책을 연구함과 아울러 구체적 사회문제

분석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stration)

행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제반이론을 체계화하고, 아울러 효과적인 사회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조직, 인사, 정책, 재무 등의 관점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한다.

○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양식과 그와 관련된 실천기술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하여 빈곤, 소외, 차별 등 지역사회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며 그 해결을

위한 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게 된다.

○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연구방법론의 기초개념 및 이론을 배우고, 나아가 서베이, 욕구조사, 실험연구, 단일사례연

구설계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을 위한 조사방법의 설계방식과 자료수집 기법 등을 배우는

것이 이 과목의 핵심내용이다. 이로써 사회과학 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의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을 습득하게 되며 이로부터 좀더 전문적이고 고수준의 연구방법론을 이해하는

기초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사회를 설명하는 제반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연습을 통하여 실천기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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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실천대상에게 적용하며,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and Laws)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는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규

들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의 개념 및 가치, 목적, 원리, 한국적 특징을 이해하며, 나아가

이들 법규의 제정과정 및 그 범위, 구조 등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ork Practicum)

사회복지학 교육이 다른 학문분야의 교육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사회

복지학의 응용과학적 측면을 반영하고, 실천교육으로 적합한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학생

들을 배치하여 1주일에 하루(8시간)를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한다. 서비스

의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복지기관 수퍼바이저의 지도와 학교 실습교

수의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를 익히도록 한다.

○ 비영리기관운영관리론 (Manag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최근 사회복지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기구, 비영리조직,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등과 같은 Social Action에 대한 관심의 증가 속에서 비영리기관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룬다.

○ 가족치료(Family Therapy)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임상적 개입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치료의 이론과 이를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즉, 보웬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경험적 가족치료, 전략적 가족치료,

해결중심치료 등의 이론에 근거한 가족 사정 및 개입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 임상실천이론과 적용(Social Work Treatment)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며 각각의 개입방

식을 적용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전문가를 찿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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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과학과 □ 
(Department of sport science)

1. 교육목표
스포츠와 관련된 학술적 이론과 연구방법을 탐구하여 스포츠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한 
스포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용적 지식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헬스케어,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코칭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박상일 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박사 스포츠경영
박재영 부교수 서울대학교 체육학박사 건강운동과학
박인성 부교수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체육학
정지규 조교수 서울대학교 체육학박사 스포츠경영
김상범 조교수 영남대학교 이학박사 체육학

3. 교과목 해설

[공통 교과목]

○ 스포츠학 세미나 (Seminar in Sports)
스포츠헬스케어,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코칭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를 
진행하여 최근 연구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한다.

○ 스포츠학 연구법 (Research Method in Sports)
스포츠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연구주제 선정, 연구계획 수립,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과 해석 등을 탐구한다.

○ 스포츠 통계방법론 (Statistics in Sports)
스포츠학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습득하고, 통계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한
다. 또한 스포츠의 다양한 정보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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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헬스케어 전공]

○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운동과 관련한 에너지 시스템, 회복, 체중조절, 골격근의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운동 자극시의 인체 기능, 신체적 조건과 능력 등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 스포츠의학 (Sports Medicine)
스포츠의학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운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훈련방법의 개선점
을 찾고, 스포츠 상해의 예방과 치료지침 등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인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 스포츠헬스케어 (Sports Healthcare)
4차산업 혁명시대의 개인의 생애주기별 성장과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포괄하는 전문적
인 운동처방과 헬스케어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다.

○ 운동과 영양 (Exercise and Nutrition)
외부로부터 에너지원을 섭취하고 배설하면서 생명현상을 위지하는 현상을 탐구하는 일반 영양학
을 근거로 운동과 관계되는 최적의 영양소와 최대의 운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 피트니스와 웰니스 (Fitness and Wellness)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성인병과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조명하여 운동이 현대인들
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탐구한다. 

○ 임상운동검사 및 해석 (Clinical Exercise Testing and Interpretation)
점증부하운동검사의 원리를 이해하고, 심폐계 검사항목, 운동의 제한적 요소가 되는 질환, 임상운
동검사의 과정과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검토하며, 재활운동의 적용을 통한 사례별 결과와 해석방법 
등을 탐구한다.

○ 병태생리학 (Pathology)
운동이 금기시되는 질병과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운동에 의한 예방과 
치료 효과를 갖는 질병들의 역학 및 예방의학적 접근 방법 등을 탐구한다.



921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 운동처방의 원리 (Principle of Exercise Prescription)
대사성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처방의 방법 
및 적용 사례 등을 연구한다.

[스포츠마케팅 전공]

○ 스포츠산업개론 (Introduction to Sports Industry)
스포츠산업과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스포츠의 공공정책과 스포츠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발전적 방향 등을 모색한다.

○ 스포츠마케팅 (Sports Marketing)
스포츠마케팅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스포츠 스폰서십, 스포츠마케팅 믹스 등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 스포츠와 사회이슈 (Sports and Social Issues)
스포츠와 관련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스포츠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인문학적으로 조망하는 교과목이다.

○ 스포츠시설관리운영론 (Managing Sport Facilities)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지리적, 물리적 조건을 갖추어 스포츠 활동에 제공되는 장소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스포츠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이론을 학습한다.

○ 스포츠에이전트 (Agent of Sport)
선수를 대신하여 연봉협상, 광고계약 등을 처리하며, 선수의 잠재능력 파악, 프로그램 지원과 
혜택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의 개념과 필요성 등을 학습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에이전트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한다.

○ 스포츠경영학 (Sports Management)
스포츠경영학은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를 경영(행정)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학문분야를 의미한
다. 스포츠와 관련한 조직의 행정, 인사, 재무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룬다.

○ 스포츠 법 연구 (Case Studies in Spor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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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관련 법, 스폰서십과 라이선싱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관련 법 조항 등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과 관련한 사례 등을 분석한다.

○ 스포츠소비자행동 연구 (Study in Sports Consumer Behavior)
스포츠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작용하는 지각, 태도, 행동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소비자의 행동과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스포츠코칭 전공]

○ 스포츠코칭론 (Coaching of Sports)
스포츠에서 코칭이란 선수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스포츠지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 체육측정평가 (Kinesmetrics)
신체움직임과 관련된 측정 평가방법에 관한 기초이론, 측정개념 및 영역, 평가의 필요성 등을 
다룬다. 또한 평가의 기본인 타당도와 객관도, 신뢰도 등에 대해 학습한다.

○ 생체역학 (Biomechanics)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의 원리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다양한 운동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탐구한다.

○ 장애인스포츠지도 (Adapted Sports)
재활과학과 운동기술, 장애인과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장애인의 
스포츠참여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지도법 등을 탐구한다.

○ 유아체육 특강 (Advanced Physical Education for Children)
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유아의 성장과 발육발달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체육프로그램 등을 탐구한다.

○ 트레이닝 프로그램 (Training Programs)
체력을 건강하게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과 
선수관리방법 등을 탐구하고, 스포츠종목별 체력 및 선수관리 계획의 수립과 추진방법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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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연구 (Research on Leisure and Recreation)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의 개념과 특징, 관련 산업 등을 탐구하고, 주5일 근무 등의 사회변동과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의 관계 등을 토대로 향후 미래 과제 등을 연구한다.

○ 스포츠사회학 연구 (Research on Sports Sociology)
스포츠와 개인, 사회, 문화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스포츠가 사회계층, 사회변동, 사회화 등 
사회학적 측면에 미친 영향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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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애니메이션전공 □　

(Major of Comics & Animation)

1. 교육목표

21세기만화애니메이션분야의주역이될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설립된만화애니메이션전공은

급변하는시대적흐름에따라 다양화, 전문화되고있는시각전달의방법을이론과제작을중심으로

교육한다. OSMU(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는 향후 5G 시대에

게임, 실감형 콘텐츠,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로 확장할 것이다. 본 전공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의 수요와 플랫폼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화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김호권 부교수 School of Visual Arts MFA 컴퓨터아트

류지헌 조교수 홍익대학교 MS 문화예술경영

서재일 조교수 세종대학교 MA 만화애니메이션

원현재 조교수 세종대학교 MA 만화애니메이션

한수희 조교수 School of Visual Arts MFA 컴퓨터아트

3. 교과목 해설

○ 2D컴퓨터그래픽스 (2D Computer Graphics)

다양한 2D 컴퓨터 그래픽스의 작품의 예술적, 기술적 특징을 연구한다.

○ 만화산업론 (Comics Industry)

웹툰, 만화의 산업을 연구하고 이해한다.

○ 3D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 분석 (3D Animation Production System Analysis)

3D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을 분석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기획 (Comics & Animation Development)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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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영화사 (Animation Film History)

애니메이션 영화사의 이론을 습득한다.

○ 3D컴퓨터그래픽스 (3D Computer Graphics)

다양한 3D 컴퓨터 그래픽스 작품의 예술적, 기술적 특징을 연구한다.

○ 웹툰과 뉴미디어 (Webtoon and New Media)

웹툰과 뉴미디어의 다양한 형태, 장르 및 트랜드를 연구한다.

○ 실감형 콘텐츠 기획론 (Tangible Contents Development Studies)

본 교과목은 VR, AR에 관련된 기술 이론 및 이를 응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연구하고

기획한다.

○ 애니메이션 분석론 (Animation Analysis)

애니메이션 작품의 제작 특징을 분석, 연구한다.

○ 인공지능과 문화산업론 (A.I and Cultural Industry Studies)

인공지능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산업을 연구한다.

○ 3D애니메이션 워크샵 1 (3D Animation Workshop 1)

3D 애니메이션의 프리프로덕션을 완성한다.

○ 3D애니메이션 워크샵 2 (3D Animation Workshop 2)

3D 애니메이션 제작의 실무를 진행한다.

○ 3D애니메이션 워크샵 3 (3D Animation Workshop 3)

3D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의 후반작업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 VFX 프로덕션 워크샵 (VFX Production Workshop)

VFX 제작의 실무를 진행한다.

○ 디지털만화 워크샵 1 (Digital Comics Workshop 1)

웹툰 형식을 중심으로 디지털만화의표현영역과 방식들을 습득하여 기획한다.

○ 디지털만화 워크샵 2 (Digital Comics Worksho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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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형식의 고급화와 웹상에 공급되는 다양한 디지털만화 형식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웹툰 제작의 실무를 진행한다.

○ 디지털만화 워크샵 3 (Digital Comics Workshop 3)

웹툰 형식의 고급화와 웹툰 제작을 완성한다.

○ 논문연구 1 (Thesis Research 1)

논문의 연구하고 기획한다.

○ 논문연구 2 (Thesis Research 2)

논문을 연구하고 심화한다.

○ 논문연구 3 (Thesis Research 3)

학위 논문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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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

(Department of Nursing)

1. 교육목표

간호이론과 연구 및 실무를 통합할 책임을 가진 과학자를 양성하여 건강관리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건강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간호전문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2. 교수명단

성명 직위 대학명 학위명 전공 비 고

권민지 조교수 연세대학교 이학박사 기초간호과학 　

김경진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아동간호학 　

김미정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성인간호학 　

김미한 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지역사회간호학 　

김은휘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노인간호 　

박용경 부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성인간호학 　

박현숙 부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관리학 　

변진이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기본간호학 　

손신영 부교수 서울대학교 간호학박사 모성간호학 　

양인숙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성인간호학

양지원 조교수 고려대학교 간호학박사 기본간호학

엄지연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성인간호학

유소연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정신간호학

하영선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지역사회간호학

3. 교과목 해설

○ 간호이론 (Nursing Theory)

이론의 구조인 개념, 진술 및 이론의 수준을 이해하고 이론을 학습하며 이론의 평가기준을

고찰하고 그에 따라 실제 간호이론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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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연구 (Nursing Research)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는 기본 연구방법론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연구가설 설정,

이론적 기틀 및 연구설계를 중점적으로 탐구하며, 발표된 간호연구들을 연구방법론에 근거하

여 분석,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보건의료통계 (Health Care Statistics)

간호영역에서 과학적 연구 및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 통계 기술 및 추리통계 방법을 배워

간호연구에 적용한다.

○ 성인간호세미나 (Seminar in Adult Nursing)

성인간호학과 관련된 최신 개념과 이론을 분석하고 임상간호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최근 연구 경향을 고찰하여 그 적용능력을 기른다.

○ 모성간호세미나 (Seminar in Maternity Nursing)

여성건강간호학의주요개념인 임신, 분만, 산욕 및주산기와관련된실재적, 잠재적건강문제

를 확인하고 관련 연구를 고찰하여 실무에서의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 아동간호세미나 (Seminar in Pediatric Nursing)

아동의 발달 단계별 건강문제와 급 ∙ 만성 질환 및 이와 관련된 간호 중재에 대한 최근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개발을 모색한다.

○ 정신간호세미나 (Seminar in Psychiatric Nursing)

정신간호학의 최신이론 및 경향, 쟁점을 고찰하고 임상적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 지역사회간호세미나 (Seminar in Community Nursing)

최근 지역사회/보건 간호 쟁점과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여 관련 결과를 지역사회간호 연구

및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간호관리세미나 (Seminar in Nursing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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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의 최신 이론과 경향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임상적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 종양간호세미나 (Seminar in Oncology Nursing)

종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위험요인을 사정하고 종양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독자적인 간호중재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 노인간호세미나 (Seminar in Gerontological Nursing)

노인간호대상자(노인,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노인간호와관련된 이론및 쟁점들을 다루어

노인간호 실무 및 연구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한다.

○ 만성질환간호 (Chronic Health Problems and Nursing)

만성 건강문제에 대한 고찰 및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만성

건강 문제에 대한 간호전략을 탐색한다.

○ 전문직업론 (Professionalism in Nursing)

전문직으로서의 간호학의 위치와 문제점을 토론하고 간호사의 확대된 역할의 이해 및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간호직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학습한다.

○ 건강증진론 (Theory of Health Promotion)

건강증진 관련 이론 및 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Health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보건교육사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보건교육 및 보건교육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이론 및 실무를 담고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사정을 시작으로 우선순위

를 정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보건교육의 내용을 개발하고, 보건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보건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수행, 평가로 단계별로 살펴봄으

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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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완성시키는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연구주제 선정, 연구계획 수립,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문 등 자료수집,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과 해석 등에 관하여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

사회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들을 분석하여 사회적 예방대책 및 해결대책을 연구함과 아울러 구체적 사회문제 분석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 연구방법론 (Nursing Research)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의 기초개념 및 이론을 이해하고 연구설계,

자료수집 기법, 자료분석 방법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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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기타
          
          1. 교수학습개발센터
          2. 교육과정혁신센터
          3. 공학교육혁신센터
          4. 창의융합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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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수 학 습 개 발 센 터 ■
1) 설립목적 및 취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학습 지원을 통해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교수와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대학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edu-Tech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교수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연구,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업컨설팅 프로그램 등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임교원 교수법 워크숍, 교수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습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업고민에

대한 해결을 위한 학습상담 프로그램 및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edu-Tech 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지원 시설 및 학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업용 촬영기자재 관리 및 활용 교육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2) 교수학습개발센터 연혁

· 2001. 06. 25. 교수학습지원센터 준비위원회 설치

· 2001. 08. 29.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01. 09. 01. 교수학습지원센터 신설(대학부속기관)-대구권역 대학 중 최초

· 2001. 10. 04. 초대 센터장 이원균 (세무·회계학과 교수)

· 2002. 03. 01. 교수학습지원센터 조직개편(전산교육실 흡수 통합)

· 2002. 04. 16. 경일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출판부 등록

· 2002. 09. 가상강좌개설 및 지원

· 2002. 09. 19.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2002. 11. 20. 대학교육개발협의회 가입

ㆍ2003. 03. [직제개편] 대학부속기관 → 교무처 소속

· 2003. 03. 03. 연구전담교수 초빙

· 2003. 03. 03.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 2005. 10. 01. 교수학습지원팀 신설

· 2006. 02. 08. 제 2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최홍규 (세무회계학부 교수)

· 2008. 11. 교육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매체제작실 설치

· 2010. 02. 01. 제 3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김광주 (행정학과 교수)

· 2011. 01. 01. [부서 명칭 변경]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수학습개발센터



933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 2011. 01. 01. [직제개편] 교무처 소속 → 대학교육개발원(총장 직속기관) 소속

· 2011. 02. 01. 제 4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신효진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1. 04. 01. 교수학습개발팀 신설

· 2012. 09. 17. 제 5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이홍배 (경영학부 교수)

· 2013. 07. 01. 제 6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이원균 (세무·회계학과 교수)

ㆍ2014. 07. [직제개편] 총장 직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ㆍ2015. 02. 제 7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하태후 (자율전공학부 교수)

ㆍ2016. 02. 제 8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최정아 (사회복지학과 교수)

ㆍ2017. 09. 제 9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유호정 (상경학부 글로벌통상 전공 교수)

ㆍ2019. 01. 제10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강상균 (전기공학부 교수)

ㆍ2019. 04. 제11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홍효정 (자율전공학부 교수)

ㆍ2019. 07. [직제개편] 대학교육개발원 → 교육혁신처 소속

ㆍ2020. 04. 제12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유미나 (평생교육컨설팅학과 교수)

3) 조직 및 구성

ㆍ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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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력 및 주요업무

4) 주요프로그램

ㆍ주요업무

교수지원 학습지원 edu-Tech

ㆍ교수법 연구 및 개발

ㆍ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및

운영

ㆍ수업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ㆍ신임교원교수법오리엔테이션

ㆍ교수학습공동체운영및지원

ㆍ학습법 연구 및 개발

ㆍ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ㆍ학습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ㆍ학습적응을위한학업지원프

로그램개발및운영

ㆍ온라인 교육지원시설 및

학습관리시스템(LMS)운영

ㆍ원격 수업 관리 및 운영

ㆍ매체제작실 관리 및 운영

ㆍ수업용촬영기자재관리및

활용 교육 운영

소속 직위 주요업무 연락처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 업무 총괄 053-600-4347

팀장 교수학습개발센터행정업무총괄 053-600-5760

전임교원 교수법 및 학습법 연구개발 053-600-4344

연구보조원
학습법 연구지원

학습법관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053-600-4345

담당

교수법 연구

교수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행정 업무 지원

053-600-4341

담당
원격 수업 관리 및 지원

학습관리시스템(LMS)운영
053-60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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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수지원프로그램 소개

영역 주요 프로그램

교수역량강화

특강 및 워크숍

m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 효과적인 교수 전략과 교수기법, 학생지도 등 관련 주제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교수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또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방법까지 적용시켜

대학의 교육 역량을 향상함

m 티톡(Teaching-Talk) 런치 세미나

◾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실제 사례의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교수방법에 대해 모색함

m 교수법 연수

◾ 최신의 교수기법을 익히고 타 대학의 교수자와 상호교류

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수법에 대한 안목을 키움

밀착형

수업

컨설팅

강의분석및개선

m 마이크로티칭 및 수업컨설팅

◾ 교수자의 수업 활동을 촬영한 후, 자가 분석 또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교수자의 수업 방법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교수 방법의

개선과 향상을 꾀함

신교수법적용

수업설계

m 교과목 재설계

◾ 강의 분석및개선 프로그램을 이수한교수에대해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한 교과목 수업 재설계 및 개발을 통해

우리대학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함

교수학습공동체

(교수법연구)

m 교수커뮤니티

◾ 교수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대학의교육역량을강화하고이를통해교육만족도를제고

하기 위함

교수지원R&D m 교수역량모형 기반 교수법 분석 및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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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습지원프로그램 소개

영역 주요 프로그램

학습역량강화

특강 및 워크숍

m KIU STEP UP 특강

◾ 학사일정에 맞추어 기초적인 학습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특강 개최

- 목표설정, 시간관리, 노트정리의 기술, 리포트작성법,

시험전략, 등의 주제로 진행

m 학습법 특강

◾ 오늘날대학생들이필요로하는전문지식을특강을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m KIUM 명사 특강

◾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 및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특강 개최

m 기초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 학업저성취자 및 학사경고자의 학습동기를 제고하고, 학습

역량 향상에 유익한 특강 개최

학습공동체

키울수록신나는

커뮤니티 ◾ 재학생이 공동의 학습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습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학습공동체 영역을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기초학습역량강화학습동아리, 외국어ㆍ자격증학습동아리,

교양ㆍ전공관련학습동아리, 독서동아리, 등으로영역 세분화

◾ 교수-학생간상호작용을활성화하고, 학습및연구를지원

함으로써 유의미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튜터링프로그램

3LGroup

다독다독

키울림

프로젝트

학습컨설팅

m 런-런 학습상담

◾ 재학생의 학습방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재학생이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학습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 1, 1:多의 학습전략 프로그램

학습지원 R&D m 학업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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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edu-Tech 소개

영역 주요 내용
온라인 교육지원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m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m  교내구성원들의안정적인시스템사용을위한콘텐츠제작및교육

온라인콘텐츠제작지원 m 콘텐츠 자체 제작을 위한 교육

원격수업관리및운영 m 안정화된 원격 수업 제공을 위한 관리 및 운영

수업용촬영기자재관리

및 교육 운영

m 수업 촬영을 위한 기자재 관리

m 수업 개선을 위한 자체 분석 환경 조성

m 매체제작실 관리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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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과 정 혁 신 센 터 ■
1) 설립목적 및 취지

교육과정혁신센터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교과 및 비교과 교육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및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스마트 신(信ㆍ新

ㆍ伸)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은 대학 교육과정의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정혁신센터는 교과 및 비교과교육과정의 질적

제고와 상호연계를 통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및 성과 분석, 교과목 품질

개선(CQI) 관리,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관리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연혁

· 2019. 07 교육혁신처 교육과정혁신센터 설립

· 2019. 07 제1대 센터장 강상균(전기공학부 교수) 취임

· 2020. 01 제2대 센터장 홍효정(평생교육컨설팅학과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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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구성

센터장 : 홍효정

운영위원회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팀장 : 전철민

행정지원 연구지원

담당 변효종 교 수 조설희

담당 이재임 연구원 문수민

담당 김성지

4) 인력 및 주요 업무

센터장 ㆍ교육과정혁신센터 연구 및 행정 업무 총괄

팀 장 ㆍ교육과정혁신센터 업무 및 운영 총괄/위원회 및 규정 관리/예산 관리

교 수 ㆍ비교과교육과정 연구개발/운영관리/성과 및 질관리

연구원 ㆍ교양교육과정 연구개발지원/운영관리/성과 및 질관리

팀 원
ㆍ전공교육과정 연구개발 지원/성과 및 질관리
ㆍ비교과교육과정 연구개발 지원/운영, 성과 및 질관리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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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학 교 육 혁 신 센 터 ■
1) 설립목적 및 취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공학자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

수요기반의 공학교육체계를 연구개발하여 확산운영 함으로써 대학의 공학교육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형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사업 수행을 통하여 산업수요중심의 창의∙융합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및 대학의 특화된 캡스톤디자인인 EDGE(Express, Design, Grant, Enterpreneur

ship)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수와 학생들에게 양질의 공학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연혁

· 2007. 03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 2007. 11 공학교육 인증대비 지원시스템 구축

· 2008. 03 공학교육 인증대비 프로그램 실시

· 2008. 04 경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사업 협력대학으로 참여

· 2010. 05 공학교육예비인증 방문평가 신청(4개 프로그램)

· 2010. 09 공학계열 학부(과) 전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실시

· 2011. 01 총장직속기관으로 대학교육혁신센터로 변경

· 2011. 03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15개 운영

· 2011. 05 공학교육인증 4개 프로그램 방문평가

· 2011. 08 공학지원시스템 업그레이드

· 2011. 11 창의공학설계실 신설

· 2011. 12 공학교육인증 3개 프로그램 예비인증 취득

· 2012. 02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11개 운영

· 2012. 02 총장직속기관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조직 개편

· 2012. 02 공학교육인증 전문공학사 첫 배출

· 2012. 03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 2012. 05 영남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참여대학 협약체결

· 2012. 05 공학교육혁신센터 산학위원회 구성

· 2013. 02 3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 학위 취득

· 2013. 04 공학교육인증 7개 프로그램 방문평가

· 2013. 05 다학제 Design shop 구축

· 2013. 12 공학교육인증 3개 프로그램 인증, 3개 프로그램 예비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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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2 6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학위 취득

· 2014. 09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 신청

· 2014. 11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10개 운영

· 2015. 02 5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학위 취득

· 2015. 05 공학교육인증 5개 프로그램 방문평가

· 2015. 12 공학교육인증 5개 프로그램 인증 취득

· 2016. 02 5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학위 취득

· 2016. 08 3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학위 취득

· 2017. 02 5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학위 취득

· 2017. 08 3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학위 취득

· 2017. 08 제 5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김충(의용공학과 교수) 취임

· 2018. 02 5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학위 취득

· 2018. 04 5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3개 프로그램 방문 평가

· 2018. 07 제6대 센터장 한경희(기계자동차학부 교수) 취임

· 2018. 08 3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학위 취득

· 2018. 09 제7대 센터장 김용대(기계자동차학부 교수) 취임

· 2019. 02 4개 프로그램 공학인증 전문학위 취득

· 2019. 03. 영남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협력대학 협약 체결

· 2019. 03.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4개 운영

· 2020. 03. 공학교육인증 종료

3) 조직 및 구성

공학교육혁신센터장 : 김용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팀장 전철민

팀원 노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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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의 융 합 교 육 센 터 ■
1) 설립목적 및 취지

창의융합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갖춘 대학으로 발돋움하

고자 설립되었으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스마트 신(新)인재 양성이라

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 융합 교육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3D 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등 다양한 디지털 제조 장비 및 가상현실 등의

체험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창작활동 및 교과/비

교과 과정의 학습을 지원하고,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개선, 연구과제

수행, 관련 전략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창의융합교육센터 연혁

· 2019. 05 창의융합센터 설립

· 2019. 05 제1대 센터장 강상균(전기공학부 교수) 취임

· 2019. 07 [부서 명칭 변경] 창의융합센터 → 창의융합교육센터

· 2019. 07 [직제개편] 대학 부속기관 → 대학 본부

· 2019. 07 제2대 센터장 박종원(의용공학과 교수) 취임

· 2020. 03 시작품가공실(I, II), Study Room, 커뮤니티실, 캡스톤디자인실습실(I, II),

IT실습실, IoT교육실, 3D제작지원실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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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구성

4) 인력 및 주요 업무

창의융합교육센터장 : 박종원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위원회

팀장 전철민

담당 노승환

담당 조현민

센터장 ▪창의융합교육센터 업무 총괄

팀장 ▪창의융합교육센터 행정 업무 총괄

담당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행정업무 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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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眞意)·창의(創意)·열의(熱意)

■ 수정사항 : 경일대학교 캠퍼스 안내

12호관 명칭 → 조형실습관 에서 창의융합교육센터
                              Center for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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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부록

          1. 현황
          2.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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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 재적생 현황

(단위 : 명)

대표학부(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ICT경영학부 2 2 20 23 47

ICT경영학부
(인문계열) 19 9 28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1 1 6 10 18

K-뷰티화장품산업학부 7 44 3 38 7 33 6 39 177

간호학과 34 116 48 118 14 127 24 107 588

건축학과 6 2 7 1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56 3 76 7 53 5 59 8 267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45 11 80 12 36 10 14 11 23 8 250

경찰학과 7 1 3 21 5 37

경찰행정학과 125 18 141 43 67 59 64 37 554

국제통상학과 2 2 10 3 17

국토정보학부
공간정보전공 31 4 54 3 25 5 23 3 148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 29 10 65 15 47 16 52 11 245

금융증권학과 3 3 6 3 15

기계자동차학부 140 1 273 6 143 3 144 4 714

기계자동차학부
자율로봇공학과 52 3 99 1 41 1 33 1 231

기계자동차학부
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 39 39

디자인학부 1 14 1 6 2 34 35 93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21 17 33 13 22 19 125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 52 18 20 101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전공 26 16 26 11 13 11 103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28 19 54 19 36 24 41 32 253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6 1 29 10 12 9 14 9 90

사진영상학부 56 61 85 65 63 84 67 93 574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42 2 51 3 52 12 79 23 264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24 7 45 7 32 8 26 7 156

상담심리학과 16 19 39 21 26 23 31 26 201

세무・회계학과 1 1 7 2 11

소방방재학과 145 19 283 20 122 28 98 28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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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산업학부 27 3 15 2 47

스포츠학과 39 10 83 12 25 14 30 11 224

식품개발학과 22 12 39 15 20 14 15 21 158

영상콘텐츠제작학과 20 10 30

영어학과 1 1 2 4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21 4 28 4 57

융합산업기술학부 28 5 33

응급구조학과 27 38 56 29 24 25 28 32 259

의용공학과 8 62 7 18 6 33 5 139

자율전공학부 68 21 1 90

전기공학과 74 3 119 1 67 2 61 2 329

전자공학과 58 2 99 6 48 3 45 6 267

철도학부 73 3 88 2 20 3 19 208

컴퓨터사이언스학부
AI소프트웨어전공 17 3 20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사이버보안전공 40 4 77 9 44 8 42 7 231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공학전공 45 3 94 5 65 3 37 6 258

토목공학과 76 143 1 64 4 66 6 360

평생교육컨설팅학과 11 13 24

항공서비스학과 13 40 5 26 84

행정학과 1 2 8 11

화학공학부
에너지공학전공 42 1 86 6 42 8 34 4 223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30 10 60 13 37 9 27 8 194

산업경영학과
(계약학과) 4 1 5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계약학과) 10 1 11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계약학과) 13 18 2 33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계약학과) 23 34 1 58

스마트푸드테크학과
(계약학과) 8 7 7 6 28

1713 621 2663 604 1343 595 1320 599 23 8 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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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위수여자 현황-Ⅰ

(단위:명)

학과
＼
년도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기계 37 35 68 82 75 82 71 71 78 183 194 223 306 295 264 281 239 179 233 135 122 224 244 217 253 229 223

전기 - - 81 85 86 81 85 58 74 135 201 202 277 284 242 257 213 182 234 105 87 181 159 152 125 123 119

전자 - - - - - - - - - 119 120 148 180 172 127 120 109 105 140 74 65 132 152 160 159 137 171

공업 30 25 38 27 31 36 66 71 65 119 151 181 159 145 158 148 93 92 136 75 62 112 112 111 93 101 114

섬유 39 30 33 45 34 38 66 64 64 119 173 184 162 199 143 146 104 88 110 71 68 120 92 122 106 94 103

토목 37 32 30 36 41 40 39 33 70 91 139 189 163 172 155 151 199 204 222 106 110 179 180 155 127 127 114

건축 31 29 33 36 42 42 31 36 37 82 186 165 158 125 147 170 136 221 216 109 105 163 161 140 152 137 173

산업 - - - - - - - - - - - 79 104 95 127 120 126 124 177 95 99 168 159 158 166 151 133

컴퓨
터

- - - - - - - - - - - - - 98 99 119 109 161 230 127 111 201 193 204 224 217 215

기계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 - - - - - - - - - - - - - - - - - - - - - - 25 111 135 179 192

행정 - - - - - - - - - - - - - - - - - - - - - - 57 50 126 156 182

세무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53 49 109 131 140

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 - 52 70

국제
통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
통역
(일
본,중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패션 - - - - - - - - - - - - - - - - 41 32 38 38 36 34 37 76 62 102 111

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54 53 65

공예 - - - - - - - - - - - - - - - - - - - - - - - - - 59 71

철도
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
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
경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디
어문
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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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뷰티
코디
네이
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
방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
산지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성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계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
방재
(계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
관리
(계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
(계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
복지
(계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
행정
(계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뷰티
코디
(계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174 151 283 311 309 319 358 333 388 848 1164 1371 1509 1585 1462 1512 1369 1388 1736 935 865 1514 1624 1705 1891 2048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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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위수여자 현황-Ⅱ 
(단위:명)

학과
＼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기계 215 226 267 184 106 97 113 155 161 89 91 86 116 90 68 86 63 44 62 101 83 92 97 91 104 76 7606

전기 142 145 129 121 96 73 126 88 75 61 59 52 38 35 75 53 45 53 49 48 32 38 28 42 46 46 5623

전자 151 147 143 142 100 92 107 87 66 48 55 55 64 57 38 37 40 27 37 41 29 30 35 26 26 37 4107

공업 136 159 165 111 100 85 100 70 77 35 38 30 29 29 17 15 - - - - - - - - - - 3747

섬유 134 136 127 112 107 70 106 84 63 59 49 37 44 24 28 17 16 2 - - - - - - - - 3832

토목 129 142 159 136 95 104 124 83 81 55 58 70 66 51 69 64 49 44 41 49 54 49 55 31 30 20 5049

건축 165 191 201 191 117 95 108 86 79 59 64 77 98 76 93 47 54 46 41 51 55 52 60 72 51 63 5355

산업 154 147 145 149 100 99 104 51 78 43 53 51 61 40 47 30 16 4 - 2 - - - - - - 3455

컴퓨
터 188 230 224 186 133 94 121 84 83 57 59 77 79 86 42 41 31 44 31 28 38 32 39 32 35 17 4419

기계
설계 36 64 73 82 101 89 100 - - - - - - 6 4 10 21 20 15 - - - - - - - 621

도시
정보 - 45 64 94 83 103 125 78 81 51 52 65 37 35 29 19 13 9 14 14 10 6 5 13 14 12 1071

제어 - 21 52 62 84 77 101 63 79 38 58 32 35 34 29 23 13 10 14 11 17 18 22 36 24 15 968

화공 - 29 66 67 58 67 75 50 54 46 52 37 23 22 29 14 16 8 16 21 19 22 17 23 36 25 892

안전 - - - - - - - 9 - - - - - - - - - - - - - - - - - - 9

경영 221 217 219 188 117 91 106 68 76 56 63 50 50 44 41 43 38 24 22 43 79 71 84 92 48 38 2831

행정 183 185 191 161 108 91 89 59 63 46 43 28 40 24 26 31 17 21 30 41 39 31 46 34 33 24 2255

세무
회계 172 181 165 148 98 89 95 58 88 59 52 43 58 42 29 40 37 19 19 38 27 44 51 39 25 21 2219

경제 72 90 107 75 81 72 98 41 49 33 38 19 27 32 36 25 19 11 16 18 19 10 22 20 8 9 1169

국제
통상 30 69 62 71 56 65 72 51 70 44 45 37 43 55 28 20 39 21 18 19 27 26 26 28 16 15 1053

영어 51 56 54 51 60 56 57 59 45 58 24 44 29 18 18 13 17 16 18 17 22 18 21 12 11 845

관광통역(일본,중국) - - - - - - - - - - - - - - 11 10 19 11 10 27 15 9 14 8 1 1 136

패션 101 109 96 93 75 76 72 59 71 59 61 50 33 28 11 4 10 12 15 10 12 14 15 14 9 3 1719

사진 60 102 111 103 73 75 102 75 65 60 76 65 78 61 84 76 63 87 71 95 107 114 122 122 108 83 2410

공예 57 68 67 60 75 69 76 76 66 44 51 46 41 35 37 17 15 19 14 21 15 14 16 14 14 8 1165

철도
기술
(공
학)

- - - - - - - - - - - - - - - - - - - - 19 22 28 24 20 11 124

철도
경영 - - - - - - - - - - - - - - 6 7 20 27 29 51 9 0 　 6 6 2 163

사회
복지 - - - - - - - - - - - - - 29 33 34 40 52 49 57 48 85 77 57 57 42 660

경찰
경호 - - - - - - - - - - - - - - 5 10 12 20 28 25 31 39 50 42 43 41 346

교육
문화 - - - - - - - - - - - - - - 4 2 14 2 - - - - - - - - 22

광고
홍보 - - - - - - - - - - - - - - 8 9 16 - - - - - - - - - 33

뷰티
코디
네이
션

- - - - - - - - - - - - - - 10 10 27 41 37 49 47 47 40 53 23 30 414

소방
방재 - - - - - - - - - - - - - - 10 13 22 42 54 80 79 100 75 90 79 72 716

부동
산지
적

- - - - - - - - - - - - - - - 11 12 18 22 22 26 26 33 34 19 16 239

위성
정보 - - - - - - - - - - - - - - - - 4 11 13 15 25 15 16 14 19 8 140

신재
생 - - - - - - - - - - - - - - - - - - - 7 6 19 25 37 33 33 160

사이
버보
안

- - - - - - - - - - - - - - - - - - - - - 8 11 26 22 2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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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
기

- - - - - - - - - - - - - - - - - - - 2 9 21 30 36 21 22 141

산업
디자
인

- - - - - - - - - - - - - - - - - - - 9 15 27 16 14 30 12 123

문헌
정보 - - - - - - - - - - - - - - - - - - - 13 13 15 20 25 23 20 129

심리
치료 - - - - - - - - - - - - - - - - - - - 16 29 28 52 40 39 28 232

간호 - - - - - - - - - - - - - - - - - - - 22 26 65 97 91 99 115 515

식품 - - - - - - - - - - - - - - - - - - - - 16 22 22 37 34 20 151

응급
구조 - - - - - - - - - - - - - - - - - - - - 14 19 28 32 36 36 165

스포
츠 - - - - - - - - - - - - - - - - - - - 2 5 11 14 21 26 15 94

건축
(계
약)

- - - - - - - - - - - - 16 19 14 1 - - - - - - - - - - 50

소방
방재(
계약)

- - - - - - - - - - - - 17 15 43 12 23 24 16 - - - - - - - 150

경영
관리(
계약)

- - - - - - - - - - - - - - 55 - 22 22 16 - - - - - - - 115

세무
(계
약)

- - - - - - - - - - - - - 45 52 - - 39 14 9 11 6 - - - - 176

경찰
복지(
계약)

- - - - - - - - - - - - - - - - - 20 - - - - - - - - 20

자치
행정(
계약)

- - - - - - - - - - - - - - 29 - 16 - - - - - - - - - 45

뷰티
코디(
계약)

- - - - - - - - - - - - 13 15 34 - - - - - - 9 - - - - 71

사회
복지(
계약)

- - - - - - - - - - - - - - - - - - 17 - - - - - - - 17

산업
경영(
계약)

- - - - - - - - - - - - - - - - - - - 20 20 18 11 18 16 4 107

산업
시스
템(계
약)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테크
노(계
약)

- - - - - - - - - - - - - - - - - - - 14 11 5 - - - - 30

비즈니스외국어(계약) - - - - - - - - - - - - - - - - - - - 5 3 5 - - - - 13

합계2346 2754 2889 2590 2014 1833 2176 1532 1584 1087 1175 1031 1,1501,0581,192 849 875 871 846 1114 1156 1306 1417 1455 1286 1077 6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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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동창회
1) 연 혁

우리 모교는 1963년 5년제 공업전문학교에서 출발하여 1997년 일반 종합대학인 현재의

경일대학교로 승격하기까지 9차례의 교명 변경과 2차례의 학제 변경, 그리고 2차례의

캠퍼스 이전이라는 남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창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회원수가 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창회의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집니다.

․ 태동기

1968년 제1회 졸업생부터 매년 동문들이 배출되었으나 미처 총동창회를 결성하지 못하다

가 1972년 3월 10일 석호구 초대회장이 흩어져 있던 동문들을 모아 총동창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태동기로 명명해 봅니다.

․ 1차 변혁기

1975년 3월부터 1979년 2월까지 김정림 회장이 재임한 4년 동안 모교의 학제가 바뀌고

교명이 3번 변경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

다. 이 시기를 1차 변혁기로 구분해 봅니다.

․ 2차 변혁기

1984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이부영 회장의 재임 중 또 다시 학제 및 교명이 변경됨으로

인해 동창회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침체와 갈등의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이 회장은

동창회의 단합과 활성화를 위해 개인사무실 2층(중구 서문로, 20평)을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동창회 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동창회 명부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2차 변혁기라 할 수 있습니다.

․ 성숙기

1991년 3월부터 1998년 4월까지 강현중 회장이 재임하였고 7년 사이 모교가 현재의

하양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총동창회 총회를 개최하여 본관 앞 웅비상 조형물을 기증하고,

총동창회 명부를 발간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의 유대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성숙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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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기

2002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남기수 회장이 재임한 6년 동안 여러 사업들 중 총동창회장

배 골프대회와 경일인 등반대회 및 신년교례회, 총회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준 높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도 “하면 된다”는 경일인의 긍지를 심어준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고 봅니다. 제34대 이덕록 회장은 2008년 4월 취임하여 전임 남기수 회장이 기틀을 마련한

각종 사업들은 확대 발전시키고자 재도약의 기치를 걸고 각 지역동창회와 학과(부)동창회

회장단 연석회의 및 친선골프모임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각종행사를 성황리

에 개최함으로써 대구․경북에서 가장 으뜸가는 동창회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36대~37

대 윤진필 회장은 2012년 4월에 취임하여 특유의 추진력으로 모교 개교 50주년 사업

및 업그레이드된 총동창회 명부를 재발간하였으며, 특히 지난 6 ․ 4 지방선거 당선동문

32명에 대해 축하연을 개최하였는데 단체장(4명), 광역시의원 (10명), 기초의원(18명)으로

내용면에서도 크게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38대 이한수 회장은 2016년 4월에

취임하여 그동안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15년간 봉사하면서 느낀바 모교와 동창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할 것이며,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지역학부(과) 동창회간 긴밀한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동창회는 모교의 발전과 함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대학과 동창회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동창회지표

가. 和合

나. 奉仕

다. 參與

3) 연락처

※ 동창회주소지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 전화 : (053)600-4990, 4991 FAX : (053)600-4995

※ 홈페이지 : http://alumni.kiu.ac.kr

(www.kiu.ac.kr(경일대) 접속 → 우측하단 <교내 주요사이트> → 총동창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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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회장

- 초대 회장 : 석구호 (1972. 3 ～ 1973. 3)

- 2 ～3 대 : 김승도 (1973. 3 ～ 1975. 3)

- 4 ～ 7 대 : 김정림 (1975. 3 ～ 1979. 3)

- 8 ～ 9 대 : 이종형 (1979. 3 ～ 1981. 3)

- 10 대 : 문찬수 (1981. 3 ～ 1982. 3)

- 11 대 : 이진길 (1982. 3 ～ 1983. 3)

- 12 대 : 김상환 (1983. 3 ～ 1984. 3)

- 13～15 대 : 이부영 (1984. 3 ～ 1987. 3)

- 16 대 : 김홍모 (1987. 3 ～ 1988. 1)

- 17～19 대 : 이상철 (1988. 1 ～ 1991. 3)

- 20～26 대 : 강현중 (1991. 3 ～ 1998. 3)

- 27～30 대 : 이재녕 (1998. 3 ～ 2002. 3)

- 31～33 대 : 남기수 (2002. 4 ～ 2008. 3)

- 34～35대 : 이덕록 (2008. 4 ～ 2012. 3)

- 36～37대 : 윤진필 (2012. 4 ～ 2016. 3)

- 38～현재 : 이한수 (2016. 4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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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경일대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회 회원은 모교애로서 단결하여 회원상호간에 모교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영남대학교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 및 영남공업고등전문학교, 영남공업

전문학교, 경북공업전문학교, 경북공업전문대학, 경북개방대학 및 경북산업대학,

경북산업대학교, 경일대학교 졸업생이 된다.

2.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 또는 퇴직한 교원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본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며, 필요한 지역과 직장에 분회 또는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진다.

제6조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발전과 친목에 관한 일

2. 모교의 발전 향상에 관한 일

3. 회원의 권익 옹호 및 공제후생에 관한 일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일

제7조 본회 임원 및 감사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5명 이내

3. 이 사 : 약간 명

4. 감 사 : 2명

제8조 본회 임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시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 공무를 심의‧결의한다.

4. 감사는 본회의 경리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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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선출방법은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되 투표권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3. 이사의 선출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 과별 및 지역동문회 임원진을 이사로 추대함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생 인원을

감안하여 7명(학과당) 이내로 한다. 단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가감할 수 있다.

4. 영입되는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본회는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모교 총장이 된다.

2. 고문은 역대 동창회장과 본회 발전을 위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각 지역 동문회장과 과동문 회장은 당연직 명예부회장으로 추대한다.

제12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① 총동창회는 매년 10월중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의 보고

2. 예산‧결산보고

3. 기타 중요한 사항의 보고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1/3이상의 연서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1회로 3월중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를 겸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연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 1/3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예산‧결산의 심의 의결 및 감사보고

3. 회비의 결정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총회를 소집할 시는 회장은 1주전에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그 과반수로써 한다.

제15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그 과반수로 한다.

제16조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결재 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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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무 국

제17조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서는 ‘총무부’ ‘홍보부’ ‘재무부’

‘직업보도부’ ‘특별활동부’ ‘여성부’를 두고 부장은 각 1명을 둔다.

제18조 사무국장과 각 부장은 부회장의 재청으로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단, 회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사무국의 관장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국장은 본회 업무를 담당한다.

나. 총무부는 업무일지의 기록 및 기타 서류보관 이관 등 조직에 관한 업무

다. 홍보부는 기획, 각종 홍보활동에 관한 업무

라. 재무부는 경비, 재정에 관한 업무

마. 직업보도부는 직업보도에 관한 일반사항

바. 특별활동부는 특별활동에 관한 일반사항

사. 여성부는 여자 졸업생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계

제20조(회계 년도) 본회는 회계 년도는 당해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1조(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동창회)와, 특별회계(동창회비를 제외한 이사

연회비, 찬조금, 기타)로 하며 본회 경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충당한다.

제22조(재무원 등) ①회장은 소속 부에 위임하여 세입금의 수납, 계약, 사무 및 지출원인행

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재무원’, 세입금

의 수납 및 세입자금의 관리사무를 위임받는 자를 ‘세입 수납원’이라 하고 이는 회장이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지출원) 본회의 지출원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제22조 제1, 2항(재무원 및 세입수납

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예산안편성) 회장은 차 회계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구분) 예산은 수입 또는 지출의 성질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업별 또는 조직 단위별로 구분한다.

제26조(예산안 내용) 예산총칙은 세입‧세출 예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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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비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총예산의 10/100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필요불가결한 경비에 대하여 전회계년도 예산에 준용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회계년도 예산이 의결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예산안의 전용) 예산안은 각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단,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0조(결산보고) 본회의 결산보고는 당회계년도 회의에서 미리 결산, 보고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상 벌

제31조 본회의 발전과 명예를 앙양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포상한다.

제32조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명예를 손상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는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로서 연속 4회 이상 불참이사는 참석 이사의 2/3의 결의로서 제명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 및 일반관례에 준용한다.

제2조 회칙 개정은 참석이사 1/3이상의 요구로 발의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3조 본 회칙은 1995년 3월 30일부터 발효한다.

1972년 1월 23일 회칙 개정

1973년 1월 25일 회칙 개정

1976년 2월 3일 회칙 개정

1977년 1월 23일 회칙 개정

1982년 1월 11일 회칙 개정

1986년 4월 5일 회칙 개정

1987년 3월 30일 회칙 개정

1989년 2월 21일 회칙 개정

1989년 3월 30일 회칙 개정



959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1992년 3월 27일 회칙 개정

1995년 3월 29일 회칙 개정(제3장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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