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학부 학사일정표
학 사 내 용 일 정 비고

1

신 ․ 편입생 수강신청기간 3. 2(수) ~ 3. 3(목)

개강일 3. 2(수)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3. 7(월) ~ 3. 15(화)

휴업 3. 9(수)

수강정정 기간 3. 7(월) ~ 3. 8(화)

조기졸업신청 3. 17(목) ~ 3. 18(금)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3학년) 3. 22(화) ~ 3. 23(수)

수강포기기간 3. 21(월) ~ 3. 22(화)

수업일수 1/4선 3. 28(월)

2022학년도 1학기 중간 수업평가 실시기간 4. 4(월) ~ 4. 15(금)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3. 28(월) ~ 3. 29(화)

수업일수 1/3선 4. 5(화)

개교기념일 4. 11(월)

중간고사 4. 20(수) ~ 4. 26(화)

수업일수 1/2선 4. 22(금)

수업일수 2/3선 5. 10(화)

가마골 축제 5. 24(화) ~ 5. 25(수)

2022학년도 1학기 학기말 수업평가 실시기간 5. 16(월) ~ 6. 3(금)

수업일수 3/4선 5. 19(목)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5. 23(월) ~ 5. 24(화)

계절학기 등록기간 5. 26(목) ~ 5. 27(금)

휴업 6. 1(수)

지정보강기간 6. 8(수) ~ 6. 14(화)

202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6. 7(화) ~ 7. 1(금)

기말고사 6. 15(수) ~ 6. 21(화)

성적입력기간 6. 15(수) ~ 6. 24(금)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6. 15(수) ~ 6. 28(화)

하계방학 6. 22(수)

하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6. 22(수) ~ 7. 12(화)

2022학년도 2학기 전(부)과 신청기간 7. 5(화) ~ 7. 6(수)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7. 12(화) ~ 7. 14(목)

계절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7. 12(화) ~ 7. 15(금)

2022학년도 2학기 복학기간 7. 25(월) ~ 7. 27(수)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8. 8(월) ~ 8. 9(화)

2021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8. 10(수)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생 발표 8. 10(수)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 19(금)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재수강신청 기간 8. 16(화) ~ 8. 19(금)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8. 18(목) ~ 8. 23(화)

2022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 8. 18(목) ~ 8.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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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편입생 수강신청기간 3. 2(수) ~ 3. 3(목)

개강일 3. 2(수)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3. 7(월) ~ 3. 15(화)

휴업 3. 9(수)

수강정정 기간 3. 7(월) ~ 3. 8(화)

조기졸업신청 3. 17(목) ~ 3. 18(금)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3학년) 3. 22(화) ~ 3. 23(수)

수강포기기간 3. 21(월) ~ 3. 22(화)

수업일수 1/4선 3. 28(월)

2022학년도 1학기 중간 수업평가 실시기간 4. 4(월) ~ 4. 15(금)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3. 28(월) ~ 3. 29(화)

수업일수 1/3선 4. 5(화)

개교기념일 4. 11(월)

중간고사 4. 20(수) ~ 4. 26(화)

수업일수 1/2선 4. 22(금)

수업일수 2/3선 5. 10(화)

가마골 축제 5. 24(화) ~ 5. 25(수)

2022학년도 1학기 학기말 수업평가 실시기간 5. 16(월) ~ 6. 3(금)

수업일수 3/4선 5. 19(목)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5. 23(월) ~ 5. 24(화)

계절학기 등록기간 5. 26(목) ~ 5. 27(금)

휴업 6. 1(수)

지정보강기간 6. 8(수) ~ 6. 14(화)

202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6. 7(화) ~ 7. 1(금)

기말고사 6. 15(수) ~ 6. 21(화)

성적입력기간 6. 15(수) ~ 6. 24(금)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6. 15(수) ~ 6. 28(화)

하계방학 6. 22(수)

하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6. 22(수) ~ 7. 12(화)

2022학년도 2학기 전(부)과 신청기간 7. 5(화) ~ 7. 6(수)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7. 12(화) ~ 7. 14(목)

계절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7. 12(화) ~ 7. 15(금)

2022학년도 2학기 복학기간 7. 25(월) ~ 7. 27(수)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8. 8(월) ~ 8. 9(화)

2021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8. 10(수)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생 발표 8. 10(수)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 19(금)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재수강신청 기간 8. 16(화) ~ 8. 19(금)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8. 18(목) ~ 8. 23(화)

2022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 8. 18(목) ~ 8.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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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8. 29(월)

조기졸업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9. 1(목) ~ 9. 2(금)

2022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9. 2(금) ~ 9. 9(금)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 9. 13(화) ~ 9. 17(토)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1학년) 9. 20(화) ~ 9. 21(수)

수강포기기간 9. 19(월) ~ 9. 20(화)

웅비학술제 9. 27(화) ~ 9. 28(수)

수업일수 1/4선 9. 22(목)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9. 29(목) ~ 9. 30(금)

수업일수 1/3선 9. 30(금)

2022학년도 2학기 중간 수업평가 실시기간 10. 4(화) ~ 10. 14(금)

중간고사 10. 17(월) ~ 10. 21(금)

수업일수 1/2선 10. 19(수)

수업일수 2/3선 11. 4(금)

2022학년도 2학기 학기말 수업평가 실시기간 11. 14(월) ~ 12. 2(금)

수업일수 3/4선 11. 15(화)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11. 21(월) ~ 11. 22(화)

계절학기 등록기간 11. 24(목) ~ 11. 25(금)

지정보강기간 12. 5(월) ~ 12. 9(금)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12. 5(월) ~ 1. 2(월)

기말고사 12. 12(월) ~ 12. 16(금)

성적입력기간 12. 12(월) ~ 12. 21(수)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12. 12(월) ~ 12. 23(금)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예치금 등록 12. 16(금) ~ 12. 19(월)

동계방학 12. 19(월)

동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12. 19(월) ~ 2023. 1. 6
(금)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
12. 29(목) ~ 2023. 1. 2
(월)

2023학년도 1학기 전부(과) 신청기간
2023. 1. 5(목) ~ 1. 6
(금)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2023. 1. 6(금) ~ 1. 10
(화)

계절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2023. 1. 6(금) ~ 1. 11
(수)

2023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2023. 1. 16(월) ~ 1. 18
(수)

2022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2023. 2. 8(수)

2023학년도 신입생 등록기간
2023. 2. 7(화) ~ 2. 9
(목)

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2023. 2. 6(월) ~ 2. 7
(화)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생 발표 2023. 2. 9(목)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023. 2. 14(화) ~ 2. 17
(금)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23. 2. 17(금)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23. 2. 20(월) ~ 2. 23
(목)

2023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
2023. 2. 20(월) ~ 2. 23
(목)

2023학년도 입학식 2023. 2. 27(월)

오리엔테이션[계열별, 학부(과)별]
2023. 2. 27(월) ~ 2. 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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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 편입생 수강신청기간 3. 2(화) ~ 3. 4(목)

개강일 3. 2(화)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3. 5(금) ~ 3. 15(월)

조기졸업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3. 18(목) ~ 3. 19(금)

수강포기기간 3. 17(수) ~ 3. 18(목)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3학년) 3. 24(수) ~ 3. 25(목)

수업일수 1/4선 3. 26(금)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3. 29(월) ~ 3. 30(화)

수업일수 1/3선 4. 5(월)

2021학년도 1학기 중간 수업평가 실시기간 4. 5(월) ~ 4. 16(금)

개교기념일 4. 11(일)

성적포기기간 4. 15(목) ~ 4. 16(금)

중간고사 4. 20(화) ~ 4. 26(월)

수업일수 1/2선 4. 22(목)

수업일수 2/3선 5. 10(월)

가마골 축제 5. 11(화) ~ 5. 13(목)

2021학년도 1학기 기말 수업평가 실시기간 5. 17(월) ~ 6. 4(금)

수업일수 3/4선 5. 19(수)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5. 24(월) ~ 5. 25(화)

계절학기 등록기간 5. 27(목) ~ 5. 28(금)

지정보강기간 6. 8(화) ~ 6. 14(월)

202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6. 7(월) ~ 7. 2(금)

기말고사 6. 15(화) ~ 6. 21(월)

성적입력기간 6. 15(화) ~ 6. 24(목)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6. 15(화) ~ 6. 28(월)

하계방학 6. 22(화)

하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6. 22(화) ~ 7. 12(월)

2021학년도 2학기 전(부)과 신청기간 7. 1(목) ~ 7. 2(금)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7. 12(월) ~ 7. 14(수)

계절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7. 12(월) ~ 7. 15(목)

2021학년도 2학기 복학기간 7. 26(월) ~ 7. 28(수)

2021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8. 4(수) ~ 8. 5(목)

2020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8. 4(수)

2021학년도 2학기 장학생 발표 8. 12(목)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 13(금)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재수강신청 기간 8. 17(화) ~ 8. 20(금)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8. 18(수) ~ 8. 23(월)

2021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 8. 18(수) ~ 8.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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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8. 30(월)

조기졸업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9. 2(목) ~ 9. 3(금)

2021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9. 3(금) ~ 9. 10(금)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 9. 10(금) ~ 9. 14(화)

수강포기기간 9. 15(수) ~ 9. 16(목)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1학년) 9. 16(목) ~ 9. 17(금)

수업일수 1/4선 9. 23(목)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면접전형 면접고사 9. 25(토)

웅비학술제 9. 28(화) ~ 9. 29(수)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9. 30(목) ~ 10. 1(금)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실기전형 실기고사
(노인체육복지학과, 태권도학과)

9. 29(수)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9/30~10/1)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실기전형 실기고사(스포츠재활의
학과)

9. 30(목)

수업일수 1/3선 10. 1(금)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지역인재면접전형 면접고

사
10. 2(토)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성인학습자전형 면접고사 10. 2(토)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면

접고사
10. 2(토)

2021학년도 2학기 중간 수업평가 실시기간 10. 4(월) ~ 10. 15(금)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10. 9(토)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면접

고사
10. 12(화) ~ 10. 15(금)

성적포기기간 10. 14(목) ~ 10. 15(금)

중간고사 10. 18(월) ~ 10. 22(금)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실기전형 실기고사(디지털미디어디자인

학과)
10. 16(토)

2022학년도신입생수시모집실기전형실기고사(K-컬쳐엔터테인먼트

학부)
10. 16(토) ~ 10. 19(화)

수업일수 1/2선 10. 20(수)

2022학년도신입생수시모집포트폴리오전형실기고사(만화애니메이션

학부)
10. 22(금)

2022학년도신입생수시모집지역인재실기전형실기고사(만화애니메이션

학부)
10. 22(금)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지역인재실기전형 실기고사(사진영상

학부)
10. 23(토)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실기전형 실기고사(사진영상

학부)
10. 22(금) ~ 10. 23(토)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실기전형 실기고사(만화애니메이션

학부)
10. 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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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2/3선 11. 5(금)

전공배정 결과 발표 11. 12(금)

2021학년도 2학기 기말 수업평가 실시기간 11. 15(월) ~ 12. 3(금)

수업일수 3/4선 11. 16(화)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11. 22(월) ~ 11. 23(화)

계절학기 등록기간 11. 25(목) ~ 11. 26(금)

지정보강기간 12. 6(월) ~ 12. 10(금)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12. 6(월) ~ 1. 3(월)

기말고사 12. 13(월) ~ 12. 17(금)

성적입력기간 12. 13(월) ~ 12. 22(수)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12. 13(월) ~ 12. 24(금)

동계방학 12. 20(월)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예치금 등록 12. 17(금) ~ 12. 20(월)

동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12. 20(월) ~ 2022. 1. 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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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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병설공업고등전

문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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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03. 04 ｢경북개방대학｣ 개교 및 입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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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의상디자

인학과

1985. 08. 30 9호관(강당) 준공

1986. 02. 28 경북공업전문대학 폐교

1987. 01. 22 경영학과 신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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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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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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

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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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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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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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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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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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

환경공학부 ▸생명화학공학부 ▸토목공학부 ▸건축학부 ▸건설정보공학부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경영학

부 ▸세무회계정보학부 ▸관광비즈니스학부 ▸국제무역컨벤션학부 ▸행정·

복지학부 ▸영어학부 ▸사진영상학부 ▸인테리어조형디자인학부 ▸섬유패

션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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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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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학부 ▸기계자동차설계학과 ▸경영공학과 ▸신소재환경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부 ▸건축학부 ▸도시정보지적공학과 ▸컴퓨

터제어·전기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방방재정보

학과 ▸자율전공학과 ▸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학과 ▸여성공무원비서학

부 ▸관광비즈니스학부 ▸무역전시컨벤션학과 ▸철도경영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경호학과 ▸영어학과 ▸관광통역학부 ▸미디어문학

과 ▸사진영상학부 ▸광고홍보학과 ▸인터넷신문방송학과 ▸인테리어조형

디자인학부 ▸뷰티패션학부

2004. 03. 11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모바일캠퍼스 개통

2004. 05. 07 대구관광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결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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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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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공학과 ▸건축학부 ▸건설정보공학과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전자정보

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방방재학부 ▸자연계열자율전공 ▸경영학

과 ▸회계비서학부 ▸관광비즈니스학과 ▸국제통상학과 ▸철도경영학부 ▸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경호학부 ▸부동산지적학과 ▸외국어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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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교육문화콘텐츠학과 ▸사진영상학부 ▸공예디자인학과 ▸뷰티패션

학부

2005. 05. 26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 참가

2005. 06. 15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 산·학 공동개발 협약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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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5. 23 GIS 전문인력양성 사업기관 선정

2007. 05. 23 【학과 명칭 변경】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 → 제어·전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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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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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

학부 ▸건설공학부 ▸건축학부 ▸위성정보공학과 ▸전기공학과 ▸로봇응용

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연계열자율전공학과 ▸철

도학부 ▸경찰학과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증권학과 ▸국제통

상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부 ▸부동산지적학과 ▸실무외국어학부 ▸

문헌정보학과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학과 ▸사진영상학부 ▸공예디자인학

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스

포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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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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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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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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융합보안연

구소 ▸3D콘텐츠연구소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광디스플레이연구소 ▸식

품과학연구소 ▸피해자학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자동차기술연구소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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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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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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창업지원단 내) ▸건설안전·정책연구소 신설

2012. 03. 01 【학제 개편】

▸실무외국어학부→비즈니스외국어학부 ▸건축학부→건축학과,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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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헬릭스연구소

신설

2013. 02. 01 【직제 개편】

▸국제교류교육원 한국어교육실 ▸국제교류부, 외국어교육팀→국제교류교

육팀

2013. 03. 01 【학제 개편】

▸비즈니스외국어학부→외국어학부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인문

사회계열자율전공학과→인문계열자율전공학과 ▸소방방재학부→소방방재학

과 ▸위성정보공학과→공간정보공학과 ▸뷰티학부→뷰티학과

2013. 03.중소기업청 주관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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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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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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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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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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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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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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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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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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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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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에 따른 적립금 및 그 밖에 이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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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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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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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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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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과 다음해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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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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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위원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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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수를, 추천감사는 추천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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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18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

한민국 국민이 아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

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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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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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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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

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그 밖에 직원을 겸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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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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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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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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항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

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

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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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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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

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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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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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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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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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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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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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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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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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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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

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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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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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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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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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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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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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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다.<개정 2019.11.15.>

⑧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15.08.19>

⑨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할 날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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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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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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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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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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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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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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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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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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 제7호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

다.<개정 2019.7.1>

8. 제44조 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11.15.>

9.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

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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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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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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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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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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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용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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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

정 2019.11.15.>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

다.<개정 2017.3.1>

⑥제5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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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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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

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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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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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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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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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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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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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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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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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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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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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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촉할 수 있다.<개정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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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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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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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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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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징계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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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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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위원

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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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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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②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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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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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

다.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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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3.1.><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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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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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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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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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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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른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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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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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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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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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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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한다.<개정 2019.11.15.>

③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5.08.19.>

<개정 2015.11.19><개정 2017.3.1>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1.19><개정 2017.3.1>

제91조(대학원장, 학장) ①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둔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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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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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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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대학교 본부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무처, 교육혁신처, 학생취업처, 기획처, 사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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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23><개정

2018.7.13><개정 2019.7.1>

②각 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직원으로 보하며, 각 처에는 부처장 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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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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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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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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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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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외부전문인사로 보하며, 부단장은 전임교원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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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2012.7.23.>

<개정 2015.08.19.><개정 2016.2.23.><개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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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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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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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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는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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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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기간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

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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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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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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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법 제79조 제3항에 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개방대학 교원으로 임

용하여야 한다.

부 칙

('86. 5. 23.) 문교사회 256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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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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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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

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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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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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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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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외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재직

교원의 임용기간에 있어 임용기간 만료 후의 재임용 및 신규채용 교원은 본 정관의 규정

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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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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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본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재직교원의 임용기간에 있어 임용기간 만료 후의 재임용․승진임용 및 신규임용 교원

은 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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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경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

대학교는 2003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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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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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산업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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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경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

대학교는 2003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

한 학생(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경일대학

교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일대학교에서 관

리한다.

제4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

산업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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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북산업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

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경일대학교 소속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산업

대학교는 2008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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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군입대, 휴학생 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경일대학

교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일대학교에서 관

리한다.

제4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경북

산업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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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

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적용 할 수 있다.

1. 교 수: 7년

2. 부 교 수: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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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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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3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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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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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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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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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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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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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7-3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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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 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하

는 것으로 본다.<제정 2019.7.1.>

부 칙

(2019. 11. 15.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9-5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20.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19-8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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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0. 03. 20. 의결) 일청학원이사회회의록 2020-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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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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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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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우 종
경 영 부 총 장 김 성 찬 
산 학 특 임 부 총 장 김 현 우
입 학 특 임 부 총 장 이 현 준

3) 본부보직

직 위 성 명

교 무 처 장 최 종 성
교 무 부 처 장 이 수 미
교 육 혁 신 처 장 강 우 종
교 육 혁 신 부 처 장 유 호 정
학 생 처 장 이 점 찬
학 생 부 처 장 박 현 숙
취 업 처 장 원 철 호
입 학 처 장 이 현 준
입 학 부 처 장 김 용 성
기 획 처 장 정 석 봉
사 무 처 장 최 우 성
정 보 처 장 김 두 연
원 격 교 육 지 원 센 터 장 오 태 원
교 직 과 정 부 장 이 수 미
교 육 과 정 개 발 센 터 장 강 상 균
교 육 과 정 개 발 센 터 부 센 터 장 안 예 지
학 생 성 장 센 터 장 유 호 정
교 수 학 습 개 발 센 터 장 유 미 나
I R 센 터 장 강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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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

5) 산학협력단 보직

I R 센 터 부 센 터 장 한 현 석
창 의 융 합 교 육 센 터 장 김 충
통 합 상 담 관 리 센 터 장 김 은 영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장 이 점 찬
학 생 상 담 센 터 장 김 은 영
건 강 증 진 센 터 장 박 용 경
K I U 스 포 츠 단 장 김 상 범
e – 스 포 츠 센 터 장 정 기 현
KIU스포츠단축구부장/지도교수 이 인 제
KIU스포츠단야구부장/지도교수 김 상 범
KIU스포츠단태권도부장/지도교수 손 태 진
KIU스포츠단컬링부장/지도교수 이 원 희
KIU스포츠단수영부장/지도교수 박 재 영
KIU스포츠단배구부장/지도교수 김 연
K I U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장 원 철 호
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장 장 부 환
뉴 미 디 어 홍 보 실 장 이 재 민
K I U 지 역 선 도 대 학 사 업 단 장 문 종 식
특수목적 단과대학 및 학부총괄 이 현 준

직 위 성 명

대 학 원 장 강 우 종
K – 글 로 벌 대 학 원 장 강 형 구
S M A R T 엔 지 니 어 링 대 학 장 김 해 수
S M A R T 라 이 프 대 학 장 신 효 진
S M A R T 스 포 츠 대 학 장 박 인 성
기 업 인 재 대 학 장 강 상 균
미 래 융 합 대 학 장 엄 태 영
미 래 융 합 대 학 부 학 장 윤 성 일
후 지 오 네 칼 리 지 학 장 윤 정 헌

직 위 성 명

산 학 협 력 단 장 권 성 근
중 소 기 업 산 학 협 력 센 터 장 권 성 근
공 용 장 비 운 영 센 터 장 권 성 근
K I U 융 복 합 콘 텐 츠 사 업 지 원 센 터 장 한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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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속기구 보직

자 동 차 부 품 시 험 R I C 센 터 장 곽 동 순
K I U 무 인 항 공 교 육 원 장 백 승 찬
K I U 무 인 항 공 교 육 부 원 장 박 은 광
자 동 차 부 품 H R D 사 업 단 장 권 성 근
웹툰스마트콘텐츠인재양성사업단장 류 지 헌

직 위 성 명

K I U 교 육 혁 신 위 원 회 부 위 원 장 강 우 종
국 책 사 업 추 진 단 장 정 석 봉
K I U 인 권 센 터 장 최 종 성
대 학 혁 신 지 원 사 업 단 장 김 두 연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양 인 숙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전 문 간 사 박 재 영
스 마 트 혁 신 본 부 장 정 석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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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소 장 김 호 권
스 마 트 콘 텐 츠 & 미 디 어 랩 부 소 장 이 재 민
소 프 트 웨 어 랩 소 장 하 일 규
스 마 트 웰 니 스 랩 소 장 정 지 규
스 마 트 팩 토 리 랩 소 장 최 재 운
스 마 트 레 질 리 언 스 랩 소 장 김 성 찬
조 기 취 업 형 계 약 학 과 사 업 단 장 남 지 운
조 기 취 업 형 계 약 학 과 사 업 부 단 장 장 부 환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단 장 엄 태 영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부 단 장 윤 성 일
성 인 학 습 지 원 센 터 장 유 미 나
L I N C 3.0 사 업 단 장 김 현 우
L I N C 3.0 사 업 부 단 장 노 광 택
산 학 인 재 교 육 원 장 김 현 우
산 학 교 육 센 터 장 오 진 택
창 업 교 육 센 터 장 오 진 탁
D X 모 빌 리 티 I C C 센 터 장 김 동 길
X R 미 디 어 I C C 센 터 장 김 유 진
기 업 성 장 지 원 센 터 장 노 광 택
K O L L A B O 공 유 협 업 센 터 장 엄 태 영
창 업 지 원 단 장 권 성 근
창 업 지 원 부 단 장 유 병 선
창 업 보 육 센 터 장 권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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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속기관장

8) 부설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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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준
지 구 관 측 센 터 장 홍 창 기
식 품 과 학 연 구 소 장 남 지 운
범 죄 피 해 연 구 소 장 김 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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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종 호

직 위 성 명

국 제 교 류 교 육 원 장 강 형 구
국 제 교 류 교 육 원 부 원 장 손 용 호
한 국 어 학 당 장 강 형 구
학 생 생 활 관 장 배 광 훈
학 생 생 활 관 부 관 장 조 준 현
학 술 정 보 원 장 임 형 연
학 술 정 보 원 부 원 장 권 오 윤
신 문 사 주 간 이 재 민
K I U 철 도 아 카 데 미 원 장 김 형 준
사 회 공 헌 원 장 엄 태 영
K I U 지 역 사 회 공 헌 센 터 장 엄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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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 섭
중 장 년 기 술 창 업 센 터 장 (달 성) 박 충 기
메 이 커 스 페 이 스 사 업 단 장 권 성 근
이 노 폴 리 스 캠 퍼 스 사 업 단 장 권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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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부(과)장, 학부(과) 부속센터장, 전공주임교수

직 위 성 명

자 율 전 공 학 부 장 임 형 연
기 계 자 동 차 학 부 장 한 경 희
기 계 공 학 과 장 한 경 희
자 율 주 행 자 동 차 학 과 장 유 병 용
컴 퓨 터 사 이 언 스 학 부 장 하 일 규
클라우드컴퓨팅전공주임교수 하 일 규
게임엔터테인먼트전공주임교수 하 일 규
전 기 공 학 과 장 박 광 서
철 도 학 부 장 윤 동 희
소 방 방 재 학 부 장 김 화 영
건 축 학 부 장 이 광 현
건 축 학 전 공 (5년) 주 임 교 수 이 광 현
건 축 공 학 전 공 주 임 교 수 오 진 탁
건 설 방 재 학 과 장 박 기 범
만 화 애 니 메 이 션 학 부 장 한 수 희
K–컬쳐엔터테인먼트학부장 이 학 준
사 진 영 상 학 부 장 이 재 욱
디 지 털 미 디 어 디 자 인 학 과 장 강 명 지
K – 뷰 티 학 과 장 박 선 민
간 호 학 과 장 유 소 연
응 급 구 조 학 과 장 이 상 구
상 담 심 리 학 과 장 박 주 령
경 찰 학 과 장 박 동 수
부 동 산 지 적 학 과 장 한 수 희
사 회 복 지 학 과 장 신 효 진
항 공 서 비 스 학 과 장 이 종 호
글 로 벌 비 즈 니 스 학 과 장 최 재 운
스 포 츠 융 합 학 과 장 정 지 규
전 문 스 포 츠 학 부 장 김 연
엘 리 트 육 성 전 공 주 임 교 수 김 상 범
축 구 학 과 장 이 원 희
태 권 도 학 과 장 손 태 진
스 포 츠 재 활 의 학 과 장 박 인 성
노 인 체 육 복 지 학 과 장 김 경 오
스 마 트 팩 토 리 융 합 학 과 장 박 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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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52

10) 연계전공주임교수

스 마 트 경 영 공 학 과 장 노 광 택
스 마 트 산 업 학 부 장 안 현 수
원 자 력 에 너 지 융 합 학 과 장 안 현 수
스 마 트 팩 토 리 전 공 주 임 교 수 안 현 수
스 마 트 자 동 차 전 공 주 임 교 수 신 재 호
스 마 트 경 영 학 부 장 임 경 국
부 동 산․재 테 크 전 공 주 임 교 수 장 재 일
사 회 복 지 실 무 전 공 주 임 교 수 엄 태 영
융 합 경 영 전 공 주 임 교 수 임 경 국
평 생 교 육 학 부 장 유 미 나
평 생 교 육 전 공 주 임 교 수 안 예 지
재 활 심 리 치 료 전 공 주 임 교 수 안 예 지
평 생 K I U M 학 부 장 신 재 호
평 생 교 육 원 장 엄 태 영
B L S – T S 센 터 장 김 아 정
K A L S – T S 센 터 장 박 용 경
재 해 구 호 전 문 인 력 양 성 센 터 장 김 아 정
임 상 간 호 시 뮬 레 이 션 센 터 장 박 용 경
교 양 학 부 장 윤 정 헌
더 K I U M 센 터 장 김 충
자 기 진 로 설 계 학 부 장 임 형 연
국 제 K I U M 학 부 장 강 형 구
스 마 트 융 합 학 부 장 박 현 수
기 계 자 동 화 융 합 학 부 장 신 재 호
화 학 공 학 과 장 이 창 훈
에 너 지 공 학 전 공 주 임 교 수 최 종 호
공 간 정 보 전 공 주 임 교 수 한 수 희
식 품 개 발 학 과 장 김 미 현
의 용 공 학 과 장 박 종 원
아 동 문 헌 정 보 전 공 주 임 교 수 임 형 연
로 봇․모 빌 리 티 진 공 주 임 교 수 한 봉 수
상 경 학 부 장 손 수 석
전 자 공 학 과 장 김 해 수

직 위 성 명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
( C S I 과 학 수 사) 박 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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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처장, 부단장 및 센터장

직 위 성 명

교 무 부 처 장 이 수 미

입 학 부 처 장 김 용 성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단 부 단 장 윤 성 일

조 기 취 업 형 계 약 학 과 사 업 단 부 단 장
장 부 환

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장

중 년 기 술 창 업 센 터 장 이 경 섭, 박 충 기

대 구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센 터 장 유 병 선

12) 관장, 부관장

직 위 성 명

학 생 생 활 관 장 배 광 훈
학 생 생 활 관 부 관 장 조 준 현

13) 부원장, 부학장

직 위 성 명

미 래 융 합 대 학 부 학 장 윤 성 일

학 술 정 보 원 부 원 장 권 오 윤

국 제 교 류 교 육 원 부 원 장 손 용 호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
(앱 창 업) 하 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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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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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로 벌 한 국 학) 강 형 구

연 계 전 공 주 임 교 수
(웹 툰 스 마 트 콘 텐 츠) 류 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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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장

직 위 성 명

교 직 과 정 부 장 이 수 미

원 격 교 육 지 원 센 터 부 장 안 영 진

창 의 융 합 교 육 센 터 부 장 박 종 철

I R 센 터 부 장 김 동 명

교 육 과 정 개 발 센 터 부 장 변 효 종

학 생 성 장 센 터 부 장
장 규 하

교 수 학 습 개 발 센 터 부 장

취 업 처 부 장 석 광 중

대 외 협 력 부 장 강 열 석

정 보 처 부 장 김 형 호

교 양 교 학 팀 부 장 장 용 종

평 생 교 육 원 부 장 윤 성 일

L I N C 3 . 0 사 업 단 부 장 이 진 우

대 학 혁 신 지 원 사 업 단 부 장 장 규 하

조 기 취 업 형 계 약 학 과 사 업 단 부 장 이 종 덕

감 사 실 부 장
박 재 우

법 인 사 무 국 장

산 학 진 흥 팀 부 장 서 석 교

15) 실장

직 위 성 명

교 육 지 원 실 장 오 상 명

자 동 차 부 품 시 험 R I C 김 진 우

K I U 무 인 항 공 교 육 원 실 장 전 명 수

16) 팀장

직 위 성 명

교 무 팀 장 진 지 연

수 업 학 적 팀 장
전 철 민

교 직 과 정 부 팀 장

평 가 인 증 팀 장 김 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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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터 관 리 팀 장

학 생 지 원 팀 장

박 종 국학 생 상 담 센 터 팀 장

건 강 증 진 센 터 팀 장

장 학 복 지 팀 장
손 지 영

장 학 사 정 관 실 팀 장

K I U 스 포 츠 단 팀 장 최 호 태

예 비 군 연 대 팀 장 김 영 철

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팀 장

석 광 중
취 업 지 원 팀 장

진 로 개 발 팀 장

K I U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팀 장

입 학 사 정 관 실 팀 장 김 용 성

입 학 관 리 팀 장
황 태 수

입 학 홍 보 팀 장

기 획 팀 장 김 준 환

총 무 팀 장
이 유 호

법 인 사 무 국 과 장

자 산 관 리 팀 장

전 대 하구 매 팀 장

산 학 구 매 팀 장

재 무 팀 장
김 영 신

산 학 재 무 팀 장

정 보 인 프 라 팀 장
최 성 환

클 라 우 드 운 영 팀 장

국 제 K I U M 학 부 팀 장 손 용 호

교 학 팀 장
김 정 미

산 업 경 영 대 학 원 팀 장

스 마 트 혁 신 본 부 팀 장 이 진 우

감 사 실 팀 장 홍 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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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장

직 위 성 명

교 무 팀 계 장 함 현 정

수 업 학 적 팀 계 장 박 수 진

학 생 지 원 팀 계 장
정 진 규

건 강 증 진 센 터 계 장

취 업 지 원 팀 계 장 박 청 연

입 학 관 리 팀 계 장 최 효 진

대 외 협 력 부 계 장 김 혜 영

자 산 관 리 팀 계 장 장 성 규, 김 선 화

정 보 개 발 팀 계 장 성 지 현, 장 문 석

국 제 학 생 지 원 팀 계 장

조 현 정국 제 교 류 팀 계 장

국 제 K I U M 학 부 계 장

생 활 관 행 정 팀 계 장 곽 동 호, 조 용 헌

법 인 사 무 국 과 장

학 술 정 보 운 영 팀 장
김 혜 진

학 술 정 보 개 발 팀 장

국 제 교 류 팀 장

김 홍 석국 제 학 생 지 원 팀 장

한 국 어 학 당 팀 장

생 활 관 행 정 팀 장 김 석 수

K I U 철 도 아 카 데 미 팀 장 박 영 주

사 이 버 기 술 지 원 팀 장 김 형 호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57

3. 교직원 명단
(1) 교무처

(2) 교육혁신처

소 속 직 책 성 명

교 무 처 부 처 장 이 수 미

교 직 과 정 부

부 장 이 수 미

팀 장 전 철 민

팀 원 김 민 성

교 무 팀

팀 장 진 지 연

계 장 함 현 정

팀       원 김 형 규

팀 원 이 주 양

수 업 학 적 팀

팀 장 전 철 민

계 장 박 수 진

팀 원 임 은 석

팀 원 김 민 성

팀 원 손 유 화

교 육 지 원 실
실 장 오 상 명

팀 원 김 지 영

원 격 교 육 지 원 센 터
부 장 안 영 진

팀 원 김 호 교

소 속 직 책 성 명

I R 센 터 부 장 김 동 명

데 이 터 관 리 팀 팀       장 김 동 명

평 가 인 증 팀
팀 장 김 동 명

팀 원 강 규 현

교 육 과 정 개 발 센 터

부       장 변 효 종

팀       원 김 선 연

팀 원 김 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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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처

소 속 직 책 성 명

학 생 성 장 센 터
부 장 장 규 하

팀 원 이 연 우 

교 수 학 습 개 발 센 터
부       장 장 규 하

팀       원 김 종 호

소 속 직 책 성 명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팀 원 김 현 정

팀 원 김 경 미

학 생 상 담 센 터
팀 장 박 종 국

팀       원 김 현 정

장 학 사 정 관 실 팀 장 손 지 영

건 강 증 진 센 터

팀       장 박 종 국

팀 원 김 숙 현

팀 원 이 성 일

학 생 지 원 팀

팀      장 박 종 국

계 장 정 진 규

팀 원 고 재 열

장 학 복 지 팀
팀 장 손 지 영

팀 원 임 수 연

K I U 스 포 츠 단

부       장 류 승 우

팀 장 최 호 태

팀 원 고 재 열

감 독 허 규 옥

감 독 곽 완 섭

코 치 권 영 호

코 치 황 장 근

코 치 박 준 서

코 치 이 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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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학처

(5) 취업처

코 치 한 종 호

코 치 김 성 엽

코 치 김 치 구

코 치 김 백 만

코 치 백 상 원

코 치 남 민 호

코 치 조 완 기

코 치 김 하 상

예 비 군 연 대
연  대  장 이 대 훈

팀       장 김 영 철

소 속 직 책 성 명

입 학 처 부 처 장 김 용 성

입 학 관 리 팀

팀 장 황 태 수

계 장 최 효 진

팀 원 이 민 형

입 학 홍 보 팀

팀       장 황 태 수

팀       원 이 민 형

팀 원 김 도 현

팀 원 노 승 환

소 속 직 책 성 명

 취 업 처 부 장 석 광 중

K I U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팀 장 석 광 중

팀 원 서 장 휴

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센 터 장 장 부 환

팀       장 석 광 중

팀 원 서 장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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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처

(7) 사무처

팀 원 음 지 영

취 업 지 원 팀

팀 장 석 광 중

계 장 박 청 연

팀 원 음 지 영

진 로 개 발 팀

팀 장 석 광 중

팀 원 서 장 휴

팀 원 김 석 규

팀 원 윤 다 영

소 속 직 책 성 명

뉴 미 디 어 홍 보 실 팀 원 탁 수 지

기 획 팀

부 장 강 열 석

팀 장 김 준 환

팀 원 천 아 리

팀 원 박 은 선

대 외 협 력 부

부 장 강 열 석

팀 원 서 보 영

계 장 김 혜 영

팀 원 진 민 수

팀 원 함 지 수

KIU지역선도대학사업단
팀 원 박 은 선

팀 원 장 송 이

소 속 직 책 성 명

사  무  처 처 장 최 우 성

총  무  팀

팀 장 이 유 호

팀 원 강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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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처

팀 원 고 은 별

팀 원 이 수 현

팀 원 전 진 우

팀 원 정 태 영

팀 원 이 근 철

팀 원 한 원 경

팀 원 시 은 미

팀 원 정 진 솔

자 산 관 리 팀

팀 장 전 대 하

계 장 김 선 화

팀       원 김 형 봉

계 장 장 성 규

팀 원 한 동 준

팀 원 김 용 호

재  무  팀

팀 장 김 영 신

팀 원 최 재 은

팀 원 최 석 환

구 매 팀
팀 장 전 대 하

팀 원 김 건 오

소 속 직 책 성 명

정 보 처 부 장 김 형 호

정 보 개 발 팀

계 장 성 지 현

계 장 장 문 석

팀 원 강 창 길

팀 원 박 경 민

팀 원 김 명 진

팀 원 이 두 현

정 보 인 프 라 팀 팀 장 최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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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

(10) 대학원

팀 원 김 영 욱

클 라 우 드 운 영 팀

팀 장 최 성 환

팀 원 장 문 석

소 속 직 책 성 명

국 제 K I U M 학 부

팀 장 손 용 호

계 장 조 현 정

팀 원 최 세 헌

스 마 트 융 합 학 부 팀 원 김 지 영

더 K I U M 센 터 팀 원 이 선 애

교 양 교 학 팀

부 장 장 용 종

팀 원 이 선 애

팀 원 김 병 구

산 학 교 육 개 발 센 터 팀 장 이 진 우

산 학 교 육 운 영 센 터 팀 장 이 진 우

창 의 융 합 교 육 센 터
부 장 박 종 철

팀 원 전 진 영

미 래 융 합 대 학 부 학 장 윤 성 일

평 생 K I U M  학 부
연 구 원 김 예 슬

팀       원 김 태 현

평 생 교 육 원
부 장 윤 성 일

팀 원 박 은 선

디 지 털 역 량 교 육 사 업 단 팀 장 서 석 교

소 속 직 책 성 명

대 학 원 교 학 팀
팀 장 김 정 미

팀       원 조 선 영

산 업 경 영 대 학 원 교 학 팀 팀 장 김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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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혁신지원사업단

(12) 생명윤리위원회

(13)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14) 성인학습지원센터

(15) 평생교육행정팀

(16) 스마트혁신본부

팀       원 조 선 영

메 카 트 로 닉 스 공 학 과 팀 원 임 수 민

소 속 직 책 성 명

대 학 혁 신 지 원 사 업 단

부 장 장 규 하

팀 원 정 유 은

팀 원 이 지 영

소 속 직 책 성 명

평 생 교 육 체 제 지 원 사 업 단 부 단 장 윤 성 일

소 속 직 책 성 명

평 생 교 육 행 정 팀

팀 원 남 홍 주

팀 원 김 동 욱

팀 원 김 태 현

팀 원 김 신 혜

팀 원 장 재 묵

소 속 직 책 성 명

생 명 윤 리 위 원 회
부 장 김 동 명

팀 원 강 규 현

소 속 직 책 성 명

성 인 학 습 지 원 센 터
팀 원 김 동 욱

팀 원 김 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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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업지원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18) 중장년기술창업센터(달성)

(19) 중장년기술창업센터(칠곡)

(20) LINC+사업단

(21) 국책사업추진단

(22)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

(23) 감사실

소 속 직 책 성 명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
부 단 장 장 부 환

부 장 이 종 덕

소 속 직 책 성 명

스 마 트 혁 신 본 부
팀 장 이 진 우

팀 원 김 지 영

스 마 트 콘 텐 츠 & 미 디 어 랩 팀 원 탁 수 지

자 율 주 행 차
융 합 기 술 연 구 소

팀 원 전 진 영

팀 원 최 소 리

소 속 직 책 성 명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센 터 장 유 병 선

소 속 직 책 성 명

중장년기술창업센터(달성) 센 터 장 박 충 기

소 속 직 책 성 명

중장년기술창업센터(칠곡) 센 터 장 이 경 섭

소 속 직 책 성 명

L I N C + 사 업 단 부 장 이 진 우

소 속 직 책 성 명

국 책 사 업 추 진 단 팀 원 김 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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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KIU인권센터

(25) 학술정보원

(26) 국제교류교육원

소 속 직 책 성 명

감 사 실
부 장 박 재 우

팀 장  홍 성 화

소 속 직 책 성 명

K I U 인 권 센 터
계 장 정 진 규

팀 원 김 현 정

소 속 직 책 성 명

학 술 정 보 원 부 원 장 권 오 윤

학 술 정 보 운 영 팀

팀 장 김 혜 진

팀 원 한 영 지

팀 원 이 경 나

팀 원 차 해 미

팀 원 윤 태 규

학 술 정 보 개 발 팀

팀       장 김 혜 진

팀       원 한 영 지

팀       원 오 유 림

팀       원 박 종 희

소 속 직 책 성 명

국제교류교육원 부 원 장 손 용 호

국 제 교 류 팀

팀       장 김 홍 석

계 장 조 현 정

팀 원 김 민 지

국 제 학 생 지 원 팀

팀       장 김 홍 석

계 장 조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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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학생생활관

(28) 신문사

(29) 철도아카데미

(30) 사회공헌원

팀 원 김 종 율

팀 원 최 세 헌

한 국 어 학 당

팀       장 김 홍 석

팀       원 김 종 율

팀       원 김 민 지

소 속 직 책 성 명

학 생 생 활 관 관       장 배 광 훈

생 활 관 행 정 팀

팀 장 김 석 수

계       장 곽 동 호, 조 용 헌

팀 원 신 효 식

팀 원 신 태 훈

팀 원 이 기 영

팀 원 허 양 순

팀 원 이 태 현

팀 원 윤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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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 점

팀       원 최 지 수

소 속 직 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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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인사무국

소 속 직 책 성 명

법 인 사 무 국

국 장 박 재 우

과 장 홍 성 화, 이 유 호

팀       원 우 혜 정

K I U지역사회공헌센터

팀 장 서 석 교

팀       원 김 현 정

팀       원 임 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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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사

1. 경일대학교 학칙

2. 학사운영규정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69

1. 경일대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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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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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편제) ① SMART엔지니어링대학, SMART라이프대학, SMART스포츠대학, 기업인재대학

(조기취업), 미래융합대학(평생교육), 후지오네칼리지(교양교육), KIUM산학칼리지(산학교

육),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K-글로벌대학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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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3.1.,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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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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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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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1.,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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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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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

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5.5.11.>

제 2 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6조(부속기관ㆍ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는 경일대학교 직제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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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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으로 한다. 다만, 5년제 전공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3.3.27., 2010.9.1., 2014.11.1.>

② 학·석사연계과정을 허가받은 자의 수업연한은 3.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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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과정, 학년 또는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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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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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학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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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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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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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바에 따라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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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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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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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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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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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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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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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대구․경북권소재 고교졸업생으로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선발한다. 

<신설 2014.4.1.>, <개정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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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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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입전형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4.4.1.> <개정 2016.9.1.>

제16조(입학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

② 삭제 <2021.12.1.>

제16조2(입학허가 취소) ① 제16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한 경우라도 입학 전형

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고등

교육법 제34조의6조에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

다.<신설 2021.12.1.>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입학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입금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

다.<신설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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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개정 2014.11.1.>

② 제1항의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서에 첨부된 서류를 임의

로 정정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증인) ① 삭제 <2014.11.1.> 

② 삭제 <2014.11.1.>

③ 삭제 <2014.11.1.>

④ 삭제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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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편입학) ①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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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학년에 편입학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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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위 내에서 제

적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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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변경

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3.1.>

② 전부(과) 및 전공변경은 전입학부(과)장 및 교무처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3.1., 2016.6.1., 2017.7.17.,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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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② 품행이 불량하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직권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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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

② 병역복무를 위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병역

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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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1.1.>

  ⑤ 제②③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염병 및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0.1.>

  ⑥ 휴학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3.1.> <개정 2014.11.1.><개정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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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구비서류와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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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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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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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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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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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의 심

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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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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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논문 미제출자, 심사에 불합격된 자 및 중도수료자에게는 학위

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11.1.1., 2014.1.1., 2016.2.5.>

제32조(학위종류)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사 학위의 종류는 별표 2의 학위 및 연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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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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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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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의 2(특별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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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추천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위탁

학생

 4.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초·중등 교원

② 창의적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하여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

며, 나노디그리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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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에 적합한 인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따

로 정한다. <개정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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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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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수업시간표 편성) ① 매학기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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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수업방법)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등의 방

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

다.<개정 2021.2.1.>

  ②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 수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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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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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1.>

제39조(학점취득 특별시험) 삭제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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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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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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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학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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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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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온라인 공개강좌(MOOC)는 학부(과)장의 사전 지도에 따라 재학 중 6학점 이내로 이

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공개강좌의 학점인정 기

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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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융합전공) · 부전공 · 학·석사연계과정<개정 

2020.10.1.>

제43조(복수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①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전공과 둘 이

상의 학과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융합전공 등을 이수할 수 있다.<개

정 2020.10.1.>

② 복수전공 및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학부(과) 및 연계·융합전

공의 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개정 2020.10.1.>

③ 복수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개정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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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연계

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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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한다. <개정 2006.2.23.>

제 11 장  등록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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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연기 및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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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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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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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23., 2014.11.1.>

제 12 장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시간제등록

제49조(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본 대학교에 교양 및 학술 또는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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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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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정

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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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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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2014.11.1.>

제 13 장  학점은행제 <신설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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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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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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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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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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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다만 동 기준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1조에 따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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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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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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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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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생이 입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정원외로 입학(편입학 포

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6.1., 2006.12.21., 2014.11.1.>

제61조(위탁생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전형방법 등) 위탁생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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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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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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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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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장  교원의 교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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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은 학년도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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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직교원에 대한 책임시간의 일부면제와 교원에 대한 초과 강의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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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다.<신설 2019.8.1.>

제 16 장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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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내에 총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칙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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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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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간부는 학칙에 의하여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음

과 동시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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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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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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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지한다.

④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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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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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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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여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1. 산업체 재직자 등 만학도로 신입학한 자

 2. 단위 부대장이 선발·추천하는 군 위탁학생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추천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위탁

학생

 4.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초·중등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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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개정 2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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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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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장  학칙 개정

제80조(학칙개정) ① 학칙개정은 교수회 또는 총장이 발의한다.

②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1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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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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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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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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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기 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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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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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기획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장학위

원회, 학생지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학제정원조정위원회, 학위검증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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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

제 23 장  교 수 회

제86조(교수회 구성) ①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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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2005.1.24.,  2010.10.1.>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

를 대행한다.

제87조(교수회 성립 및 의결)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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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 장  산학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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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한다. <개정 2004.2.1.>

제 25 장  학교기업 <개정 2004.6.28.>

제90조(학교기업)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

교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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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 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일대학교학생현장실습에관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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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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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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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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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 학부 또는 학과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사한 학부 또는 학과를 활용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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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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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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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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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

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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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할 수 있다. <신설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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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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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

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

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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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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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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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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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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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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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2.5.>

제 27 장  평가 <개정 200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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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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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은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199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

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통합된 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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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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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의 납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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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된 경북산업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당시 경북산업대학교의 재

적생은 본 학칙에 의한 본 대학교의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북산업대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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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적생은 전자정보공학과에, 전자계산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공학과에, 회계학과 재적생은 세

무회계정보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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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군으

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해당학과군의 재적생으로 보며, 학과 배정시에 입학당시 학

과로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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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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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학년도 이전에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1999학년도 산업시스템

공학과군의 입학생은 산업시스템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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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경우에는 해당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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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본 학칙 변경 전에 상경정보학과군으로 입학한 자 중 2001학년도 이후 1학

년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e-비즈니스학부 또는 세무회계정보․인터넷국제통상학과군에 재적

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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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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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션디자인산업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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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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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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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재적생은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고, 

2003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당초의 모집단위 내의 통합․분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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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학년

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경영공학과, 철도경영학과, 소방방

재정보학과 중 택일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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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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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자동차설계학과는 기계차량공학과, 경영공학과는 산업물류학과, 도시정보지적공

학과는 건설정보공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는 소방방재학부, 자율전공학과는 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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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자율전공, 무역전시컨벤션학과는 국제통상학과, 미디어문학과는 교육문화콘텐츠학

과, 인테리어조형디자인학부는 공예디자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신소재환경공학과와 생명화학공학과는 통합된 제약공학부, 세무회계정보학과와 여성

공무원비서학부는 통합된 회계비서학부, 영어학과와 관광통역학부는 외국어통역학

부, 광고홍보학과와 인터넷신문방송학과는 통합된 광고홍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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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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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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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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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약공학부는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건설정보공학과는 건설정보공학과와 위성정보공

학과, 자연계열자율전공은 자연계열자율전공학과, 회계비서학부는 세무회계정보학과, 

뷰티패션학부의 섬유패션전공, 패션디자인전공, 뷰티코디네이션전공은 각각 섬유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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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패션이벤트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뷰티패션학부 뷰티코디네이션전공의 학위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

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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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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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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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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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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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9학년도에 입학

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건설정보공학과와 위성정보공학과는 국토

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공학과, 경찰경호학부는 경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1의 2009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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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별 입학정원표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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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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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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차량공학과는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설계전공으로, 토목공학과, 건설정보공학과는 

각각 건설   공학부의 토목공학전공, 건설정보공학전공으로 본다.(통합)

    2. 소방방재학부의 소방방재정보전공, 소방방재행정전공은 소방시스템전공, 소방안전전

공 중 택일,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전공, 다문화복지전공에서 택

일, 사진영상학과는 사진   영상학부의 사진전공, 영상전공에서 택일, 제어․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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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자정보통신공학부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철도경영학부는 철도학부, 세무회계정보

학과는 세무․  회계학과, 관광비즈니스학과는 금융증권학과, 외국어통역학부는 실무

외국어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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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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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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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범위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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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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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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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1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경영학과는 경영학부 경영전공,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는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는 

철도․전기공학부의 전기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과는 전자공학과, 스포츠학부 스

포츠마케팅전공, 스포츠의학전공은 스포츠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철도학부 철도경영전공은 경영학부의 철도경영전공, 철도학부 철도기술전공은 철도․
전기공학부의 철도기술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아트공학전공에서 택일, 뷰

티코디네이션학과는 뷰티학부의 뷰티스타일링전공, 뷰티테라피전공에서 택일하여야 

한다.(전공확대 및 분리)

    4.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는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 생활제품디자인전공으로 본다.(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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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는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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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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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8조 수강신청학점 및 취득학점 범위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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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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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입

학정원 표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2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실무외국어학부 영어전공은 비즈니스외국어학부의 영어

전공, 실무외국어학부 일어전공은 비즈니스외국어학부의 일본어전공, 건축학부 건축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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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는 컴퓨터공학과, 디자인학부 생활제품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생활디자인전공, 스

포츠경영학과는 스포츠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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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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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정원

  표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3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비즈니스외국어학부 영어전공은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비즈니스외국어학부 일본어전

공은 외국어학부 일본어전공,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학과는 인문계열자율전공학과, 소방방재학부는 소방방재학과, 위성정보공학과는 공

간정보공학과, 뷰티학부는 뷰티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건설공학부 건설정보공학전공은 건설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 건설플랜트전공에서 

택일,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생활디

자인전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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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입

학정원표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4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철도․전기공학부는 전기․철도공학부, 식품과학부는 식품과학과, 사진영상

학부는 사진영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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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표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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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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입

학정원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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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입

학정원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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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배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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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학정원표는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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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학과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4의 입학정원 및 학위종류는 2016년 2

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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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정원표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7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로봇응용학과는 로봇공학과,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은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가공

전공,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은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영양전공, 경영학부 경영

전공 및 철도경영전공은 테크노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전기·철도공학부 전기공학전공은 전기공학부 전기자동차전공, 전기공학전공에서 택

일하여야하며, 전기·철도공학부 철도기술전공은 철도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분리)

    3. 세무·회계학과와 금융증권학과는 재무투자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와 영어학과는 글

로벌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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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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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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8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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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식품산업융합학부의 식품가공전공 및 식품영양전공은 식품산업융합학과, 테크노

경영학과는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재무투자정보학과는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 

글로벌통상학과는 상경학부 글로벌통상전공, 사회복지학과는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

지전공, 문헌정보학과는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보육·문헌정보전공, 디자인학부 패션디

자인전공은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2. 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스마트자동차SW전공에서 택일하여야하며, 

로봇공학과는 로봇공학부 로봇공학전공, 자율주행융합전공에서 택일, 신재생에너지

학과는 신재생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수소자동차전공에서 택일, 디자인학부

의 시각·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에서 택일하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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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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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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19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로봇공학부 로봇공학전공 및 자율주행융합전공은 로봇공학과, 건설공학부 도시방재

공학전공 및 토목공학전공은 도시인프라공학부 도시방재공학전공 및 토목공학전공,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및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식품산업

융합학과는 식품개발학과, 상경학부 재무·투자정보전공은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상

경학부 글로벌통상전공은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보육·문헌

정보전공은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K-뷰티융합학부 뷰티화장품산업전공

은 K-뷰티화장품산업학과, 융합산업기술학부 스마트자동차융합전공은 스마트산업학

부 스마트자동차전공, 융합산업기술학부 스마트경영시스템전공은 ICT경영학부 산업

경영전공, 융합산업기술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전공은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의 재적생

으로 본다.

    2.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생이 2019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

학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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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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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0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20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0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자동차학부 전산기계설계전공 및 자동차IT융합전공은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시스

템설계전공, 자동차융합시스템전공,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스마트자동차SW전공

은 전자공학과, 로봇공학과는 기계자동차학부 자율로봇공학과, 전기공학부 전기공학

전공, 전기자동차전공은 전기공학과, 신재생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수소자동

차전공은 화학공학부 에너지학공학전공, 화학공학과는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도

시인프라공학부 도시방재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은 토목공학과, 건축학과(4,5년)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4년의 경우, 건축학과(4,5년) 유지), 건축공학과는 건축학

부 건축공학전공, 공간정보공학과는 국토정보학부 공간정보전공, 철도학과는 철도학

부 철도차량운전전공, 철도운전시스템전공,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전공, 행정학전공

은 경찰행정학과, 부동산지적학과는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학과는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사이버

보안전공, 심리치료학과는 상담심리학과, K-뷰티화장품산업학과는 K-뷰티화장품산

업학부 뷰티케어전공, 화장품산업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2.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생이 2020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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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변경된 학칙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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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변경된 학칙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1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21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시스템설계전공, 자동차융합시스템전공은 기계자동차학부 기계

설계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자율주행자동차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자율주행모빌리티학

과는 기계자동차학부 자율주행자동차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자율로봇공학과는 기계자

동차학부 로봇·모빌리티전공, 컴퓨터사이언스학부 AI소프트웨어전공은 인공지능소프

트웨어전공,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은 부동산지적학과, 토목공학과는 건설방

재공학과,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및 에너지공학전공은 화학공학과, 만화애니메이

션학과는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은 복지서비스학부 사회

복지학과,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전공은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학과, 

스포츠학과는 스포츠학부 스포츠코칭전공, 스포츠재활전공, 스포츠헬스케어전공, 스

포츠마케팅전공, 평생교육컨설팅학과는 평생교육컨설팅학부 평생교육컨설팅전공 및 

청소년교육상담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생이 2021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

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는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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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2학년도 학제․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1-1의 2022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

원표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2학년도에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및 기계설계전공은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학

부 자율주행자동차전공 및 로봇·모빌리티전공은 기계자동차학부 자율주행자동차학과, 컴퓨터

사이언스학부 컴퓨터·사이버보안전공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은 컴퓨터사이언스학부 클라

우드컴퓨팅전공, 전자공학과 및 전기공학과는 전기공학과, K-뷰티화장품산업학부 뷰티케어전

공, 화장품산업전공은 K-뷰티학과,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및 국제통상학전공은 글로벌비즈니

스학과, 스포츠학부 스포츠코칭전공, 스포츠헬스케어전공 및 스포츠마케팅전공은 스포츠융합

학과, ICT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빅데이터응용전공은 스마트경영학부 융합경영전공, 평생교

육컨설팅학부 평생교육컨설팅전공, 청소년교육상담전공은 평생교육학부 평생교육전공의 재적

생으로 본다.(통합) 

   2. 컴퓨터사이언스학부 게임전공은 컴퓨터사이언스학부 게임엔터테인먼트전공, 철도학부 철도차

량운전전공은 철도운전·전기전공, 철도학부 철도운전시스템전공은 철도운전·인프라전공, 건

설방재공학과는 건설방재학과, 경찰행정학과는 경찰학과,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학과,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학과는 노인체육복지학과, 스포츠학부 스포츠재

활전공은 스포츠재활의학과,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는 스마트산업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의 재적생으로 본다.(명칭변경)

   3. 소방방재학과는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소방행정전공 중 택일하여야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학과는 K-컬쳐엔터테인먼트학부 엔터테인먼트전공, OTT영화드라마전공 중 택일하여야 

한다.(분리)

   4.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생이 2022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수학할 경

우, 학생이 희망하는 학부(과)로 우선 배정한다.(단,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는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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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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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1.,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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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자율전공학부 60

SMART
엔지니어링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과 50

자율주행자동차학과 40

컴퓨터사이언스학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25

게임엔터테인먼트전공 25

전기공학과 45

철도학부

철도운전･전기전공

60철도운전･인프라전공

철도운전･관제전공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95
소방행정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35

건축공학전공 30

건설방재학과 30

SMART

라이프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 95

K-컬쳐엔터테인먼트학부
엔터테인먼트전공

55
OTT영화드라마전공

사진영상학부 100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34

K-뷰티학과 40

간호학과 135

응급구조학과 50

상담심리학과 30

경찰학과 70

부동산지적학과 40

사회복지학과 40

항공서비스학과 40

글로벌비즈니스학과 45

SMART

스포츠대학

스포츠융합학과 45

전문스포츠학부

엘리트육성전공 20

축구학과 30

태권도학과 30

스포츠재활의학과 30

노인체육복지학과 45

기업인재

대학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10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5

스마트푸드테크학과 5

스마트경영공학과 5

미래융합
대학

스마트산업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30스마트팩토리전공

스마트자동차전공

스마트경영학부

부동산･재테크전공

30사회복지실무전공

융합경영전공

평생교육학부
평생교육전공

30
재활심리치료전공

계 1,584

※ 전공 운영 최소모집단위 인원 : 20명(단, 미래융합대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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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자율전공학부 70

SMART
엔지니어링

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65

기계설계전공

자율주행자동차전공 30

로봇·모빌리티전공 30

전자공학과 30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사이버보안전공
40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

게임전공 30

SMART
인프라대학

철도학부
철도자량운전전공

65
철도운전시스템전공

부동산지적학과 40

소방방재학과 90

건설방재공학과 30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30

건축공학전공 30

전기공학과 45

화학공학과 40

SMART
라이프대학

사진영상학부 100

영상콘텐츠제작학과 40

만화애니메이션학부 90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30

간호학과 130

응급구조학과 50

상담심리학과 30

경찰행정학과 70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학과 39

노인체육복지학과 45

스포츠학부

스포츠코칭전공 35

스포츠재활전공

45스포츠헬스케어전공

스포츠마케팅전공

K-뷰티화장품산업학부
뷰티케어전공

50
화장품산업전공

항공서비스학과 60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30

국제통상학전공 25

미래융합
대학

스마트산업학부 스마트자동차전공
12

스마트팩토리전공

ICT경영학부 산업경영전공
13

빅데이터응용전공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8

평생교육컨설팅학부
평생교육컨설팅전공

17
청소년교육상담전공

계 1,584

 ※ 전공 운영 최소모집단위 인원 : 20명(단, 미래융합대학은 제외)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106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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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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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프라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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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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후지오네

칼리지
자율전공학부 62

자동차

융합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117전산기계설계전공

자동차IT융합전공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52
스마트자동차SW전공

로봇공학부 45로봇공학전공

자율주행융합전공
전기공학부 50전기공학전공

전기자동차전공

신재생에너지학부 45신재생에너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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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마트자동차융합전공

스마트경영시스템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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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I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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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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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IT융합 110

신재생에너지학과 45

전자공학과 50

로봇응용학과 40

컴퓨터공학과 40

사이버보안학과 40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40

80소방방재학과

토목공학/도시방재공학 70건설공학부

건축학(4,5년) 40건축학부

건축공학 40공간정보공학과

30식품과학부

식품공학/식품영양학 40전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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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열자율전공학과 45

글로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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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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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계열자율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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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열자율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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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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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계열자율전공학과 40

공과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자동차공학/기계설계 110

화학공학과 40

신재생에너지학과 50

소방방재학과 80

건설공학부 토목공학/도시교통공학/건설플
랜트 70

건축학과(4년, 5년) 40

건축공학과 40

자연계열자율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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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디

자인
70

뷰티학과 50

스포츠학과 35

계 1,770

[별표1-4] <삭제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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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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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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투자정보
전공, 세무·회계학과, 재무투자정보학과, 테크노경영학과

경제학사 금융증권학과

경찰행정학사 경찰학과,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전공, 경찰행정학부 행정학전공

공학사

건설공학부 도시교통공학전공, 건설공학부 도시방재공학전공, 건설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건축
공학과, 건축학과(4년),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간정보공학과, 기계자
동차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자동차학부 기계설계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자동차IT융합전공, 기
계자동차학부 자동차공학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전산기계설계전공, 도시인프라공학부 도시방재
공학전공, 도시인프라공학부 토목공학전공, 로봇공학과, 로봇공학부 로봇공학전공, 로봇공학부 
자율주행융합전공, 로봇응용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소방방재학과, 스마트산업학부 스마트자동
차전공, 스마트산업학부 스마트팩토리전공, 신재생에너지학과, 신재생에너지학부 수소자동차전
공, 신재생에너지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융합산업기술학부 스마트경영
시스템전공, 융합산업기술학부 스마트자동차융합전공, 융합산업기술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전
공, 의용공학과, 전기·철도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철도공학부 철도기술전공,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기공학부 전기자동차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부 스마트자동차SW전공, 전
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철도학과, 첨단의료기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컴퓨터사이언
스학부 Al소프트웨어전공,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사이버보
안전공, 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 화학공학부 에너지공학전공,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국토정
보학부 공간정보전공, 기계자동차학부 자율주행자동차전공, 기계자동차학부 로봇·모빌리티전
공,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컴퓨터·사이버보안전공, 컴퓨터사이언스학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 
컴퓨터사이언스학부 게임전공, 건설방재공학과, 스마트경영공학과

관광학사 항공서비스학과

무역학사 국제통상학과, 글로벌통상학과, 상경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상경학부 글로벌통상전공

문학사 심리치료학과, 영어학과,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외국어학부 일본어전공, 상담심리학과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과,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보육·문헌정보전공

미술학사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생활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시각·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사진영상학과, 사진영상학부, 영상콘텐츠제작
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미용학사 K-뷰티융합학부 뷰티화장품산업전공, K-뷰티화장품산업학과, 뷰티학과

부동산지적학사 부동산지적학과,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전공

사회복지학사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과,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학과

응급구조학사 응급구조학과

이학사
식품개발학과, 식품과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산업융합학과, 식
품산업융합학부 식품가공전공, 식품산업융합학부 식품영양전공

체육학사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전공, 스포츠학과, 복지서비스학부 노인체육복지학과, 스포츠학
부 스포츠코칭전공, 스포츠학부 스포츠재활전공, 스포츠학부 스포츠헬스케어전공, 스포츠학
부 스포츠마케팅전공

행정학사 행정학과

평생교육학사
평생교육컨설팅학과, 평생교육컨설팅학부 평생교육컨설팅전공, 평생교육컨설팅학부 청소년
교육상담전공

 ※ 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전공)의 인증프로그램 학위명은 그 인증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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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학사의 자격을 인
정합니다.

       학위 (전공) : OO학사(OO학과)
       학 위 번 호 : 경일대-2000-학-0000

    년    월    일

 
경일대학교총장   ○ ○ ○○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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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11.1.>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년   월   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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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97.  3.  1.

개정 2019.  3.  1.

개정 2019.  6.  1.

개정 2019.  9.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3.  1.

개정 2020.  5.  1.

개정 2020.  7.  1.

개정 2020. 10.  1.

개정 2020. 12.  1.

개정 2021.  1.  1.

개정 2021.  2.  1.

개정 2021.  7.  1.

 개정 2021. 12.  1.

개정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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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9.11.01.>

제 2 장  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01.>

제4조(교과목의 편성) <삭제 2020.10.01.>

제5조(교과이수단위) <삭제 2020.10.01.>

제6조(교육과정의 결정) <삭제 2020.10.01.>

제7조(교육과정의 변경) <삭제 2020.10.01.>

제8조(교육과정의 적용) <삭제 2020.10.01.>

제9조(교과목 인정) <삭제 2020.10.01.>

제 3 장  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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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업시간표 편성) ①실험․실습․제도를 제외한 과목은 3시간 이상 연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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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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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7.8.28., 2019.11.01.>

  ⑥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수업시간표 편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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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

생들이 수강신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미입력 된 교과목 

해당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1., 2021.2.1.>

  ②담당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학생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수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1.>

제12조(폐강 및 분반) ①개설강좌 중 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강

한다. <개정 2015.12.1., 2022.03.16.> 

     1. 외국어 회화과목 10명 미만

     2. 컴퓨터 실습과목 1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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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양, 일반선택과목   20명 미만

     4. 전공 과목       10명 미만

  ②수강신청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설강좌는 해당학부(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반할 수 있다.<개정 2014.12.1., 개정 2020.10.01.> 

     1. 외국어 회화과목 31명 이상

     2. 컴퓨터 실습과목 41명 이상

     3. 일반 교양과목   51명 이상

     4. 전공 이론과목   51명 이상

     5. 전공 실습과목   41명 이상

     6. 간호학과 임상 실습과목 31명 이상

     7. 온라인 과목 101명 이상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제조정에 따른 재학인원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을 경우 해당학부(과)에서는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폐강 및 분반의 예

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1.>

제13조(휴․결강과 보강) ①학기 중 발생하는 모든 휴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결과확

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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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휴․보강계획서를 교무처

에 제출하고, 휴강 2주 이내에 보강을 실시한 후 보강 2주 이내에 보강결과확인서를 교무

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강은 온라인 강의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개정 2020.10.01.>

  ④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휴강 및 보강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

유서 제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0. 01.>

  ⑤담당교수가 제③항의 보강계획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단휴강 하였을 경

우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보강 실시 후 보강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무처장

은 보강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 시행 시 담당 교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12.19., 2020.10.01.>

  ⑥보강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단으로 휴강한 교원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교육영역의 점수를 차감한다. <신설 2017.12.19.><개정 2019.9.1., 2020.10.01.>

제14조(수업평가) ①학생은 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에 한 학기동안 수강한 전 강좌에 대하

여 교내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업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②수업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교내 각종 학사정보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수업평가 결과의 수업시간 준수에 관한 평가항목 점수가 3.50 미만인 강좌의 담당교수

는 수업개선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2회 연속일 경우 다음 학기 해

당 강좌 수업배정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0.10.>

  ④수업평가결과의 강좌별 점수가 3.50 미만인 강좌의 담당교수는 수업개선방안을 제출하

여야 하며,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2회 연속일 경우 다음 학기 해당 강좌 수업배정에  제한

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9.1.><개정 2012.3.1., 2017.12.19.,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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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3.50 미만인 교수는 수업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2회 

연속일 경우 수업컨설팅 및 담당교과 수업설계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2.3.1.><개정 2016.7.18., 2017.12.19., 

2020.10.01.>

  ⑥수업평가결과의 교수별 평균점수가 하위 5% 이내인 교수는 다음 학기 1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신설 2017.12.19.><개정 2019.9.1., 2020.10.01.>

  ⑦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은 우수교원으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개

정 2017.12.19., 2020.10.01.>

  ⑧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수업평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01.>

제15조(출석부 및 시험답안지 관리)  ①담당교수는 매 수업 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출석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입력 또는 지연입력 시 별도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2020.10.01.>

  ②담당교수는 전산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자를 임의로 등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1.>

  ③담당교수는 학생의 부정출석 및 대리출석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하며, 부정출석 및 대

리출석 학생을 적발할 시 관계 학생(의뢰자 및 대리자)의 해당과목 출석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0.01.>

  ④담당교수는 출석부 및 시험답안지를 기말고사 종료 후 소정 기간 내에 각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부(과)에서는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1.2.1.>

  ⑤ 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출석부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01.><개정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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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강신청․학습구분변경

제16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학기 전 소정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수강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각종 시

험(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11.01.>

  ②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은 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③실험실습 및 강의실 활용인원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소속학부(과) 

학생의 수강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01.>

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①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 친인척(4촌 이내)

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②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해당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해당 교직원의 과

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

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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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에서 수강신청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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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

하고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⑤계약학과의 수강신청학점은 별도로 편성된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20.10.01.>

제19조(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①수강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한 교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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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되었거나 시간표 변경으로 시간중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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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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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당시 학적사실과 달리 수업을 받고자 할 때는 학습구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2조(학습구분변경 허가 범위) 학부(과)의 형편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부(과)장은 

학생의 정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좌 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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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

여야 한다.

  ②학습구분변경 승인을 얻은 학생은 반드시 학습구분변경대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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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해당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10.01.>

  ④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시하고 성적은 B+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추가시험 사유가 제36조의 공인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0.01.><개정 2020.12.01.>

제26조(학업성적평가) ①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2.09.01., 2014.09.01.>

  ②상대평가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09.01., 

2014.09.01.,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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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급별 비율

일반교과목의 상대평가
A등급(A+, A)을 합하여 30% 이하 

A등급(A+, A)과 B등급(B+, B)을 합하여 70% 이하

20명 미만인 교과목의 상대평가 A등급(A+, A)을 합하여 50% 이하 

③절대평가는 등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9.1.>

④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9.1.>

⑤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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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7.1., 2020.10.01., 2020.12.01., 2021.2.1.>

⑥삭제 <삭제 2020.10.1.>

⑦교과목의 성적은 본 조 제8항의 평가비중에 의하여 담당교수가 시험(평가)성적 및 출

석, 기타로 종합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캡스톤디자인 및 이

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1., 2012.3.1., 

2019.11.01., 2020.10.01.>

⑧학업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요소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 

2020.10.01.>

     1. 시      험 : 40 ~ 60%

     2. 출      석 : 10 ~ 20%

     3. 기      타 : 20 ~ 50%

⑨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한다.

⑩천재지변, 세계적인 전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제9항까지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7.><개정 2017.3.1., 

2020.10.01.>

⑪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7.><개정 2017.3.1., 2020.10.01.>

제27조(성적평균점) ①매학기 성적 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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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점수

  ②졸업 종합성적의 산출은 학적부에 등재된 취득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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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하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순위를 정한다.

     1. 평점총점이 높은 자

     2. 실점평균이 높은 자

     3. 실점총점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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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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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부정행위방지) ①교수는 기말고사 종료와 함께 해당 학기 성적을 평가

하여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KIU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성적을 입

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1., 2020.10.01.>

  ②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험감독관은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1.>

  ③대리시험의 경우 의뢰자 및 대리자 모두의 당해 학기 성적을 모두 실격(F) 처리한다. 

<개정 2020.10.01., 2020.12.01.>

  ④기타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을 실격(F) 처리한다. <신설 2020.10.01.>

  ⑤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01.>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

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

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 <개정 2021.2.1.>

  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10.1.> 

  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1.> 

제30조(성적공시)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 후 7일 이내에 교내 통신망을 통하여 학생들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성적이의신청) ①학생은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공시기간내에 교

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성적이의신청을 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의 입력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

제32조(성적정정) ①성적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의 입력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10.01.>

  ②성적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착오에 의해 성적정정이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답안지, 출석부, 과제물 등)를 첨부

한 성적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1.>

  ③제2항에 의거 정정된 성적은 석차산출 및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반영되지 않으며, 해

당교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01.><개정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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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엄정한 성적부여관리) ①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성적평가 방법에 따라 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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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학기 중 휴학자의 성적인정) ①군입영휴학자 중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 입영하는자

에 대하여는 중간고사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2/3선 5일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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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출결

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5.1.>

  ②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인출석인정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해 일정 기간을 공인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별표2

의 제출 서류 및 첨부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 이외의 해당 부서는 공

인출석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운영규

정에 따라 개설된 동영상 수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9.1., 2017.3.1., 2018.5.1., 

2019.3.1., 2019.11.01., 2020.10.01., 2020.12.01., 2021.07.01., 2022.03.16.>

  ③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하며, 총 수업일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 2020.10.01.>

  ④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0.01.>

제36조의 2(장기결석자 관리) ①교무처는 제15조에 의거, 매 학기 중 2회 이상 전자출결시

스템 입력결과를 기준으로 연속 3회 이상 또는 누적 4회 이상 장기결석자를 추출하여 명

단을 소속학부(과)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20.10.1.>

  ②전담지도교수는 장기결석자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부서는 장기결석자 상담 결과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교무처는 상담결과의 교차

제공으로 밀착지도 유도 및 장기결석 재발방지에 활용한다. <신설 2020.10.1.><개정 

2021.2.1.>

  ③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전담지도교수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20.10.1.>

  ④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장기결석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

정 2021.2.1.>

제37조(재수강) ①재학생을 대상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점이 B미만인 

경우에 한해 학기당 6학점 범위 내, 재학기간 중 30학점 이내에서 재수강을 허용한다. <개정 

2014.9.1., 2015.6.1., 2018.2.1., 2020.10.01.>

②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17.8.28., 2020.10.01.>

③재수강시에는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9.1., 2014.12.1., 2015.12.1., 2020.10.01.> 

④재수강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14.9.1., 2020.10.01.>

⑤재수강은 신청교과목은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취득 성적은 삭제 처리한다. <개정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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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재수강은 과목별 1회에 한한다. 다만, 실격한 교과목의 재수강 횟수는 제외한다. <신설 

2020.10.01.>

제38조(학사경고) ①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

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부(과) 전공별 졸

업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 2014.12.1.>

  ②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허용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다만, 제3항을 이수한 

경우는 수강허용학점 삭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9.><개정 

2020.10.01.,2021.2.1.>

  ③학사경고자는 본인 및 전담지도교수,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하고, 전담지도교수 상담 

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원프로그램(학사경고자,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자 대상)에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2.9.1., 2014.12.1., 2017.11.1., 2017.12.19., 

2020.10.01.,2021.2.1.>

  ④전담지도교수는 상담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학생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

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설 2017.11.1.><개정 2017.12.19., 

2020.10.01.,2021.2.1.>

  ⑤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전담지도교수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개정 2020.10.01.>

  ⑥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한다. <신설 2020.10.01.>

  ⑦본 조에 명시되지 않은 학사경고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

설 2021.2.1.>

제38조의 2(더키움학습)①해당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습증진 프로그램으로 더키움학습 제도를 

운영한다.

  <신설 2017.11.1.>

  ②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1.><개정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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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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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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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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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후 군입대하는 자도 포함)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④휴학연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휴

학연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2012.6.1., 2013.9.1.>

  ⑤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병역의무, 그 밖에 부득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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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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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군입영 휴학자 중 성적인정자는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수강신청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서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형계약학과는 군입영 휴학 시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복학 

시 등록금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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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염병 및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

(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2020.10.01.>

  ⑤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휴학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

장의 승인으로 추가 휴학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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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2012.3.1.>

제44조(휴학취소)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4주를 초과

하지 않았을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휴학취소에 해

당하는 증빙서류(군입영자는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45조(복학)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총장이 정하는 복학기간을 준수함을 원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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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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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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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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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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항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9.11.01.,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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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으로 인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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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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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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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기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19.11.01.>

  ③비동일계 편입생이 전공기초필수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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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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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②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③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를 제외한 1개 학기가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9.1.>

  ④재입학자의 성적은 제적 당시 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성적불량으로 인

한 제적자의 성적은 학부(과)장이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⑤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되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학과 또는 본

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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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에 의한 학점은 1강좌당 2학점으로 하며 1강좌당 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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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인 자

가 군 교육훈련 및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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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교육훈련학점

인정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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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기관 

시험성적을 교양필수 영어교과목의 성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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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20.05.01.>

2.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교무처장의 승

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는 제외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

한다. <신설 2017.7.17.>

제53조의 5(온라인 공개강좌(MOOC)학점인정)①학칙 제39조에 의한 온라인 공개강좌

(MOOC)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7.1.>

     1. 온라인 공개강좌(MOOC)는 학부(과)장의 사전 지도에 따라 인정되며, 과목당 최대 

2학점으로 재학 중 6학점 이내 최대 3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교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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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명은 온라인공개강좌Ⅰ, II, III로 순차적으로 인정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학

점인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학점인정 가능하다.

 ②성적은 Pass/Fail로 표기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③온라인 공개강좌(MOOC)를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으로의 사전학습 콘텐츠로 활

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수업은 별도로 1.5학점 이상을 편성해야한다.

 ④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의 사전콘텐츠로 활용한 온라인 공개강좌(MOOC)는 1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8 장  학위수여․수료

제54조(졸업의 기준)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칙이 정하는 소정

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

1. 교육과정 총 취득학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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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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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학점 이상 50학점 이내로  이수

하여야 한다.(편입생은 제외) 단, 교양필수과목 결격 시, 교양취득학점 기준에 예외

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 2012.3.1., 2014.9.1., 2017.3.1., 2018.5.1., 

2018.11.29., 2020.05.01., 2021.12.01.>

3. 교양선택 교과목은 입학 해당 연도의 교양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

육과정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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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0.2.1., 2010.9.1., 

2012.3.1., 2014.09.1., 2018.11.29.,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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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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위 이상 취득하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성적표에 표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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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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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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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7조 6호에 해당하는 학부(과)는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 2014.9.1., 2016.7.18., 2017.8.28.>

  ⑧계약학과 졸업사정 기준은 별도로 편성된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따른다. <신설 

2017.8.28.>

  ⑨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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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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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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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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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7.17., 2018.5.1.>

제57조(수료) ①학칙 제27조 1항에 의거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

하여 수료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서를 수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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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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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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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출한다. <신설 2016.7.18.><개정 2017.3.1.>

  ④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6.7.18., 개정

2020.05.01.>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134

제60조(조기졸업 절차)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학기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

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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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는 입학이 취소된다. <개정 2019.11.01.>

제62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을 필한 후 우리 대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

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자를 위하여 추가등록기간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63조(학점단위등록) ①등록학기가 8학기(5년제 전공은 10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

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8.29.>

     1. 1학점 이상 4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개정 2019.11.0

1.>

     2. 4학점 이상 7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개정 2019.11.0

1.>

     3. 7학점 이상 10학점 미만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19.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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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은 인정하되 의무복무자에 한한다. <개정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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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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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학적부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제증명 신청절차)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

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발급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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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제 증명 발급시간) 학칙에 규정된 휴업일을 제외한 모든 날의 정상업무시간에 한하

여 발급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여 증명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

거리 발급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대학교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민

원 및 팩스민원을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69조(제 증명의 종류) 우리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

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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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2019.11.01.>

     5. 제적증명서 :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한 증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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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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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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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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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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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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회봉사는 2000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3학년 편

입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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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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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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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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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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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르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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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입학자

가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적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조, 제17조, 제53조 1항 4호 및 3항, 제58조 1항 3호는 2012년 1학기 재적

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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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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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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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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년 9월 1일 개정 시행 전의 제36조(성적포기)는 2013학년도 이전 입

학생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대 12학점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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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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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⑥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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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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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4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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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⑤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3조의 5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에는 유예기간을 두며, 2021학년도 1학기

부터 전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4조 제1항 제2호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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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 및 대상 범위<개정 2020.7.1., 2020.10.01.2020.12.01..>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 및 

대상범위

교직 교과목
교직 교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과교육 

등)

수준별 분반 교과목 교양영어 교과목

실험․실습․실기 및 

그에 준하는 교과목

현장실습 및 교외실습 교과목, 실험․실습․실기로만 운

영되는 교과목

사회봉사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인정 교과목

교과목 운영 특성

외부기관 초청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되는 사업단 교과

목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학생, 외국인학생 및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

기타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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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개정 2020.10.01., 2020.12.01., 2021.07.01., 2022.03.16>

호 사 유 인정기간
제출서

류
첨부서류 제출처

1 본인 결혼 7일

공인출

석인정

원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과)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과)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

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과)

4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학부(과)

5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

가능한 질병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학부(과)

6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해당부서

7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교직과정부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

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

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

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부(과)

9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

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학부(과)

10
졸업 필수기준으로 지정된 자격증 시험에 응

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교무처

11 성적인정 군휴학자 해당기간 - 교무처

12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기간 - 교무처

1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교무처

 ※ 교내・외  행사 기준

인정기준 증빙서류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주관기관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경일대학교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단순 설명회 및 상담 제외)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

처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교외행사에 학교 

대표자격으로 참가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

처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각종 대학평가, 홍

보를 위한 특별행사에 학생 대표자격으로 참가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

처로 공문 발송

학부(과) 주관의 전공 관련 현장견학 프로그램 참가(단, 해

당 학과 교수의 임장지도 필수)

학부(과)에서 학과장 명의로 작성 후, 결재된 행사계획서 및 결

과보고서, 인솔 교수 출장원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본 대학에 소속된 운동부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

처로 공문 발송

 ※ 공인출석 인정 불가

   1.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 체육대회, MT, 학생회 관련 행사, 개인 견학 등

   2. 단순 설명회 및 상담 : 고용 및 채용정보 설명회, 각종 자격증 및 시험 설명회,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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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

1. 교육과정의 구성

2. 교육과정의 편성

3. 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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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의 구성

가.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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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학술연구에 필요한 교과목을 말하며, 전

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전공필수로 편성한다.

라.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

한다.

마. 일반선택교과목은 교양교과목·전공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을 말한다.

2. 교육과정의 편성

가. 교양교육과정

1) 편성방향

① 전인교육, 조화로운 인격 함양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자유민주시민 육성

을 위해 다양하고 균형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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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필수 교과

목을 포함하여 최소 30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③ 교양과목은 크게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고,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은 다

시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또한 2022학년도부터 교양영역 편성이 어려

운 교과들을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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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양 교육과정은 4개 영역(신인재기초, 신인재중점, 신인재균형, 신인재도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④ 교양필수(신인재기초)는 대학의 교육목적을 구현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과목으로 편성하고, 모든 학생들은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

수해야 한다.

⑤ 교양선택(신인재중점 및 신인재균형)은 3개 영역(인문사회와 문화, 자연과 과학기

술, 문학과 예체능)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⑥ 일반선택(신인재도전)은 교양 최대이수학점에 국한되지 않고 희망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준별 학습 및 취·창업을 지

원한다.

3) 교양과목 최소 이수학점표

영역 분야 이수기준 최소학점

신인재기초
국어영역: 1개 교과목 필수 이수 3학점 / 1과목

외국어영역: 2개 교과목 필수 이수 4학점 / 2과목

신인재중점
사고와

의사소통
대학 특성화 과목 3학점 / 1과목

신인재균형

인문사회와

문화

각 영역별로 2개 교과목 필수 이수

4학점 / 2과목

자연과
과학기술

4학점 / 2과목

문학과
예체능

2학점 / 2과목

신인재도전

대학생활
· 교양 최대이수학점에 국한되지 않고 희망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일반선택

교과목

· 일부 교과목은 졸업인증을 위한 필수교과

목으로 지정

· 일부 학과의 계열기초 교과목(공학계열)

2학점 / 2과목

취업 2학점 / 2과목

기타 -

계열기초 5학점 / 5과목

자기설계 -

총 계 27학점/ 19과목

나. 전공교육과정

1) 편성방향

① 학부(과)의 교육목표와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습자 특성·산업사회의 요구·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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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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성내용

① 학부(과)별로 비공학계열(120학점) 전공은 70학점, 공학계열(126학점) 전

공은 75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단 트랙제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학부(과)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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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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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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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전공

자기설계
전공

54/58
학점

66/70학
점

36(42)
학점

21(54/58)
학점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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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학점

교양선택
3개 영역 중

3개 영역 필수 이수
인문사회와 문화/자연과 과학기술/문학과

예체능

전공

비공학계열
(120학점)

70학점 이내
캡스톤디자인(전공필수) 포함

공학계열
(126학점)

75학점 이내

전공트랙 6학점 이내 트랙별 6학점 이내 추가 개설

연간 편성학점 36학점 이내

<2022학년도 교육과정 편성기준>

\

구 분 이수 기준 비 고

졸업학점
비공학계열 120학점
공학계열 126학점

5년제는 160학점

교양필수 10학점

교양선택
3개 영역 중

3개 영역(10학점)필수 이수

교양합계 최소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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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전공
주전공 42학점 이상
융합전공 36학점 이상

자기설계전공
주전공 42학점 이상

자기설계전공 36학점 이상
36학점은 자기설계전공

<2022학년도 교육과정 이수기준>

라. 이수원칙

1) 편성방향

- 졸업이수학점은 비공학계열 120학점, 공학계열 12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5년

제 교육과정의 졸업이수학점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2) 교양과목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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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양과목의 이수는 교양교육과정 전체편성표를 따른다.

② 교양과목은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최소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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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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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전공학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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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전공

㉮ 2개 이상의 관련 학부(과)가 참여하여 편성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말하며, 주전

공 42학점 이상, 융합전공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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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전공학점

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4) 기타

- 학점취득 특별시험제 및 계절학기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2022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전체편성표

구 분 영 역 교 과 목 구분

신인재
기초

공통

대학글쓰기 필수

EnglishConversation S, EnglishConversation Ⅰ

EnglishConversation Ⅱ, EnglishConversation Ⅲ

EnglishConversation Ⅳ, EnglishConversation Ⅴ

필수

(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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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 역 교 과 목 구분

신인재
중점

사고와
의사소통

ESG경영마인드이해, 의사소통, 미디어글쓰기,

유쾌한코딩, 창의적사고와프레임워크

필수

(택1)

일본어회화Ⅰ, 일본어회화Ⅱ,

중국어회화Ⅰ, 중국어회화Ⅱ
필요시

신인재
균형

인문사회와
문화

인간과환경오염, 인간심리와감정치유,

인간과미생물과의공존, 인간과로봇의공존,

인문학과손잡은SW,

소셜네트워크:소통과집단지성,

사례로보는생활법률, 경제로읽는사회,

퍼스널브랜딩,

현대사회와복지, 지리학탐색, 현대사회와윤리,

글로벌산업의이해, 부모교육과가족관계,

영화를통한심리의이해, 사회조사로세상읽기,

중국사회의이해, 일본사회의이해,

서구사회의이해,

이야기고사성어, 즐거운철학이야기,

한국수화언어의이해,

인물로보는한국사, 문화유산으로보는한국사,

사건으로보는한국사, 한국의문화유산,

서양역사와문화,

동양역사와문화, 문화로읽는건축이야기,

문화콘텐츠로세상읽기, 다큐멘터리로세상읽기,

다문화와세계종교기행, 미술사,

뉴노멀시대의이미지와문화, 여행과문화

선택

(택2)

자연과
과학기술

재난과안전, 기후변화와에너지, 생명과학의세계,

뇌과학이야기, 사례로보는빅데이터, 인공지능의이

해,

클라우드의이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콘텐츠의미

래,

생활속의물리, 생활속의수학, 그림으로배우는컴퓨터구조

기초,

6SIGMA, 컴퓨팅사고와게임디자인, 공학과디자

인,

통계학과빅데이터, 고급수학, 수리공학, 일반물리,

일반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과학과의산책

선택

(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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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 역 교 과 목 구분

문학과
예체능

감성사회와디자인, 클래식음악의이해,

한류드라마산업의이해,

대중음악의이해, 현대문학의이해, 영화이야기,

명화속의미술이야기, 게임과인문학,

디지털시대의융합예술,

게임엔진과XR콘텐츠, 패션아트디자인,

메타버스콘텐츠제작,

웹툰클래스, 아트콜라보체험,

트랜스미디어와스토리텔링,

스포츠와리더십, 빅데이터와스포츠산업,

스포츠미디어와현대문화, 식생활과건강이야기,

인도어구기스포츠, 아웃도어구기스포츠,

라켓스포츠,

스포츠를통한자기관리, 인체질병과건강한삶,

여성과건강, 웰니스라이프

선택

(택2)

신인재
도전
(일반
선택)

대학생활 KIUM리더십, 사회봉사 필수

(졸업

요건)

취업

신인재진로탐색, 신인재진로개발

전공진로탐색세미나, 취업전략, 컴퓨터활용문서작성,

컴퓨터활용데이터처리, 컴퓨터활용그래픽디자인,

TOEICⅠ, TOEICⅡ, TOEICⅢ,

소방공무원영어, 경찰공무원영어, 지적공무원영어,

자기설계영어Ⅰ~Ⅷ, 자기설계영어Ⅰ~Ⅷ,

Topic으로보는영어, 초급영어독해작문, 중급영어독해작문,

글로벌에티켓, 한국사, 기업조직문화의이해,

무인항공조종실무

필요시

기타 대구경북의이해, 행복한삶과가족, 실용금융 필요시

계열기초

기초수학(M1C1), 기초수학(M1C2), 기초수학

(M1C3)

기초수학(M2C1, 기초수학(M2C2), 기초수학

(M2C3)

기초수학(M3C1), 기초수학(M3C2), 기초수학

(M3C3)

필요시

(공학

계열)

자기설계 자기설계교양Ⅰ~Ⅳ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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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과정 운영현황

대학 학부(과) 전공 트랙

후지오네
칼리지

자율전공학부

SMART

엔지니어링

대학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과

자율주행자동차학과

컴퓨터사이언스학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게임엔터테인먼트전공

전기공학과 반도체생산공정트랙

철도학부
철도인프라전공

철도운전시스템전공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소방행정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공학전공

건설방재학과

SMART

라이프

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만화·웹툰트랙

애니메이션·VFX트랙

게임콘텐츠트랙

K-컬쳐엔터테인먼트학부
엔터테인먼트전공

OTT영화드라마전공

사진영상학부

아트트랙

커머셜트랙

영상트랙

뉴미디어트랙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K-뷰티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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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과) 전공 트랙

경찰학과

부동산지적학과

사회복지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SMART

스포츠

대학

스포츠융합학과

전문스포츠학부

엘리트육성전공

축구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재활의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기업

인재

대학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스마트푸드테크학과

스마트경영공학과

미래

융합

대학

스마트산업학부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스마트팩토리전공

스마트자동차전공

스마트경영학부

부동산･재테크전공

사회복지실무전공

융합경영전공

평생교육학부
평생교육전공

재활심리치료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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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과)

■ 자 율 전 공 학 부 ■

1)개황

자율전공학부는 다양한 학문적 세계를 탐구해 나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5년 신

설되었습니다. 전공을 미리 선택하지 않고 1년 동안 전공학과 탐색과정을 통하여 잠재된 재

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전공 교수님들과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전공을 접할 수 있으며, 2학년 진급 시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를 제

외한 우리 대학의 모든 학과를 자율선택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적 기초를 다지면서 전공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남다른 취업기반과 성공적 사회생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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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전공소개

자율전공학부는 자유선택 트랙(1년 과정)과 보건의료 트랙(2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선택 트랙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전공·진로 탐색과정을 통해 2학년 희망 학부(과)로 100%

진급이 가능하며, 자율전공학부 지도교수와 희망 학부(과) 지도교수가 1:1로 실시하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복수의 희망 학부(과) 교육과정을 사전에 수강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보건의료 트

랙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간호학과나 응급구조학과의 1, 2 학년 기초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공인영어시험(TOEIC) 65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될 것이며, 간호학과나 응급구조학과 3학년에 진급

할 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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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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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도

록 실습

EnglishConversation S(H092621), EnglishConversation I(H092622), EnglishConversation

II(H092623), EnglishConversation III(H092624), EnglishConversation IV(H09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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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structor and the peers. Students will learn the

necessary language through and abundance of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video

activities throughout the semester.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speak as much

English as possible.

미디어글쓰기(3학점)(S050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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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의사소통(3학점)(S053460) : 본 강좌는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인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강좌의 전반부는 발표의 원리를 익히고 실제 자

기소개, 프레젠테이션, 연설 등을 실습하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

의 주장을 하는 발표에 대해 배운다. 후반부는 토론의 원리를 익히고 토의와 토론을 체계적

으로 실습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증과 설득, 경청과 협력에 기반한 토론

을 배운다.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신의 생각을 공적인 말하기 장

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고와 표현 교과목이다.

창의적사고와프레임워크(3학점)(S09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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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양을 위한 교과목이다.

KIUM리더십(2학점)(S060200) : KIUM 리더십 프로그램의 컨셉은 “SAVVV”로서 경일대학

교의 교육 핵심가치인 SAVVV가 [Social(사회조화역량), Agile(미래주도역량), Versatile(전

공실무역량), Venturesome(자기실현역량), Voung(at heart)]가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Soft



Landing”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입생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나를 이해하고 학교와 전

공을 알아가며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을 통해 신인재로 성장하

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교과목이다.

전공진로탐색세미나(2학점)(S092790) : 스마트 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도록 주도적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전공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자기학습관리및자기계발(2학점)(S092800) : 대학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행동, 태도, 습관

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훈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셀프리더십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하는 자기계발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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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계 공 학 과 ■

1) 개 황

기계자동차학부는 1963년 우리 대학을 설립하면서부터 약 10,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통과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해 왔으며, 학

생들의 적성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계공학과와 자율주행자동차학

과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자동차학부는 학부 지원사업인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주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분야 중심학부로 선정되었고, 2007년 지식경제부 주관 자동차

부품 지역혁신센터(RIC), 2008년 노동부 주관 권역별 직업중심대학(HRD), 2011년 중소기업

청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2014년 교육부 특성화사업(CK-1)인 기계‧IT융합 자동차부품 인

력양성사업단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기계‧자동차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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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완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 적응능력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 전국 산

업계관점 기계분야와 자동차 분야 모두 최우수학부에 선정되었다.

기계공학은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자동차산업분야에서 생산 및 설계

공학, 재료 및 파괴, 동역학 및 제어, 고체 및 구조해석, 열 및 유체공학 등에 관련된 광범위

한 분야를 다루는 분야이다. 최근 첨단 IT 기술과 융합되어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이며, 실용성을 추구하는 기술로써, 이는 우리 대학에서 추구하는 실무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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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양교과목과 기초전공과목을 이수한 후 3학년에서 기계설계, 기계 가공 및 제조, 스마트 품질

경영의 심화된 교과목을 4학년까지 이수하게 된다. 전공분야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공작기계, 자동화 설비, 항공기, 에너지(발전), 제조산

업, 건설기계, 방위산업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기계공학과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첨단정보화·글로벌화 하

는 이 시대 산업사회의 요구와 접목하여 실천함으로써, 기계‧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전문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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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목표

기계산업의 전문성·창의성·합리성을 갖춘 인재 교육

3) 교육방침

①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② 기계공학의 기초 이론을 충실히 교육하며 실험·실습을 강화한다.

③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④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4) 전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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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E실습, 종합설계실습, CAD/CAM, 최신CNC실습, 기계부품시험평가,

통계적품질관리

5)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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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해설

E063590, 기계공학입문(Introduction to Mechanical Engineering), 2-2-0

기계공학의 일반적인 개념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계의 역할과 기본적인 작

동원리 등을 이해한다. 기계의 작동원리와 향후 배우게 될 전공교과목의 연관성에 대해서

학습하며, 기계공학분야에서 자신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110100, CAD(Computer Aided Design), 2-1-2

정밀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작도 및 모델링 방법, CAD시스템간

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 모듈의 개발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E040260,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3-3-0

재료역학은 기계요소 및 구조물에 인장, 압축, 비틀림 등의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률, 변형 및 변위를 다루는 학문으로 기계, 자동차, 항공, 건축, 토목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과목이다. 하중에 대한 재료의 움직임, 파단, 안전성과 같은 기

본 개념을 포함하여 설계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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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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구로 제작하게 해 봄으로서 향후 접하게 될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종합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

E060010, 기계공작법(Machine Tooling), 2-2-0

주조, 금속성형공정, 용접, 절삭 등의 기계요소 부품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공정에 대하여 이

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 또한 기계 부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공정을 중심으로, 미래 제조기술인 3D 프린팅 기술 등 최신기술을 기존의 생산 공정에 접목

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60110, 열역학(Thermodynamics), 3-3-0

열역학은 일과 열에 관계된 물질의 상태량을 다루는 학문이며,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항공

우주공학 등 모든 공학 분야에서 근간이 되는 기본 역학 교과목이다. 열역학에서는 엔지니

어가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열역학

의 기본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열역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열

역학 제1법칙, 제2법칙, 가스동력사이클, 증기동력사이클, 냉동사이클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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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과 재료를 표현하는 기호와 관련된 지식, 기계 가공면의 거칠기의 표현방법 등을 학습하

고 실제 가공실습을 교육한다.

E111010, 3차원CAD(Three Dimensional Computer Aid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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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도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E060080, 기구학(Mechanism Design), 2-2-0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형상과 요소간의 상대운동을 파악하여 기계 시스템 제작의 기초를

학습한다. 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기계기구의 속도, 가속도 해석을 수행하

는 방법과 링크장치, 캠, 기어 등의 특수 운동기구의 운동학 및 동역학 등을 다룬다.

E060140, 유체역학(Fluid mechanics), 3-3-0

유체역학은 기체와 액체의 움직임에 관한 학문으로 대부분의 공학 분야에서 근간이 되는 기

초학문 중 하나이다. 특히,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자동차공학, 조선공학, 화학공학 등의 분

야에서 필수과목이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설계와 해석에 필요한 유체역학의 기초지식과

응용 방법을 다양한 예제를 통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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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0210, 정밀공작법(Precision Manufacturing), 2-1-2

공작기계의 절삭모델 및 구성 등을 통하여 공작기계의 운전 및 관리 등의 지식을 습득하여

생산관지자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공작기계나 자동화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E061040, 동역학(Dynamics), 3-3-0

공학의 중요지식인 역학의 기초적 법칙을 이해하고, 질점 및 강체의 운동 및 운동역학, 뉴턴

역학, 일과에너지, 힘과가속도, 충격량과 운동량, 강체의 평면운동학 과 운동역학 등을 벡터

적인 풀이와 해석적인 풀이를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동적으로 기계들의 안전설계에 대한

기본원리와 응용을 학습한다.

E063600, CAE기본(Introduction to Computer Aided Engineering (CAE)), 2-1-0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기법을 적용하여, 기계공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CAE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과 기계공학 이론에 기반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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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방법과 과정을 여타의 기계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060120, 열전달(Heat Transfer), 3-3-0

물체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전도, 강제대류,

자연대류, 복사열전달 및 열교환기 설계 등에 대한 기본이론과 각종 해석기법을 습득하고,

열 및 물질전달에 대한 공학적 응용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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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계

의 기본요소, 운동방정식, 고유진동수, 감쇠 및 비감쇠 진동, 자유 및 강제진동, 다자유도계,

연속체의 진동 및 비선형 진동을 다룬다.

E063610, 재료진동실험(Materials and Vibration Engineering Lab.), 2-1-2

재료역학 등의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계 재료의 기계적 성질, 물리적 성질

등에 관하여 시험하며, 인장시험, 경도시험, 비파괴검사, 금속조직 표면관찰, 충격시험 등을

수행한다. 또한 동역학 등의 교과목에서 습득한 동역학 제반이론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제 공학시스템을 응용할 수 있도록 실습하며, 진동계측실험, 주파수 응답실험 등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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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3620, 설계실습(General Design of Mechanical Engineering), 2-1-2

기계공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토대로 기계공학이 적용되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계공학의 각종 원리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계공

학 원리들의 응용을 통해 설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063630, 계측공학이론및실습(Measurement Engineering), 3-2-2

기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물리, 화학 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센서의 기본원리, 종류와

특성 및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센서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계측하는 방법과

노이즈 등을 상쇄하기 위한 신초 처리 과정에 대해 배운다.

E060580, 금형설계(Press Die Design), 3-3-0

금속 재료에 하중을 가해 소성 및 유동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원하는 형상으로 성

형하는데 사용하는 공구인 금형에 대하여 학습한다. 금형의 정의, 종류, 금형에 따른 재료의

유동 특성을 학습하고, 프레스 금형, 단조 금형, 압출 금형 등 제품의 생산에 적용되는 금형

의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설계방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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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의 동력전달장치 등에 대해 교육한다.

E063640, 열유체실험(Thermodynamics and Fluid Mechanics Lab.), 2-1-2

유체역학, 열역학 등의 교과목에서 습득한 유체공학 분야에 관련된 제반이론에 대하여 실험

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제 공학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한다. 압력, 온도, 유량측정,

터보형 유체기계 성능실험, 내연기관성능실험, 냉동기성능실험, 증기원동소성능실험, 압축기

성능실험 등을 수행한다.

E063650, 기계부품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of Machine Component), 2-1-2

기계공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기계 부품의 사용자 조건에 따른 평가방법을 이해하고,

기계부품의 평가 시험을 위한 센서 및 계측기 사용방법,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E110810, CAD/CAM(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3-3-0

컴퓨터를 활용한 형상설계를 기반으로 NC 프로그래밍, 3차원 프린팅을 통한 제조공정에 대

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NC 및 3차원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된 제품의 실

물 제조를 실습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2-0-2

공학이론과 실험실습이 조화를 이루며, 복합적인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교과

목으로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수행해가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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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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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계공학 원리들의 종합적인 응용을 통해 설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063660, CAE실습(CAE Practices of Mechanical Design), 2-1-2

최근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설계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CAE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CAE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설계자가 CAE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설계자의 관점에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CAE 해석 방법, 최적화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다.

E063670, 최신CNC실습(CNC Machining), 2-1-2

컴퓨터를 활용한 수치제어 기계가공 및 컴퓨터 활용 제작에 대한 이론 및 원리를 학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기술을 학습시키고,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한다.

S041080, 통계적품질관리(Statistical Quality Control), 3-3-0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의 정의, 품질관리의 개념 및 기법을 이해하고, 품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계학과 다양

한 통계적 수단에 대해 학습한다.

E063680, 종합설계실습(Capstone Design of Mechanical Engineering), 2-1-2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산업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험을 간접 체

험할 수 있다.

E083650, 컴퓨터응용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for Mechanical Engineering), 2-1-2

기계공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열유체 문제, 구조해석 문제, 자동제어 문제 등에 대해 컴퓨

터를 이용하여 근사적인 수치해를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다룬다.

E083660, 전기자동차구조(Structure of Electric Vehicle), 2-2-0

내연기관과 변속기 등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자동차가 아닌 모터와 배터리가 주요 부품인 전

기자동차의 구조를 이해하고, 전기자동차에서의 동력전달, 조향, 변속 등에 사용되는 각각의

부품들의 특성 및 기능을 학습한다.



■ 자 율 주 행 자 동 차 학 과 ■

1) 개 황

자율주행자동차학과는 2020년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 신생 학과이다. 경일대학교

에서는 2018년 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면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

였으며 당해 12월에 국내 대학 5번째, 초소형 전기차 기반 국내 최초로 국토부 자율주행 임

시면허를 취득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학과는 기계자동차학부에 속해있으며 기계자동차 관련 역학 지식과 자율주

행을 위한 SW 지식을 융합한 엔지니어 양성에 목적이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의 주력 기술

분야로 자율주행 차량이 손꼽히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

것은 자율주행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기대감이 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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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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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과목해설

E063590, 기계공학입문(Introduction to Mechanical Engineering), 2-2-0

기계공학의 일반적인 개념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계의 역할과 기본적인 작

동원리 등을 이해한다. 기계의 작동원리와 향후 배우게 될 전공교과목의 연관성에 대해서

학습하며, 기계공학분야에서 자신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110100, CAD(Computer Aided Design), 2-1-2

정밀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작도 및 모델링 방법, CAD시스템간

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 모듈의 개발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E040260,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3-3-0

재료역학은 기계요소 및 구조물에 인장, 압축, 비틀림 등의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률, 변형 및 변위를 다루는 학문으로 기계, 자동차, 항공, 건축, 토목 등 다양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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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과목이다. 하중에 대한 재료의 움직임, 파단, 안전성과 같은 기

본 개념을 포함하여 설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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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구로 제작하게 해 봄으로서 향후 접하게 될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종합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

E060110, 열역학(Thermodynamics), 3-3-0

열역학은 일과 열에 관계된 물질의 상태량을 다루는 학문이며,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항공

우주공학 등 모든 공학 분야에서 근간이 되는 기본 역학 교과목이다. 열역학에서는 엔지니

어가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열역학

의 기본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열역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열

역학 제1법칙, 제2법칙, 가스동력사이클, 증기동력사이클, 냉동사이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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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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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과 재료를 표현하는 기호와 관련된 지식, 기계 가공면의 거칠기의 표현방법 등을 학습하

고 실제 가공실습을 교육한다.

E111010, 3차원CAD(Three Dimensional Computer Aid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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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도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E060140, 유체역학(Fluid mechanics), 3-3-0

유체역학은 기체와 액체의 움직임에 관한 학문으로 대부분의 공학 분야에서 근간이 되는 기

초학문 중 하나이다. 특히,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자동차공학, 조선공학, 화학공학 등의 분

야에서 필수과목이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설계와 해석에 필요한 유체역학의 기초지식과

응용 방법을 다양한 예제를 통해 학습한다.

E061040, 동역학(Dynamics), 3-3-0

공학의 중요지식인 역학의 기초적 법칙을 이해하고, 질점 및 강체의 운동 및 운동역학, 뉴턴

역학, 일과에너지, 힘과가속도, 충격량과 운동량, 강체의 평면운동학 과 운동역학 등을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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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풀이와 해석적인 풀이를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동적으로 기계들의 안전설계에 대한

기본원리와 응용을 학습한다.

E070890, C프로그래밍(C programming), 3-2-2

본 교과목은 C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과 컴파일 및 디버깅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실습

해본다. 또한 본인이 구상한 기능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하고 논리적인 오류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E076700,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Micro Processor Design), 2-1-2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 가전제품, 휴대폰, 산업용 로봇과 최근에는 자동차의 전자화 흐

름에 따라 기계분야에서도 그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 내부 구조와 동작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며,아두이노 기반으로 원하는 기능

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E079420,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2-2-0

기계 및 자동차 시스템의 전력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 원리를 학습한다. 전기자동차 시

대에는 배터리와 전원배분이 가장 중요한 모듈이기에 전기차 분야를 집중하여 학습한다.

E060010, 기계공작법(Machine Tooling), 2-2-0

주조, 금속성형공정, 용접, 절삭 등의 기계요소 부품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공정에 대하여 이

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 또한 기계 부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공정을 중심으로, 미래 제조기술인 3D 프린팅 기술 등 최신기술을 기존의 생산 공정에 접목

하여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60120, 열전달(Heat Transfer), 3-3-0

물체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전도, 강제대류,

자연대류, 복사열전달 및 열교환기 설계 등에 대한 기본이론과 각종 해석기법을 습득하고,

열 및 물질전달에 대한 공학적 응용력을 배양한다.

E063450, 자동차구동시스템(Vehicle Control System), 3-3-0

자율주행 차량의 종횡방향 제어를 위한 기본적인 구동 시스템에 대해 다룬다. 종방향 제어

를 위한 가속도 제어기와 횡방향 제어를 위한 조향 제어기를 설계하고 분석한다. 횡방향 제

어를 위한 이탈각, 이탈거리, 목표점에 대해서 학습한다.

E063640, 자동차IT융합실험(), 3-2-2

자동차IT융합실험은 2부문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한다.

Part A: 열유체공학학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며, 실험실습장비를 활용하여 열유체유동현상

을 이해하고, 열유체유동 관련 제법칙을 이해한다.

Part B: 기계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관련된 실험과 기계구조의 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진동학의 기본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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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480, 자율주행센서 (Autonomous Vehicle Sensors), 3-2-2

자율주행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에 대해 학습한다. 카메라 센

서 기반으로 딥러닝을 통한 객체 인지 및 분별을 수행한다.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멀티레

이어 정보를 처리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E078610, 자율주행차종합설계Ⅰ(Autonomous Vehicle DesignⅠ), 1-0-1

자율주행차량을 설계하기 위한 과목이다. 팀별로 구상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센서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디자인 한다. 기계공학적인 지식과 SW 기술을 융합

하여 자율주행 차량 또는 모빌리티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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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방법과 과정을 여타의 기계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060080, 기구학(Mechanism Design), 2-2-0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형상과 요소간의 상대운동을 파악하여 기계 시스템 제작의 기초를

학습한다. 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기계기구의 속도, 가속도 해석을 수행하

는 방법과 링크장치, 캠, 기어 등의 특수 운동기구의 운동학 및 동역학 등을 다룬다.

E062860, 자동차부품시험실습(Automotive Component Experiment and Practice), 2-1-2

자동차의 설계 및 제조 그리고 성능확보를 위한 다양한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프로세스를 체

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강도시험, 진동시험 및 다양한 계측기를 이용한 데이

터의 획득과 분석을 통하여 설계기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

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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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의 동력전달장치 등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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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하여 자율주행 차량 또는 모빌리티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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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를 통해 실무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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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520, 자율주행차종합설계Ⅲ(Autonomous Vehicle Design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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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하여 자율주행 차량 또는 모빌리티를 개발한다.

E063690, 제어계측실습(Control and measurements engineering), 2-1-2

제어시스템은 센서의 입력에 대해 반응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센서 입력은 입력값을 필터링

하여 안정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사용가능하다. 본 과목에서는 제어에 사용 가능한 센서신호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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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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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

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083670, 전기차플랫폼해석(Computational analysis for elecric vehicle platform), 3-2-2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같

은 복합시스템의 변형 및 응력해석부터 열 유속, 유체 유동, 자기 유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정에서는 전기차 플랫폼의 설계를 위한 기본 이론, 모델링

기술, 계산 방법을 학습하고, ANSYS software 등을 이용한 해석법을 학습한다.

■ 컴 퓨 터 사 이 언 스 학 부 ■

1) 개 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센 물결을 맞이하여 컴퓨터사이언스 분야는 미래 지식 사회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며, 창의적 사고를 가진 컴퓨터 분야의 전문 기술

인 양성은 국가 발전과 인류복지를 위한 필연적인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차세대 과

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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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를 실현하는 원동력은 컴퓨터사이언스라는 학문분야를 통한 IT 산업의 발

전에 있다. 컴퓨터사이언스학부는 새로운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서서 국내외 IT 산업을 선

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 적응력을 가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169

형 IT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전공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연계한 선도적인 교육으로 국내

클라우드기반 ICT산업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재양성이라는 인재상을 기반

으로 아마존 AWS클라우드 설계, 개발, 운영에 능숙한 인재양성, 클라우드기반 AI, 빅데

이터, IoT, 보안기술 융합 전문 인재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엔터테인먼트전공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게임산업을 선도하는 ICT융합 능력을 갖

춘 게임전문가 양성이라는 인재상을 기반으로 게임기획,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게임

운영 등 교육과정을 통해 게임산업 핵심 인재양성을 목표하며, 인공지능, 앱, 웹, 보안 등의

ICT융합 교육을 통해 융합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인적인 지성인·창조적인 전문인·실천하는 봉사자” 양성이라는 경일대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뒷받침으로, 인성과 근면 성실성을 갖춘 엘리트 컴퓨터사이언스 전문인력 양성

이라는 목표로 이어지고 있으며 컴퓨터사이언스 산업계와의 기술교류 세미나 및 산업체 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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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 기술 기반의 캡스톤디자인 진행을 통한 현장 실무력 향상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전공별 1인 1자격 취득

- 클라우드 자격 초급과정 100% 수료 지원

- 전공문야 1프로그래밍언어 그리고 1툴에 능숙한 기술력 배양

- 1인 1전문 자격증 취득과 능숙한 코딩 스킬 배양을 통한 졸업과 동시에 취업

○교육방침

• 실무 중심형 전문교육 강화

- 멘토링과 캡스톤디자인을 연계한 프로젝트중심 실습교육, 산학연계 현장교육, 인턴쉽

연계 프로그램, 외부 실무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한 현장 적응력이 강한 인재 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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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

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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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텅전공

① 아마존 AWS 클라우드 설계, 개발, 운영에 능숙한 인재 양성

② 클라우드 기반 AI, 빅데이터, IoT, 보안기술 융합 전문 인재 양성

③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연계한 선도적인 교육으로 국내 클라우드기반 ICT 산업현장

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

게임엔터테인먼트전공

① 게임 기획,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게임운영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게임산업 핵

심 인재 양성

② 인공지능, 앱, 웹, 보안 등의 ICT 융합 교육을 통한 융합 인재 양성

③ E-스포츠단 연계를 통하여 프로게이머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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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o 클라우드컴퓨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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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게임엔터테인먼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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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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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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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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해결절차

의 고안,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수와 타입, 배열, 수식과 논리식, 그리고 조건문과 반복문 등

흐름제어구문, 서브프로그램 등을 파이썬 언어 등을 사용해서 논리전개 능력향상을 위한 예

제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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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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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터베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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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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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

트럭션과 주소 지정 방식, 인스트럭션의 수행과 제어, 레지스터의 기능과 전송 등의 연산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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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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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네트

워크 할당, 라우팅 프로토콜의 동작 원리, VLAN 등을 학습한다. 라우터의 IOS를 숙지하고

주어진 IP주소를 가지고 서브네트워크를 설계 및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ACL의 사용 방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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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기 스케쥴링, 기억장치 경영, 가상기억장치, 병행 프로세스의 동기화, 교착상태 처리,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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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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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운 비즈니스에 적용가능 하도록 산업현장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함께 논리적 프로세서 진행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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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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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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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

한 전 연역에 걸친 전산학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로젝트를 팀단위로 진행한다. 4학년 1학기 캡스톤디자인 II와 연동하여 진행한다.

E078860,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3-2-2

본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최신의 클라우드 서

비스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클라우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요구사항에 맞

는 클라우드 설계, 클라우드 구축 및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E078630,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3-2-2

본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데이터 전처리 및

다양한 추론모델의 이해를 목표로 추론모델을 이용한 빅데이터 처리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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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1280, 데이터분석과시각화(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3-2-2

본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직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음을 목표로 데이터 가시화 방법

등을 학습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II(Capston Design II), 2-0-2

본 교과목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사이언스 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

공관련 지식을 최종 평가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과목이다. 학부에서 습득한 전 연역에

걸친 컴퓨터사이언스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로젝

트를 팀단위로 진행한다. 3학년 2학기 캡스톤디자인 I과 연동하여 진행한다.

E111290, 클라우드실무(Cloud Practice), 3-2-2

본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요소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작동해야할지 이해함을 목표로, 실제 기업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와 트렌트, 운영방법 등을 학습한다.

E078590, 데이터사이언스 (Data Science), 3-2-2

본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광범위한 데이터 처리 기

술 습득을 목표로, 정형데이터 기반 통계분석 및 변수 추출, 정형 다차원 데이터 처리 및 시

각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학습한다.

E111300, 클라우드프로그래밍 (Cloud Programming), 3-2-2

본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클라우드 운영과 활용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상태를 모니

터링할 수 있고 분석하여 서비스에 개선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111310, 클라우드보안및규제 (Cloud Security and Regulation), 3-3-0

본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스템 설계 시 보안과 규

제를 준수하여 설계할 수 있음을 목표로 도출된 요구사항에 맞는 클라우드기반 보안 설계

방법을 학습한다.

E111320, 클라우드종합프로젝트 (Cloud Comprehensive Project), 3-3-0

본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클라우드기반의 실용적 측

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클라우드기반 시스템 개발에 대한 실무적 역량, 창의력, 문제해결

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이다.

A092120, 모바일게임프로그래밍 (Mobile Game Programming), 2-2-0

A092130, 모바일게임프로그래밍실습 (Mobile Game Programming Laboratory), 1-0-2

본 교과목은 게임전공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게임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모바

일 앱 개발 능력 배양을 목표로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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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 게임 기획서를 바탕으로 응용 게임

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A092140, 게임플랫폼 (Game Platform), 2-2-0

A092130, 게임플랫폼실습 (Game Platform Laboratory), 1-0-2

본 교과목은 게임전공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게임 시스템을 설정하고, 기반 시스

템, 시스템 구조 설계, 시스템 상세 기획을 포함한 기획서 작성을 학습하며, 게임 시스템 기

획 마인드맵 제작, 캐릭터 상태 기획, 시스템 기획 사항 등을 학습한다.

A091520, 게임그래픽 (Game Graphics), 3-3-0

본 교과목은 게임전공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게임 그래픽스의 흐름에 대해 전반적

인 개요를 다루며, 이를 응용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 방법에 대해서 토론한다.

게임제작에 필요한 UI, 캐릭터, 배경 등의 그래픽디자인 및 기법 등을 학습한다.

E079060, 컴퓨터게임제작 (Computer Game Production), 3-3-0

본 교과목은 게임전공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게임의 기획부터 제작, 유지보수까지

게임을 만드는 작업을 실습한다. 게임 제작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게임 제작 실무와 연계

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하여 실질적인 게임 제작 능력을 습득한다.

A092140, 가상현실게임프로그래밍 (Virtual Reality Game Programming), 2-2-0

A092130, 가상현실게임프로그래밍실습 (Virtual Reality Game Programming Laboratory),

1-0-2

본 교과목은 게임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상현실시스템을 활용한 게임 시스

템을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가상현실 게임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을 이해하고, 게임 서버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A092180, 게임3D그래픽 (Game 3D Graphics), 2-2-0

A092190, 게임3D그래픽실습 (Game 3D Graphics Laboratory), 1-0-2

본 교과목은 게임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3D CG캐릭터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교과목으로서, 시나리오와 세계관을 분석하여 3D 캐릭터를 디자인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세부적으로 게임을 이루는 여러 조형요소와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매체로서의 색채, 질감, 형태 등의 요소에 대해 학습한다.

A092200, 온라인게임 (Online Game), 2-2-0

A092210, 온라인게임실습 (Online Game Laboratory), 1-0-2

본 교과목은 게임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를 관리하는 게임운영 능력을 학습한다. 사용자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요구 사항에 대응하

는 방법, 다수의 사용자가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게임운영 방법, 사용자 이용 내역

을 분석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학습한다.

A092220, 게임운영 (Game Operation),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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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2230, 게임운영실습 (Game Operation Laboratory), 1-0-2

본 교과목은 게임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게임 QA 수행 및 게임서비스와 마

케팅 방법,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관리 지침 수립, 이용 내역 관리 및 요구사항

대응, 이용 내역 분석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학습한다.

■ 전 기 공 학 과 ■

1) 개황

전기공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에너지의 발생에서부터 운반 · 배분

과, 전기에너지를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풍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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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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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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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철

도기사, 철도신호기사)을 기본으로 취득하여 국가기간 산업인 전기에너지, 자동화 분야의 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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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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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하고자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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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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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5) 과목 해설

회로이론 E070860(3/3/0)

Circuit Theory

회로 이론은 전기회로를 다루는데 필요한 필수 과목으로서, 직류회로로부터 정현파 교류를

전원으로 하는 교류회로 해석 방법과 응용 예를 다룬다, 이들 회로를 다루는데 필수적인 복

소수 연산, 라플라스 변환 등의 수학적인 내용 등도 다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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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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전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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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내선기초 E079710(2/1/2)

Electrical interior wiring Basics

전기내선기초는 전기사용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입 전

선로, 전원설비(수변전, 예비전원), 전기공급설비(배전, 간선, 배선), 부하설비(동력, 조명, 전

열 등), 약전 및 방재설비 등을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제반사항을 계획부터 시공까지

의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실습 교과목이다.

회로망이론 E075810(3/3/0)

Electric Network Analysis

전기회로를 통하여 전기에너지가 전달되므로 회로망이론은 전기공학의 기본적인 과목이다.

회로망이론에서는 루프해석법과 마디해석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회로해석기법을 다룬다. 라

플라스변환을 이용한 해석기법과, 페이저와 푸리에급수를 이용한 회로해석도 다루어진다. 이

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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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력과 자성체의 인덕턴스 개념 및 정량적 계산법을 다루고, 자기에너지 및 전자기에너지와

작용력을 계산하며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의 개념과 그 파동방정식을 소개하고,

Poynting 벡터와 전력송전의 원리를 다룬다.

전력전자심화 E076800(3/3/0)

Applied 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 심화는 전력 반도체를 이용한 여러 분야 중 인버터 구동에 대한 적용 기법을 익힌

다. 단상 인버터 및 3상 인버터의 구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 변환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전기내선실무 E079720(2/1/2)

Electrical interior wiring Working-level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182

전기내선기초는 전기사용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입 전

선로, 전원설비(수변전, 예비전원), 전기공급설비(배전, 간선, 배선), 부하설비(동력, 조명, 전

열 등), 약전 및 방재설비 등을 시공,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제반사항을 계획부터 시공까지

의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하기 위한 현장 실무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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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하고 실용회로에 대한 적용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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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와 전기적 에너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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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협조, 전력

계통의 보호계전방식, 지중송전방식 등에 대해 다룬다.

전기CAD I E079290(2/1/2)

Electrical CAD Design

전기설계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설계도면의 표준화 등은 전기설계 업무시스템의 효율과 직결

되고 나아가 기업의 경제적인 이득 산출과도 연관된다. 이 강좌에서는 CAD의 사용방법을

배워 도면의 작성과 완성된 도면에서의 수정 작업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서의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표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회로실험 E076780(1/0/2)

Electrical Circuits Experiment

전기회로실험에서는 전기공학의 기초학문인 전기회로의 기본이론을 실습을 통하여 직접 체

험한다, 계기의 결선법, R-L-C 소자의 직,병렬 연결회로, 키르히호프의 법칙, 분압기, 분류

기, 전력 및 전력량 측정, 브리지회로 측정법, 절연저항측정, 전압, 전류측정법 등을 익힘으

로써 그 현상의 활용방법과 기본 계측장비의 사용방법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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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로그래밍 E070880(2/1/2)

C++ Programming

C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기반으로 객체, 클래스, 상속, 연산자 중복, 함수 중복, 템플릿과 예

외처리 등의 객체지향언어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여, MFC를 학습하기 위한 기본 바탕을 학

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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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전선로, 옥측 및 옥상 전선로, 인입선 등에 대해 다룬다.

전기기기 II E073532(3/3/0)

Electric Machine II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주축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와 유도전동기의 구조와 다양한 특성을 파악

하고 이해한다.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힌다.

전력공학응용 E076810(3/3/0)

Power Engineering Application

전력계통공학은 전력의 발생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영역을 시스템이론 및 시스템공학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전력계통의 개요, 전력계통기술의 전망, 전력계통의

기초이론, 전력계통의 기초방정식, 전력계통 구성설비의 표현, 전력조류계산, 전력시스템의

경제운용, 전력시스템의 주파수 및 전압제어 등에 대해 다룬다.

전기CAD II E079300(2/1/2)

Electrical CAD Design II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기설계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현재에 와서

는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설계의 모든 부분이 컴퓨터를 통해 작성됨에 따라 전기

도면을 작성하고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기반으로 현장기반의 설계기술을 배양

한다.

스마트디지털회로설계 E079270(3/2/2)

Smart Digital Circuit Design

스마트 디지털 회로 설계는 기본 논리 게이트의 성질과 불 대수에 의한 논리회로의 간략화

를 통한 연산회로의 설계와 해석을 통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와 전자제어 장치간의 상

호 접목을 위한 기본적 개념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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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 E070370(2/1/2)

Microprocessor

정보통신 및 임베디드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언어를 학습하며, 각종 제어기, 네트워킹 및 임베디드시스템

을 운용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제어공학 E070730(3/3/0)

Basic Control Engineering

제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여 모든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전기공학

도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제어의 기초개념을 다룬다. 다루어지는 내용은 제어시스템의 역사

로부터 해석과 설계목표, 시스템의 모델링과 표현방법, Laplace 변환 기법, 시스템의 간략화,

안정도 판별법, 정상상태오차 등에 대해 다룬다.

전기공사적산실무 E070010(2/1/2)

Electric Work Integration Working-level

전기공사적산실무 교과목은 실무에서 전기설비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전기공사에 필요한 기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적산을 수행하는 실습교과목이다. 설계된 전기도면을 해석하고 기자재

및 재료를 적산함으로서 전기공사 실무에 중요한 부분이다.

전기기기전자계해석 E079310 (2/1/2)

Analysis of Electromagnetic Field of Electric Machinery

전자계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계 및 자계의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석 및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시켄스및PLC제어프로그래밍 E079280(3/2/2)

Sequence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기존의 시켄스회로를 PLC를 이용하여 설비의 자동화와 고 능률화의 요구에 따라 PLC의 적

용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공장자동화와 FMS에 따른 시켄스를 대체한 고기능화 고속화

의 추세로 소규모에서 대규모설비에 이르기 까지 PLC가 적용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시

켄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PLC을 이용한 공장자동화 구현 능력을 함양한다.

IoT프로그래밍 E079260(2/1/2)

IoT Programming

IoT 프로그래밍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IoT 기기들을 직접 제작해보고 그 안에 들

어가는 제어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프로그래밍 기법이 실제 사물인터넷에 어떻게 연결되

는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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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시스템(3/3/0)

Embedded System

임베디드 전자제품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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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시스템응용 E074790(3/3/0)

Control System Engineering

이 강좌에서는 기초제어공학 강좌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기초적인 제어시스템 설계기법

을 다룬다. 다루어지는 내용은 고전적인 설계기법인 근궤적을 이용한 설계, 주파수응답 설계

기법, 그리고 상태공간에서의 제어시스템 설계 기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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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디자인 I S090271 (2/0/2)

Capstone Design I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작 가치가 있

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해 봄으로써 창의성, 복합학제적인 팀웍 능력, 의사소통능

력, 팀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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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기

술을 융합해 공장 내의 장비, 부품들이 연결 및 상호 소통하는 생산체계 구현 능력을 함양

한다.

전기응용 E073750(3/0/3)

Electric Application

전기응용 교과목은 조명공학, 전열공학, 전기철도, 전기화학, 자동제어 및 전력반도체 분야에

중에서 전기엔지니어로서 전기응용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캡스톤디자인 II S090272 (2/0/2)

Capstone Design II

캡스톤디자인 I에서 설계하고 학습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작품 혹은 전문인으로서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

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복합학제적인 팀웍 능력, 의사소통능력, 리

더와 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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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방 방 재 학 부 ■

1) 개 황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는 소방방재학 및 소방행정학을 접목시킨 국내 최고 수

준의 4년제 소방관련 학부이다. 본 학부는 소방방재 분야의 기본이론과 현장실무,

IT기술이 융합된 전문 지식을 교육하여 졸업 후 화재 및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 즉

시 투입 및 지휘가 가능한 소방공무원과 소방방재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

다.

현 소방방재학부는 2004년 3월 연계전공으로 소방방재정보전공으로 개설되어,

2005년 3월 전국최초로 소방방재정보학과를 신설하였다. 같은 해에 계약학과로 소

방방재행정학과 신․편입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하였다.

2006년 3월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정보전공 및 소방방재행정전공으로 확대 개편

하여, 2007년 소방방재행정학과 1회 졸업생 배출, 2009년에 소방방재학부(소방방재

정보전공)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09년 3월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하

고, 소방방재학부의 세부전공을 소방시스템전공과 소방안전전공으로 개편하였다.

2011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내 유일한 소방관련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2012년 3월부터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체특별편입반(야간) 과정을 신

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3월에 트랙제 도입에 따라 소방방재학과 소방시스템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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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로는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에 선정되어 「목

표지향형 소방안전 인력양성사업단(5년간 35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 지

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참여 학부로 선정이 되고 SMART엔지니어링 대학에 등

록되는 등 명실 공히 전국최고의 소방방재학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는 학․연․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

탕으로 학과 단위의 연구역량 극대화는 물론 미래사회의 주목할 만한 전문 인재 교

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국가 기간산업의 발달과 경제생활의 신장으로 산업체 및 건설현장에서도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방의 역할 또한 점차 확대되

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은 소방방재 기술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의 필요성을 범정부적으로 촉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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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지식을 겸비한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2005년 신설되었으며, 2022년 현재에는

소방방재학부로 개편되어 소방방재전공과 소방행정전공으로 종합적인 소방전문인력

양성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첨단 소방방재시스

템 및 소방행정과 안전관리 체계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역 내에

서는 유일하게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 석․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체 재직자 및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체특별편입반(야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상호간의 인적네트워크 및 상호협력체제 구축의 기회를 마련하

고 있다.

본 소방방재학부는 전국 최고의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의 소방공무원 배출, 소방설비기사/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교

육사 국내 최고의 합격률, 소방설비기사 100% 합격, 미국 및 일본 유학을 통한 소

방분야 고급인력 양성,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등의 선진소방학문 습득 등의 다

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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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의 화재공학관련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소방시설과 소방법규에 대한 총

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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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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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한 기본적 화학이론을 소개하는 강좌이다. 따라서 물질의 명명법과 특성, 산화반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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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활에 일상의 안전과 재해 시 작동하게 되는 각종 소방시설의 구성요소 및 작동 원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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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을 이해하고 유체의 물성과 유체유동을 해석하는 지배방정식에 대해 학습

한다. 기본적으로 배관 내 유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관내마찰과 유동해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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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전

기설계실무의 선수과목이다. 소방시설의 설계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AUTOCAD 프

로그램의 내부환경 및 운영방법을 학습함으로써 2차원 도면작성기법을 습득하고 학

생들의 설계실무역량을 함양한다.

E043450, 화재역학(Fire Dynamics), 3-3-0

열/물질전달, 연소반응 기초하여 화재의 시작과 전파 및 확대과정을 학습하여 구획

공간에서의 다양한 화재현상과 특성을 이해한다.

E040160, 소방전기회로(Electric Circuits for Fire Protection Systems), 3-3-0

소방전기시설을 이해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들의 기초 특성과 동작원리를 익히고, 화재경보설비 및 소방전

기시설을 구성하는 다양한 회로들의 해석 및 설계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소방관련

전공자가 현장에서의 원활한 소방시설관리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E040250, 위험물질론(Theory of Hazardous Materials)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이며 위험물질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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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을 파악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설치기준을 이해함으

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와 그 설치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

다. 발화온도 이하로의 냉각, 산소공급 차단, 가연물질 제거 그리고 연쇄반응을 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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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

물의 인명을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경보시스템에 대하여 그 기능을 이해하고 현

장과 대응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이를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소방경

보시스템의 구조 및 원리, 법적사항, 점검실무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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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4280, 위험물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for Hazardous Materials), 3-3-0

위험물질을 수강한 수강자들에게 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른 취급 방법을 소개하는 강

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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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약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각종 소화약제의 개요, 물리ㆍ화학적 성질, 소화효과,

적응화재, 독성, 저장방법,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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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부

터 보호하고 재실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설치되는 피난유도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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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목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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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하고 학습함으로써 건축기본도면의 기본적인 이해도 함양, 소방도면의 독해 및 적

산의 기초적 이해를 학습한다

E044290, 화재시뮬레이션(Computational Fire Modeling), 3-2-2

유체유동, 열 및 물질전달, 연소현상 등 복잡한 화재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컴퓨

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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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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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학을 전공하면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

하고 설계, 제작, 평가하는 과정을 학습하여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캡스톤디자

인Ⅰ에서는 소방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0-2

소방시스템 전공분야의 창의적 공학설계 개념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공필수 교

과목으로써, 조별 과제수행을 통한 역할분담 및 팀워크 함양, 제안서 및 보고서 작

성능력 함양, 창의적 설계 및 제작능력 배양 등을 통하여 소방시스템분야에서의 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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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

인 제연방법, 제연설비의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발

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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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

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등의 평면도 및 계통도 작성 방법 및 순서를 이해하고

AUTO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설계 실습을 함으로써 소화설비설계 실무능

력을 함양한다.

E044340, 소방전기설계실무(Electrical Design for Fire Protection Systems), 3-2-2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종합경보실습실에 구축된 소방전기

통합실습장치와 결선 시뮬레이터 등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실 건축

물의 소방전기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습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E044230, 건축소방및피난방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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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

오에서의 피난에 대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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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4350, 소방점검실무(Fire Protection System Inspection), 3-2-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위해서 소방시설별 필요한 점검

이론 및 점검방법 그리고 관련 소방법령을 학습하고 소방종합기계실습실의 실습과

정을 통해 심화 학습한다.

E044380 소방ICT융합기술론(Convergence Technology of Fire ICT), 3-3-0

기초통신이론, 유무선 통신체계를 포함한 소방통신기기 및 긴급구조시스템의 정보

체계 등을 학습하고,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개념 및 표준화 추진 현황 그리고 외국

의 통신정보시스템의 사례 등도 함께 학습한다.

소방관계법규 (Laws and Regulations about Fire Fighting), 3-3-0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공무원 시험 및 소방관련기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방의 핵심 4분법인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해 체계적인 법규정을 숙지하여 공공소방활동 현장 및 소방산업현

장에서의 실무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소방행정법Ⅰ (Fire Administrative Law Ⅰ),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 교과목 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행정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일반행정법에서의 총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소방

행정조직법에서는 국가·지방 및 민간 소방조직법, 소방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소방관청의 상호간의 관계, 소방공무원법 등을 설명하고, 소방행정작용법에서는 소방

처분(소방작용상의 행정행위), 비권력적 소방작용, 소방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을 설

명한다. 그리고 소방행정구제법에서는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를 설명한다.

소방행정법Ⅱ (Fire Administrative Law Ⅱ),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 교과목 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행정법Ⅰ에서 학

습한 내용을 토대로 소방행정법이 적용되고 있는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서 소방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능력도 배양한다.

소방행정사 (History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 교과목 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한국의 역사적 변화와

맞물려 함께 변화해온 대한민국의 소방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역사적 관점에

서 고찰하며, 소방행정의 변천사를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소방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소방원론 (The principles of Fire safety), 3-3-0

소방원론은 주로 화재론과 방재론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화재론에서는 화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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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피해 및 종류, 연소의 이론 및 형태, 불과 연기의 행위 및 특성, 물질의 화재위험,

건축물의 화재특성 등을 학습한다. 방재론에서는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총론, 건

축물의 내화성상, 건축물의 방재(防災)계획 및 소방안전관리, 건축물 및 폭발성물질의

안전관리, 화재(火災)의 소화(消火), 소화약제에 의한 피해, 오존층 파괴와 지구의 온

난화 등에 대해 학습을 한다.

소방영어Ⅰ,Ⅱ (English for Fire safety), 2-2-0

소방 관련 전문 영어과정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소방인력을 양성하고 재

난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소방심리학 (Psychology of Fire Service),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 교과목 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인간요인을 학습한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보이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을 정보처리

입장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소방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한다. 또

한 방화범의 심리 상태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개관하여, 화재예방이나 안전교

육 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을 다룬다.

소방정책론 (Theory of Fire Service Policy),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 교과목 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의 정책의제형성

과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 그리고 소방정책종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그리고 소방정책을 수립하는 요령과 기획요령을 습득함으로써 올바른 소방정책을 수

립하고 실효적인 소방정책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학습한다.

재난관리론 (Theory of Disaster Management),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 교과목중 사회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재난관리에 관한 기초

이론을 다룬다. 재난관리를 재난관리과정을 중심으로 재난완화, 재난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에 관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의 유형, 재난의

특징, 재난관리의 단계, 재난관리체계 등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와 유사한 위

기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학습한다. 위기관리의 개념, 특징, 단계, 체계 등을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에 관한 기본적 내용도 다룬다.

화재조사론 (Theory of Fire Investigation), 3-3-0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 교과목 중 실무분야 교과목이며 화재조사에 관한 기초이론

을 학습한다. 연소·화재·폭발 이론, 화재발생개황 및 주요사례분석, 화재조사 개론, 화

재조사제도와 화재조사이론, 화재원인과 판정, 방화·실화범죄의 심리 및 상태, 방화,

실화조사 실무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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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실무 (Practice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3-3-0

소방청의 소방학표준 교과목 중 실무분야 교과목이며 소방조직의 사무관리 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즉 사무 관리의 개요, 문서관리, 정책실명제, 관인관리, 보고사무, 협

조사무, 서식관리, 업무편람, 사무자동화, 행정사무개선 등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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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학부 ■

1) 개 황

녹색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저감의

최적 대안으로 철도교통이 대두되면서 철도는 제 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

다. 정부는 전국을 90분 권역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확충과 수도권을 통합하는

대심도철도(GTX) 및 고속철도의 해외수출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

북 협력과 통일을 위해 장기적으로 남북 철도의 완전한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 철도는 남북을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교통·친환경의 핵심 수단

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일대학교 철도학부는 ‘철도 기관사 양성’ 및 ‘글

로벌 물류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17년 철도학과가 신설되었고, 2020년 3월 철도학

부로 확대되면서 철도차량운전전공과 철도운전시스템전공을 개설하였다. 이후 2022

년 3월 철도운전시스템전공과 철도인프라전공으로 전공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철도 관련 교육 역사를 살펴보면, 2005년 철도경영학과를 신설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철도관련 학과를 유치하였다. 이후 2010년 철도학부로 개

편되어 운영되다가, 2011년에는 철도·전기공학부 내에 철도기술전공을, 경영학부 내

에 철도경영전공을 분리·운영하였다. 이후 철도 관련 재학생들의 입학 및 취업 성과

에 힘입어 2017년 3월에 전기·철도공학부의 철도기술전공을 분리하여 30명 정원의

철도학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2020년 3월 50명 정원으로 철도학부가 출발하였다. 이

후 2021년에는 65명, 2022년에는 60명 입학정원으로 철도학부의 신입생 모집을 진

행하였다. 철도학부는 철도기관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모든 재학생은 1,

2학년 과정에서 철도기관사 양성과 관련된 모든 이론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3, 4학

년 과정에서는 전공별로 한층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기존의 철도 관련 전공

과는 차별성을 두어 철도 운전 전문가, 철도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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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교육

훈련기관인 ‘KIU철도아카데미’를 2019년 1월 개원하여, 연간 120명의 교육생을 배출

하고 있다. ‘KIU철도아카데미’가 개원하면서 기존의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철도기관

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능 교육을 과거 코레일 인재개발

원이나 타 대학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하던 불편을 줄이고, 교내에서 체계

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학교의 재학생은 물론, 주변의 다른 교육

생들까지 포함하는 영남권의 대표적인 기관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확대 개편한 철도학부는 우수한 입학생 및 양질의 취업,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KIU철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완벽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경일대학

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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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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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극 지원한다. 또한 복합물류운송 산업에의 이해와 더불어 언어 및 IT 활용 기술도

겸비한 물류 정보화 및 SCM/물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통 분야의 철도계획과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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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생 전원이 철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달·생산·보관·하역 및 복합 운송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운송 물

류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 철도 계획 및 수요 예측과 설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교통 분야

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 글로벌 철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학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교수진이 철도산업 및 일반 산업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

식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 현실성 있는 교육지도를 한다.

4) 전공소개

① 철도운전시스템전공

철도기관사 양성과정을 전공공통으로 이수한 후, 3, 4학년 과정에서 철도운전 능력

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된 전공이다. 철도운전 및 철도전

기차량, 철도설비 등 철도산업 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철도공학, 철도관제 등 철도의 기본소양을

추가로 학습하도록 하여 철도운전시스템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철도 현업에서 계

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소양을 다지도록 하였다.

② 철도인프라전공

철도기관사 양성과정을 전공공통으로 이수한 후, 3, 4학년 과정에서는 더욱 특화된

철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전공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식과 기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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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철도 및 물류·교통 전문가를 양성하여 철도기관사 외 철도의 다른 분야에

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시행한다. 여객 수송뿐만 아니라 철도

가 담당하는 물류의 복합운송 체계에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SCM/물류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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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시스템엔지니어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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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해설

S048780, 운전이론일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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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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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83690, 철도데이터분석(Railway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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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의 개념, 확률변수, 표본분포, 가설검증 등을 포함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는

학습을 진행한다. Excel을 통해 통계 연산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데이터의 분석/처

리 능력을 함께 배양함으로써 통계라는 학문의 실질적 활용에 흥미를 갖게 한다.

S050520, 도시철도시스템(Urban Railway System), 3-2-2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 전 분야의 기본적 소개를 통해 철도차량과 다양

한 장치와 설비 등의 원리와 구조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 복합시

스템인 도시철도의 분야간 상호 인터페이스와 각종 설비들과의 상관관계 등을 이해

한다.

E057130, 철도개론 (Railway Introduction), 3-3-0

본 과목은 철도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와 운전취급규정의 중요한 조문을 습득

하고,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E057140, 철도물리 (Railway Physics), 3-3-0

철도분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물리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E083641, 전기동차구조및기능1 (Structure and Function of Electric Locomotive ),

3-2-2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동차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전기동차 기

능에서는 전기동차 일반내용과 전기동차 기동, 특고압, 주회로 및 제어회로를 중점

적으로 다룬다.

E057150, 철도관련법(Railroad Laws), 3-3-0

철도 기관사 과정과 철도 기술자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철도법령을 학습한다. 주

내용으로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대하여 학습한다.

E079160, 철도와교통(Railway and Transportation), 3-3-0

사람들의 공간적 이동과 관련되는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통이

존재하며, 도시교통의 정의, 역할, 친환경 교통의 개념 등 도시 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철도교통이 도시발전에 기

여하는 사항과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는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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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7160, 비상시조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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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오류, 이례상황 및 각 비상사고 유형 및 조치/복구 절차에 대해 상세

히 학습한다.

E083642, 전기동차구조및기능2 (Structure and Function of Electric Locomotive),

3-2-2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동차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전기동차 기

능에서는 전기동차 일반내용과 전기동차 기동, 특고압, 주회로 및 제어회로를 중점

적으로 다룬다.

E111341, CAD 1(CAD 1), 3-2-2

본 교과목에서는 CAD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활용에 대해 학습한다.

S040960, 물류관리론(Logistics), 3-3-0

본 강의에서는 물류와 SCM의 이해를 바탕으로, 물류의 각 기능 및 전략을 학습한

다. 물류의 주요 기능인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및 유통가공의 각 개념에 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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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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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52640, 교통공학(Traffic Engineering), 3-3-0

도로교통의 일반적인 특성과 개념을 이해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방법

과 내용을 소개한다. 차량의 특성, 통행자의 특성을 통해 교통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이를 철도교통에 대입해서 기능과 도입 효과에

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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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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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1-0-1

본 교과목에서는 전공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

나 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079680, 철도안전공학(Railway Safety Engineering), 3-3-0

본 교과는 철도를 포함한 교통의 개념 및 그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조직 및 정책 그리고 관

련 법규를 학습하는 한편 교통안전,사고조사,안전계획 및 평가,시설기준 등의 공학

적 사항을 학습한다.

E070640, 전기자기학(Electromagnetics), 3-3-0

본 교과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전기자기학 이론에 대해 공부하여 다른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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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덕턴스(L)와 커패시턴스(C)가 포함된 회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E077060, 철도차량시스템(Railway Vehicle System), 3-3-0

철도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철도차량 시스템의 기본적인 차량 구조 및 회로를 이해

하고 이와 연관하여 열차저항, 집전구조, 속도 가·감속, 제동 원리 등에 대하여 학습

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E070690, 전력공학(Electric Power Engineering), 3-3-0

본 교과목에서는 전력의 발생 및 전송에 대하여 학습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0-2

본 교과목에서는 전공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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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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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6810, 전력공학응용(Applications of Power Electronics),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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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9260, 물류최적화(Logistics Optimization), 3-2-2

실제 기업의 생산/물류 시스템을 이해하고, 생산/물류 환경에서의 각종 의사결정 문

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기법을 학습한다.

E057170, 철도수요분석(Railway Demand Analysis), 3-3-0

장래의 철도계획 수립을 위한 철도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복잡한

수요예측 과정이지만,단계별로 진행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각 단계에서 적

용되는 수학적 모형의 이해와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E057220, 철도교통관제운영및실무(Railway Traffic Control_Operation and

Practice), 3-3-0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현황, 운영 시스템 및 관제설비에

대해 학습하여 관제 운영과 실무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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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과 ■

1) 개 황

본 학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과로써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최근

중앙일보에서 평가하는 학문 평가에서 연속 중상위 학과로 선정되었다. 배출된 졸

업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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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학생지도에 있어서 성실한 전공교육은

물론 그룹 또는 개별 분담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경주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최첨단 실습기기가 비치되어 학생들의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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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한 화공인 양성 교육목표

3) 교육방침

기초교과목을 이해하여 소재의 물성과 기능성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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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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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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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30012 일반화학 II(General chemistry) 3-3-0

화학공학 전공공부를 위해 화학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화학물질의 결합, 조

성과 물성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물질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개념

과 원리를 제공한다.

E080151 화공양론Ⅰ(Basic Principles and Calculation in Chemical EngineeringⅠ)

3-3-0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각 단위공정의 연계성, 단위공정에 적용되는 물리, 화

학적 원리, 물질 및 에너지 수 지식의 개념과 계산법을 습득한다.

E080060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3-3-0

화학의 제 문제들은 분자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며 이의 해결은 분자나 분자집합체

의 구조에 기인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energy론과 분자의 운동론

및 기체, 액체론과 열역학의 제 법칙 및 화학 평형론을 교수한다.

E080130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3-3-0

유기물의 구조, 특성 및 반응을 다루는 유기화학은 유기화학의 기본개념, 유기화학

의 발달사, 유기물의 종류 및 구조특성, 지방족 탄화수소(포화, 불포화) 및 방향족

탄화수소의 특성, 명명법, 제법, 반응성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E080350 공업분석화학(Industrial Analytical Chemistry) 3-3-0

분석화학은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정성분석과 물질의 양을 분석하는 정량분석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분석을 통해 물질분석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와 연계

된 분석화학실험에 관한 실무과정을 잘 조화시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080152 화공양론Ⅱ(Basic Principles and Calculation in Chemical EngineeringⅡ)

3-3-0

화학공정을 분석하고 장치계의 물질, 열, 운동량 전달의 수치관계식을 숙지하여 정

성적인 공정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공정에 필요한 단위, 차원,

단위계 및 단위환산에 이르는 화학공학적인 총괄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060140 유체역학(Fluid Dynamics) 3-3-0

유체역학은 힘과 가속도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유체가 연속체임을 나타내는

연속방정식, 열역학에서 에너지보존에 관한 식과 유체의 온도, 압력, 밀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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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상태방정식을 통해 기체나 액체의 운동을 이해,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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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30040 기기분석(Instrumental analysis) 3-3-0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야별 시험방법, 분석기기의 원리 및 구조의 이해에 관한 지

식을 습득한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기를 중심으로 기본원리, 구조와 장치,

정성 및 정량분석, 응용분야 등을 다룬다.

E080161 화공열역학Ⅰ(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Ⅰ) 3-3-0

다양한 물리화학적 공정에서 에너지의 변환 및 평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정을 구

성하는 대상 계 물질의 열역학적 물성의 물리화학적 의미, 열역학적 성질들의 상관

성 및 거동이 다루어진다.

E061510 열 및 물질전달(Heat and mass transfer) 3-3-0

열전도,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전달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열교환기의 설계

에 이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A022530 화장품공학(Cosmetics Engineering) 3-3-0

화장품의 종류, 기능 등 기초 이론에 대해 학습하고, 화장품 제형, 화장품 소재, 품질

검사, 유효성평가 및 제조공정을 망라하여 공학적 관점에서 화장품산업에 필요한 요

소기술 및 공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E082830 환경공학(Environment engineering) 3-3-0

폐수처리공학은 수질관리, 정수처리공정 및 폐수처리공정에 관하여 설계, 시공, 운

전, 유지관리 등의 수 처리 기술 전반에 관하여 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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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80162 화공열역학Ⅱ(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Ⅱ) 3-3-0

열역학은 화학공정, 동력장치 등 에너지가 관련된 공정에서 에너지의 변환 및 평형

을 다루는 학문이다. 본 과정에서는 열역학 제1, 2법칙에 기초하여 내연기관, 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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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냉동 공정에서의 에너지효율 해석방법을 습득한다.

E080840 반응공학(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3-3-0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주어진 원료로부터 목적하는 생성물의 생산에 필요한 반응기

의 선택 및 화학반응속도론과 다양한 조건의 반응기 해석론을 학습하고 응용문제를

통하여 반응기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E080260 고분자공학(Polymer engineering) 3-3-0

고분자를 재료의 사용 및 응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

분자의 다양한 주제들을 재료학적인 관점에 주목하여 구조와 물성 및 가공에 대해

다룬다.

E110111 CAD (Computer Aided Design) 2-1-2

화학공정부품, 화학공정설계 등에 필요한 도면작성, 자동 설계, 설계 검증, 설계 데이

터 베이스화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법을 교육한다.

E082601 화공실험I( Experiment of Chemical engineering I) 1-0-2

화학공학에 관련된 화학실험의 기초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수

행하고 실험실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연료전지실험(Experiment of Fuel cell) 1-0-2

연료 전지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하여 연료전

지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실험실에서의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S090270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0-3

학생들이 실제 현장 또는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

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설계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E080020 공정제어(Process Control) 3-3-0

자동제어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화공 장치계에 필요한 제어계의 제어특성을 연구하

여 제어계의 안정성 판별 및 이에 필요한 수학적 기법을 공부한다.

E083460 스마트에너지환경공학(Smart Energy Environment engineering) 3-3-0

인간의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의 이용 및 기술 개발에 관한 학문으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과 같은 신에너지의 사용에 관하여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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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다.

E082602 화공실험II(Experiment of Chemical engineering Ⅱ) 1-0-2

배운 이론을 응용하여 실험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 시키고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화학 공학도를 양성하는데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E080070 분리공정(Separation process) 3-3-0

현재 화학 산업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리공정들에 대한 비교분석 및 특

성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적합한 분리공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화학

공학도 양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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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법

을 훈련하여 현장의 적응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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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전기화학(Battery and Electrochemistry) 3-3-0

용액론, 전극에 관한 평행론, 전극과 전해액 계면구조, 전극반응 속도론, 반도체 전

극에 관한 이론 등을 토대로 무기 및 유기화합물의 전해합성과 기타 전기화학적인

공업적 제반 사항을 다룬다.

E080120 연료전지 (Fuel Cells) 3-3-0

연료전지의 개요 및 다양한 연료전지의 종류에 대해 학습한다. 대표적인 연료전지

의 핵심소재인 산화/환원 반응 촉매, 전해질, 가스확산층, 및 BOP 대한 지식을 학

습한다.

E081410 수소에너지 (Hydrogen Energy) 3-3-0

수소의 생산‧운송‧저장기술, 수송용 및 발전용으로의 수소의 에너지 활용,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 및 관련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수소에너지 기술,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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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전공(5년제) ■

1) 개황

경일대학교 건축학부는 1963년 “인류문화의 발전과 민족의 발전을 위한 참신한 인재 양

성”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청구대학교 병설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로 시작한 이래 1997년

경일대학교로 체제를 개편하며 시대적 및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축문화

창달과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다.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은 전문직 건축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2003년부터 국제건축사협회(UIA) 및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기준과 요구

조건에 대응하여 5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점에 타 학부(과)와는 구별되는 건축학부 건축

학전공 5년제 교육과정의 특수성이 있다.

2003학년도부터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5년제로 개편하였으며, 2015학년도에는 대부분의

전공 교과목을 전공필수로 지정하였다(2015학년도 교육과정 전공필수 교과목 120학점). 2017

학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학교육인증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2018학년도 3월에는 인

증원에 ｢건축학교육인증후보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4월에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1월에

최고등급의 건축학교육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영남권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5,000여 명의 졸업생은 국가전

문기술인으로서 또 관련분야 공무원으로서 대구ㆍ경북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적

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건축 및 건설 업무 담당자로서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졸업생들은 사회진출과

동시에 선배 동문의 적극적 선도와 지원을 받는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다.

o 1963년 개교 이래 59년의 역사와 전통, 총 5,000여 명의 졸업생 배출

o 300여 명에 육박하는 건축사, 약 115여 명 기술사 동문의 활약으로 대구ㆍ경북 최고 수

준 자랑

o 건설회사와 기업체 사장 및 임원 350여 명 활동

o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등 건축직 공무원 300여 명 활동

o 100여 명의 졸업생이 본교 및 국내ㆍ외 유수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획득

o 역동적인 동문회 활동으로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용

o 졸업생들의 전국 평균을 웃도는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

o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4명, 대구경북건축가회 회장 1명,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1명 역

임

o 역대 대구국제건축대전 대상 수상자 최근 20년간 9회 배출

o 전통건축보수기술자 약 30명 배출

(대구ㆍ경북 약 10여 개소 전통건축사무소 중 6개소를 본교 동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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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목표

“진리+창의+열의의 21세기형 스마트 건축인 양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진리+창의+열의의 21세기형 스마트 건축인

3) 교육방침

건축도시 디자인, 계획 및 설계 분야의 전문가 양성

경일대학교 건축학전공은 진의(眞意), 창의(創意), 열의(熱意)의 “전인적 신(信, 新, 伸) 인

재 양성”이라는 본교 교육목표를 근간으로 하여, 시대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건

축교육,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가 양성 교육을 제공한다. 이

에 따라 건축과 도시 분야의 디자인, 계획 및 설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전문적 지식인을 양

성하는 정예의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 교육프로그램

드론, 3D프린터, 3D스캐너 등을 활용하는 “Smart Architecture”

경일대학교 건축학전공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최고등급의 인증을 받은 교육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건축가협회(UIA) 기준을 만족시키는 국제적이고 체계적

인 교육과정과 함께, 다수의 건축설계스튜디오, 모형실습실, 건축재료실, 건축도서관 등의 쾌

적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의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임교수들의 지도 아래, 제4

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드론과 3D프린터, 3D스캐너, 레이저커팅 기계 등의 최

신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건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인문학과 공학, 기술과 예술을 통섭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종합학문

건축은 인문학과 공학을 통섭하고 인문계와 자연계, 예술계를 아우르는 종합학문으로서

누구에게나 열린 분야이다. 역사와 문화, 경제, 사회, 기술, 예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단일건물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건축은 우리의 다양한 환경 및 공간과 장소를 다루

고 있다. 이에 경일대학교 건축학전공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실제 건축물의 창조에

필요한 공간구성 및 조형력, 도시환경에 대한 문화적 이해력, 정보화시대 디지털기술 이해

및 건축기획력, 환경기술, 시공, 구조 등의 기술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건축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14

- 주요교육과정 : 건축기초설계(Ⅰ,Ⅱ), 건축설계(Ⅰ-Ⅷ), 건축학개론, 건축계획, 건축공간

분석, 건축의장, 도시설계, CAD기초, CAD실무, 컴퓨터그래픽, BIM기초, BIM설계, 디지털건

축디자인, 근현대건축, 친환경건축, 건축환경계획, 건축시공, 건축시공디테일, 구조역학, 건축

구조의이해, 건축구조시스템, 건축설비, 건축법실무, 한국건축사, 서양건축사, 건축프로젝트관

리, 건축실무와윤리, 현장실습(Ⅰ,Ⅱ) 등

- 취업 및 진로분야 : 건축설계사무소, 인테리어사무소, 건축감리 관련 회사, 전통건축

및 문화재 연구원, 도시설계사무소, 대학 및 각종 연구소, 친환경건축 컨설턴트, CM전문회

사, 건설 및 엔지니어링회사, 컴퓨터그래픽 관련 회사, 건축직 공무원, 부동산 개발회사 등

- 취득 자격증 : 건축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문화재실측설계사, 문화

재수리기술사, 건축설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주택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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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o 건축학전공(5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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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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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적으로 개설되는 강좌로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E050101 건축기초설계I(Architectural Basic Design I), 3-0-6

건축설계의 이해와 기초적인 능력을 익힌다. 제도판, 삼각자, 스케일 등 기본적인 제도용품

의 사용법을 습득하고, 선의 종류와 굵기의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며, 2차원의 도면으로 3차

원의 공간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내는 기초적 훈련을 수행한다.

E050102 건축기초설계II(Architectural Basic Design II), 3-0-6

건축기초설계I의 심화과정으로서 3차원적인 공간과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익힌다. 공간의 적층, 겹침, 이음, 분할에서 발견되는 공간의 미에 대하여 학습하고 각자 창

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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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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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별로(사무소, 학교, 전시 및 공연장 등) 그 계획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종합하는 능력을 기

른다.

E057060 건축공간분석(Architectural and Spatial Analysis), 3-3-0

건축과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요인과 상호 관계성을 이해하고, 이러

한 배경 속에서 건축이 인간의 심리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공간 계획에 적용하

는 원리와 방법을 체득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다음으로 건축학도로서 건축디자인 작업에만

그치지 않고 자기경영 및 건축투자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E051921 건축설계I(Architectural Design I), 6-0-12

여러 설계의 조건(즉, 대지상황, 건축규모, 구조, 재료, 공정, 예산 등)을 기초로 아름답고 편

리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습득한다.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개

인적 질서 체계의 정립, 개념의 형상화, 구체적인 대상의 이해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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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1922 건축설계II(Architectural Design Ⅱ), 6-0-12E051922 건축설계 II(Architect

도심지 단독주택을 주제로 하여 설계 과정을 습득한다. 건축설계의 종합적 최종 결과를 도

출하고, 설계의 전 과정을 응용하고, 적용하여 각종 공모전 및 졸업 작품, 그리고 실제 현장

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계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051923 건축설계I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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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

적으로 해결하고 표현하는 형태의 어휘의 건축디자인을 습득한다.

E051924 건축설계IV(Architectural Design IV), 6-0-12

복합문화시설을 주제로 기초적 건축설계 이론과 함께 학생들의 실제 작품설계를 통해 전반

기와 후반기 2개 프로젝트를 구상, 계획하여 도면 및 패널로 제작한다.

E051925 건축설계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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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E051926 건축설계VI(Architectural Design VI), 6-0-12

건축설계의 상급 단계로서 도시재생 및 리노베이션을 주제로 한다. 역사적 도시적 맥락 속

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개념의 설정부

터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모형 등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습득하고 공

간의 특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E056260 건축설계V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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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적 문제에 대한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고, 패널과 모형으로 표현하며, 이를 브리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056270 건축설계VIII(Architectural Design VIII), 6-0-12

이전 학기의 종합설계 작품을 더욱 현실성 있는 결과물 작업으로 연결한다. 기획설계 단계

에서 기본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며, 개인이나 팀별로 건축 아이디어 도출에 관련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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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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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제에 대해 창의적 해결의 대안을 제안한다. 조별 토론과 디자인 스터디를 통하여 건축

적 고민이 사회적 디자인으로 연계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고, 그에 적합한 실질적 디자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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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자연적 요인과 인문 사회적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또한 고도의 조

형예술로서, 또 종합 공학으로서의 각 건축 양식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탐구한다.

E055230 한국건축사(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3-3-0

한국 전통건축이 형성된 사회문화적 배경, 자연적 및 물리적 환경 요인 등을 검토하며, 원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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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57090 근현대건축(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3-3-0

산업혁명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구시기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서양의 근대건축을 대상

으로 그 형성과 배경, 특징, 건축가의 작품 등을 고찰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건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1950년대 중반 이후 기능주의의 해체 과정으로부터 새로운

신세대 건축가들의 등장, 그리고 모더니즘 건축의 쇠퇴와 변형, 레이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더니즘, 네오 모더니즘 등을 거쳐 해체와 최근의 디지털 건축에 이르는 현대의 다양한 건축

들의 흐름을 시대별로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E054710 친환경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3-3-0

인간의 생활환경인 건축이 어떻게 자연 및 도시 환경에 친화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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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50260 건축환경계획(Architectural Environ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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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외의 건축환경 전반에 대한 환경조절방법 습득,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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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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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치 등의 공해방지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관련 모든 설비로서 건축환경을 쾌적하고 안

전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적 방법의 환경제어 시스템을 다룬다.

E111030 CAD기초(CAD Basic), 2-1-2

건축 분야에서 컴퓨터의 이용은 단순한 도면 제작의 수단으로부터 디자인의 보조 수단으로

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CAD 입문자를 대상으로 건축 프

레젠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CAD 활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하고 실습을 통해

이를 실행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E111220 CAD실무(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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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기능 설명을 배제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명령어들에 대해 학습하고, 예제들을 통해 활

용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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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자인에 이해하고 응용한다. 건축 디자인 관련 3차원 설계 툴 활용 및 학습, 건축 판넬 제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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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이다. BIM설계는 디자이너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건축 실무자, 또는 건축주 등 건물의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실무기법을 배운다.

E051550 건축구조시스템(Architectural Structure System), 3-3-0

건축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의 종류와 부재의 배치방법, 골조의 모양과 역학의 기본원리를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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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한

다. 특히 구조역학은 건축설계와 건축구조로 대별되는 건축학과의 과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이다. 보를 중심으로 수직 및 수평하중 특성에 따른 힘, 전단, 축방향력

이 응력도 형태를 파악하고 해석한다.

E055440 재료와구법(Material and Construction),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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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축 재료의 특성과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건축학의 기초 과목이다. 건축구

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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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마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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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지

는 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다양한 건축프로젝트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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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의 분야에서 건축물이 허용되는 범위 또는 용도, 안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범

위에 대한 규정을 익혀 계획되는 건축물의 범위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며 시공분야에서 건축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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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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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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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원인을 조사하고, 지역, 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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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0180 건축실무와윤리(Professional Practice and Ethics), 2-2-0

건축사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 실무

에 적용되는 사무소 조직, 사업계획, 마케팅, 협상, 재정관리, 지도력 등의 기본원칙을 인지

하고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행정적 업무 및 기획, 계획 설계, 본 설계와 감리 그리고 거주

후 평가에 이르기 까지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해한다.

E056940 건축구조의이해(Introduction to Building Structure), 2-2-0

건축구조의 기본 과정으로, 건축설계에서 구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운다. 구조시스템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물에 흐르는 힘의 종류, 부재의 종류와 배치방법상의 특징, 골조의 모양

과 건물 형태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주요 건축 재료를 사용한 건물의 구성방법에 대해

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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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전공 ■

1) 개황
경일대학교 건축학부는 59년의 긴 역사를 통하여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면서 건축문화 창달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1963년 개교 시 5개

창설 학과중 하나로 2012년 건축학부(건축디자인전공, 건축공학전공) 체제에서 국제건축사협

회(UIA) 기준에 부합하는 5년제 건축사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에서 요구하는 5년제 전문 교육과정 체제인 건축학전공(5년제) 및 건축공학전공 분리모집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

템을 구축하였고, 창의적․자율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여 선진화된 교육 모델을 확립

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성과를 통해 2014년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에

서 대구경북강원권 유일의 건설부문 사업단으로 선정(5년간 55억)되었으며, 2016년, 2020년

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전영역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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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

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건축 및 건설 업무 담당자로서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졸업생들은 사회진출과

동시에 선배 동문들의 적극적 선도와 지원을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o 1963년 개교 이래 59년의 역사와 전통, 총 5,000여 명의 졸업생 배출

o 300여 명에 육박하는 건축사, 약 115여 명 기술사 동문의 활약으로 대구ㆍ경북 최고 수

준 자랑

o 건설회사와 기업체 사장 및 임원 350여 명 활동

o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등 건축직 공무원 300여 명 활동

o 100여 명의 졸업생이 본교 및 국내ㆍ외 유수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획득

o 역동적인 동문회 활동으로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을 독자적으로 운용

o 졸업생들의 전국 평균을 웃도는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

o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4명, 대구경북건축가회 회장 1명,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1명 역

임

o 역대 대구국제건축대전 대상 수상자 최근 20년간 9회 배출

o 전통건축보수기술자 약 30명 배출

(대구ㆍ경북 약 10여 개소 전통건축사무소 중 6개소를 본교 동문 운영)

o 21세기 우수인재 선정 (2005, 대통령 선정 / 전국 41명중 건축분야 유일)

o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유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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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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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한건축학회 회장 당선(2016, 하기주 교수)

2) 교육목표

건축공학 전공은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구조, 환경 및 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 및 생산과정

과 관련된 공학적·기술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해 주는 학문분야로써 건축물

의 안전성, 경제성, 품질향상 등을 추구하여 국가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건축엔지니어

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교육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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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공소개

건축공학전공은 건축물을 실제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전문건축인 및 최고 기술자로서 인간과 환경, 건축과 도시, 공학과 문화를 아

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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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

- 스마트건축계획 : 건축공학개론, 캡스톤디자인, 창의적공학설계, 건축설계, 건축기초설

계, 건축계획, 건축법규, 건축CAD, 3D BIM설계

- 스마트건축구조: 건축구조의이해, 건축구조와모형, 구조역학, 건축구조역학, 철근콘크리

트구조, 건축강구조, 건축공학설계, 건축구조물파괴와실험, 건축구조실무설계, 스마트안

전진단과보강공법

- 스마트건축환경: 친환경건축, 환경계획및실험, 건축설비

- 스마트건축시공: 건설사업관리, 건축재료, 건축재료실험, 건축시공, 스마트건축공사실무,

건축적산실습, 건축공정관리, 시설물리모델링과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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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표

o 건축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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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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입문과정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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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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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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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익힌다. 공간의 적층, 겹침, 이음, 분할에서 발견되는 공간의 미에 대하여 학습하고 각자 창

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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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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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별로(사무소, 학교, 전시 및 공연장 등) 그 계획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종합하는 능력을 기

른다.

E056370 건축프로그래밍(Architectural Programming), 2-2-0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대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주

어진 대지에 설득력 있는 프로그램 안을 개발하고 건물 유형에 적절히 부합하는 기본 프로

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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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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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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리하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습득한다.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개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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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출하고, 설계의 전 과정을 응용하고, 적용하여 각종 공모전 및 졸업 작품, 그리고 실제 현장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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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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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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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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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에서 공공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개념의 설정부

터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모형 등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습득하고 공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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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적 문제에 대한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고, 패널과 모형으로 표현하며, 이를 브리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056270 건축설계 VIII(Architectural Design VIII), 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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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학기의 종합설계 작품을 더욱 현실성 있는 결과물 작업으로 연결한다. 기획설계 단계

에서 기본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며, 개인이나 팀별로 건축 아이디어 도출에 관련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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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인 주제에 대해 창의적 해결의 대안을 제안한다. 조별 토론과 디자인 스터디를 통하여 건축

적 고민이 사회적 디자인으로 연계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고, 그에 적합한 실질적 디자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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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자연적 요인과 인문 사회적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또한 고도의 조

형예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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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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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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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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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외의 건축환경 전반에 대한 환경조절방법 습득,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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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처리장치 등의 공해방지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관련 모든 설비로서 건축환경을 쾌적하고 안

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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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기능 설명을 배제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명령어들에 대해 학습하고, 예제들을 통해 활

용능력을 익히게 되며, 실무위주의 표현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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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자인에 이해하고 응용한다. 건축 디자인 관련 3차원 설계 툴 활용 및 학습, 건축 판넬 제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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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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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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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한

다. 특히 구조역학은 건축설계와 건축구조로 대별되는 건축학과의 과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이다. 보를 중심으로 수직 및 수평하중 특성에 따른 힘, 전단, 축방향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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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

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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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마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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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지

는 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다양한 건축프로젝트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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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의 분야에서 건축물이 허용되는 범위 또는 용도, 안전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범

위에 대한 규정을 익혀 계획되는 건축물의 범위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며 시공분야에서 건축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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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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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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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원인을 조사하고, 지역, 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E050180 건축실무와윤리(Professional Practice and Ethics),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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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축 실무

에 적용되는 사무소 조직, 사업계획, 마케팅, 협상, 재정관리, 지도력 등의 기본원칙을 인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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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점에서 읽어내고 한국건축 디자인의 생성 원리, 정체성(Identity)을 파악하도록 한다. 한국건

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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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과 건물 형태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고 주요 건축 재료를 사용한 건물의 구성방법에 대해

서도 살펴본다.

E056760 건축빅데이터(Architectural Big-data), 2-1-2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핵심요소기술인 빅데이터를 건축에 적용하는 수

업이다. 건축빅데이터는 건축 설계분야에서 사용하는 도면과 같은 정형 데이터와 이론과 같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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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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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양 및 구조도면(슬래브배근도, 보 및 기둥배근도, 철골부재 작성)의 작성요령을 이해하여 실

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040310, 창의적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2-1-2

조형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며 다양한 재료를 횔용한 조형실습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건축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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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여 그 원리를 이해하며, 구조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형특성을 단위부재에 대해 심층토

론을 진행한다.

E050200,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s), 2-2-0

다양한 건축재료의 특성과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건축학의 중요한 기초 과목으로 건

축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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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

하기 위해 각 구조시스템의 실례를 참고하여 작품을 평가하고, 최소한의 구조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구조와 디자인의 관계를 규명한다.

E054710, 친환경건축(Sustainable Building), 2-2-0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열, 빛, 음 환경의 물리적 원리를 파악하고 건

물의 구조적, 미적 기능 이외에 환경 및 에너지를 고려한 계획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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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1920, 건축설계(Architectural Design),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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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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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휨모멘

트도, 축방향력도 등의 부재내력도를 구하는 방법을 다룬다.

E054440, 철근콘크리트구조(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3-3-0

철근콘크리트구조는 구조체 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기술로써 골격형성 및 구조설계를

위한 기본 학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구조역학, 재료역학을 기본이론으로하여 힘의 흐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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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

한 진로에 대한 모색을 통해 미래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

E052260 건축재료실험(Construction Material and Test), 2-1-2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인 여러 특성 및 그 분류와 정보 및 경제

성을 파악하고, 개발되는 과정을 이해하여 구조물의 구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

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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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조시

스템의 특징및 재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설계방법(주로 LRFD)에 따른 중요 부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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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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하여 학습하고, 공사준비 과정에서부터 구조체공사에 이르는 건설공사 절차에 대하여 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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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하여 기능적 물리적 특성 등을 연계시키고, 이러한 정보 등을 토대로 3차원 빌딩 모델을 가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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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차, 설계도서의 분석, 물량산출, 일위대가, 내역서, 원가계산서 등의 실무를 파악하고, 공정관

리의 이론과 공정관리프로그램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S080240, 건축법규(Building Law), 3-3-0

건축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건축실무자가 포괄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건축법과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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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에 주로설계해온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조물의 파괴특성을 명확히 하고, 특히 지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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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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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35

S090270, 캡스톤디자인(Capston Design), 3-0-3

건축공학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이해하고,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공학에 대한 이해와

공학응용에 유용한 도구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건설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현장에

서 필요로 하는 실무설계의 기본 개념과 창의적인 설계방법을 활용, 건축공학설계의 구성요

소 및 여러 가지 제한조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 프로젝트 모델을 종합적으로 설계한다.

E051530, 건축구조물파괴와실험(Destruction of Architectural Structures with

Experimental), 2-1-2

각종 건축재료 실험에 관한 기초적 이론 교육을 실시한 후 KS에 준하여 건축구조재료에 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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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설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설계변경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 및 공사관리기법을 습

득한다.

E043510, 환경계획및실험(Architectural environmental Planning), 3-2-2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열, 빛, 음 환경의 물리적 원리를 파악하고 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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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lities), 2-2-0

시설물리모델링 부분에서는 기존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성

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과 쾌적성 및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

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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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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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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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구조물의 안전설계, 내진성능의 실험, 내진진단과 보강요령에 대해

서 이해한다.

E056890, 스마트안전진단과보강공법(Smart Safety Diagnosis and Reinforcement Method),

2-2-0

건축구조물이나 건축 재료의 결함에 관하여 알아보고 결함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진

단 검사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보강 공법과 최근 개발되고 있는 첨단 보수/보강 공법에 대하여 알아보

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다.

E051420, 건축공학통합설계(Architectural Engineering Integrated Design), 2-1-2

건축공학에서 다루는 건축설계, 구조설계, 환경설비설계, 시공 등의 종합적 지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의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실험을 통해 건축공학을 집대성 할 수 있는 통합설계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무에서 현장 적용능력을 극대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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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설 방 재 학 과 ■

1) 개 황

건설방재학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인간 생활의 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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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을 위한 학문이다.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는 1963년 개교와 더불어 발족하여, 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측

량학, 건설경영학, 방재공학, 도시재생공학 등의 분야를 바탕으로 첨단 사회기반인프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 동안 배출된 7,000여 동문들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국내외 민간 건설산업분야와 연구, 기술개발, 교육 등 학문분야를 포

함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기반인프라 분야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화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는 급변하는 시장상황과 지진, 풍수해, 가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

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함으

로써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여 왔다.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

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 윤리의식을 겸비한 첨단

건설기술인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 교육목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 건설방재 분야

는 기술 융합화와 전문화가 요구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일대학교 건설방재학과는 도전

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지성인을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의 대전

제를 두고, 국가 및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전문화, 실용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 건설방재공학 기초이론에 충실한 창의적 능력 개발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안전에 헌신하는 건설방재인 양성

- 첨단ICT기반의 실무능력을 갖춘 건설방재공학전문가 양성

- 경제적 설계능력과 첨단 시공능력, 방재안전관리역량을 갖춘 전문 기술인 양성

3) 교육방침

- 건설방재 분야에 관한 이론 및 실험․실습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전문화된 건설방재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공사의 신공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

한다.

- 교육과정을 통하여 고급 기술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과 건전한 사회참여 자세를 확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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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소개

건설방재학과는 단일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계전공으로 스마트인프라안전융합전공에

참여하고 있다.

건설방재학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개발하여 인간생활의 편리성

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인간생

활 필수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철도, 교량, 공항, 항만, 수자원, 댐, 상하수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물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설물이 최적의 성능을 갖도

록 하기 위한 기술을 다루는 학문이다. 건설방재학과에서는 구조분야, 지반분야, 수자원/환

경분야, 지형정보분야 및 건설관리분야의 주전공 교과목과 도시재생트랙 및 건설방재트랙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목으로 공부한다. 점점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는 현대의 건설방재기

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초이론과 전문지식을 함양시켜 토목 및 관련분야에서 선도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전문기술인과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인프라안전융합연계전공]

지역의 6개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선도대학 프로그램으로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소방방

재학과에서 스마트인프라안전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AI 및 빅데이

터 프로세싱 등 각 학과에서 재난, 방재, 안전 분야의 관련과목을 연계하여 배우는 분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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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2022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 : 건설방재공학과

전     공 :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필
전공기초

(T)

자연과문명(

★)
1 1 　 전선

전공기초

(T)

도시와재해(

★)
1 1 　

　 　 　 　 　 　 　 　 　 　 　 　

　 　 　 　 　 　 　 　 　 　 　 　

　 　 　 　 　 　 　 　 　 　 　 　

　 　 　 　 　 　 　 　 　 　 　 　

　 　 　 　 　 　 　 　 　 　 　 　

　 　 　 　 　 　 　 　 　 　 　 　

소계 편 성 학 점 1 1 0 편 성 학 점 1 1 0

2

전필
전공핵심

(R)
응용역학(★) 3 3 　 전선

전공핵심

(U)

건설재료학

및실험
2 1 2

전선
전공핵심

(R)
유체역학 3 3 　 전선

전공핵심

(R)

수리학 및 

실험(★)
2 1 2

전선
전공핵심

(R)
토질역학 3 3 　 전선

전공핵심

(R)

지질역학 및 

실험
2 1 2

전선
전공핵심

(U)
측량학 3 3 　 전선

전공핵심

(U)

응용측량학 

및 실습
2 1 2

　 　 　 　 　 　 　 　 　 　 　 　

　 　 　 　 　 　 　 　 　 　 　 　

　 　 　 　 　 　 　 　 　 　 　 　

소계 편 성 학 점 12 12 0 편 성 학 점 8 4 8

3

전선
전공핵심

(T)
구조역학 3 3 　 전선

전공심화

(T)

강구조 및 

PSC
3 3 　

전선
전공핵심

(R)
철근콘크리트 3 3 　 전선

전공핵심

(R)
기초공학 3 3 　

전선
전공핵심

(R)
수문학 3 3 　 전선

전공핵심

(S)

상하수도설

계
2 1 2

전선
전공핵심

(S)
상하수도공학 2 2 　 전선

전공핵심

(U)
토목시공 3 3 　

전선
전공핵심

(R)

재난안전관리

론
2 2 　 전선

전공심화

(S)

방재지형정

보시스템
1 　 2

전선
전공핵심

(U)
건설관리 3 3 　 전선

전공핵심

(R)
CAD/BIM 2 1 2

　 　 　 　 　 　 전선
전공핵심

(U)
방재분석론 2 2 　

소계 편 성 학 점 16 16 0 편 성 학 점 16 13 6

4

전필
전공핵심

(S)
캡스톤디자인 3 3 　 전선

전공심화

(R)
구조물설계 3 3 　

전선
전공심화

(T)
구조해석 3 3 　 전선

전공핵심

(U)

재해영향평

가
2 2 　

전선
전공심화

(S)
수자원공학 2 2 　 전선

전공심화

(U)

암반사면재

해
2 2 　

전선
전공핵심

(T)

방재대책 및 

방재시설물
2 2 　 전선

전공심화

(S)

방재계획 및 

설계
2 2 　

전선
전공핵심

(R)
도로공학 2 2 　 　 　 　 　 　 　

　 　 　 　 　 　 　 　 　 　 　 　

　 　 　 　 　 　 　 　 　 　 　 　

소계 편 성 학 점 12 12 0 편 성 학 점 9 9 0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0 학점 　

전공필수 : 　 7 학점 전공선택 : 　 　 68 학점 　 75 학점 　

　 　 　 　 　 　 　 　 　 　 7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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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연계전공 교육과정표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전공기초

(T)
소방학개론 3 3 0 전선

전공기초

(T)

소방법규해

설
3 3 0

전선
전공핵심

(R)
안전관리론 3 3 0 전선

전공핵심

(R)
소방화학 3 3 0

교양
전공기초

(T)
재난과 안전 2 2 0 전선

전공핵심

(R)

건축구조의

이해
2 2 0

　  　 　 　 　 　 　 　 　 　 　

　  　 　 　 　 　 　 　 　 　 　

　 　 　 　 　 　 　 　 　 　 　 　

소계 편 성 학 점 8 8 0 편 성 학 점 8 8 0

2

전선
전공핵심

(R)
구조역학 3 3 0 전선

전공핵심

(R)

건축구조역

학
3 3 0

전선
전공핵심

(U)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3 3 0 전선

전공핵심

(U)

건설사업관

리
3 3 0

전선
전공핵심

(U)

소방유체역

학
3 3 0 전선

전공핵심

(R)

위험물시설

관리
3 3 0

전선
전공핵심

(R)

재난안전관

리론(신설)
3 3 0 전선 　 STC(신설) 3 3 0

전선
전공핵심

(R)
토질역학 3 3 0 전선

전공핵심

(U)

재해유형분

석
3 3 0

　 　 　 　 　 　 전선
전공핵심

(R)

수리학 및 

실험
3 3 0

　 　 　 　 　 　 전선
전공핵심

(U)
화재역학 3 3 0

소계 편 성 학 점 15 15 0 편 성 학 점 21 21 0

3

전선
전공핵심

(U)
건축시공 3 3 0 전필

전공심화

(S)

캡스톤디자

인
3 0 3

전선
전공핵심

(R)
건축계획 3 3 0 전선

전공핵심

(U)
건축설비 3 2 2

전선
전공핵심

(U)

소방전기설

비공학
3 3 0 전선

전공핵심

(U)

수공설계(신

설)
3 3 0

전선
전공심화

(T)
소화약제학 3 3 0 전선 　

AI 및 

빅데이터 

프로세싱(선

도대학공통)

3 3 0

전선
전공핵심

(T)
재해대책Ⅰ 3 3 0 전선

전공핵심

(R)
건축법규 3 3 0

전선
전공핵심

(R)
수문학 3 3 0 전선

전공핵심

(U)
제연설비론 3 3 0

소계 편 성 학 점 18 18 0 편 성 학 점 18 14 5

4

전선
전공핵심

(R)

건축구조물

파괴와실험
2 1 2 전선

전공심화

(S)

스마트안전

진단과보강

공법

2 2 0

전선
전공핵심

(R)

환경계획및

실험
3 2 2 전선

전공심화

(U)

방재실무(신

설)
3 3 0

전선 　 현장실습 3 0 3 전선
전공핵심

(U)

시설물리모

델링과유지

관리

2 2 0

전선
전공핵심

(R)

방재대책 및 

방재시설물
3 3 0 전선

전공심화

(U)

재해영향평

가(신설)
2 2 0

　 　 　 　 　 　 전선
전공핵심

(U)

소방ICT융합

기술론
3 3 0

　 　 　 　 　 　 　 　 　 　 　 　

소계 편 성 학 점 11 6 7 편 성 학 점 12 12 0

전공필수 : 　 3 학점 전공선택 : 　 　 106 학점 총학점 :　 109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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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해설

E056410, 자연과문명(Harmony of Nature and Civilization, Civil Engineering), 1-1-0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토목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류 문명

의 발전과 사회기반시설의 변천사, 토목공학의 역사와 특성, 학문분야 및 진로분야에 대한

소개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Exxxxxx, 도시와재해(Urban & Disaster), 1-1-0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해 재해의 종류와 재해발생 원인 그리고 저감대책을

알아본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천범람, 내수침수, 토사재해, 지반재해 등에 대한 원인과 저

감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E061770 응용역학(Applied Mechanics), 3-3-0

역학의 응용분야에 필요한 재료의 성질을 다루는 과목으로,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 힘과 변

위의 종류, 힘의 평형에 관한 원리, 보의 휨응력, 전단응력, 주응력, 전단력 및 휨모멘트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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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기

준점측량 및 좌표계산, TS세부측량 등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강의하며 건설공학분야에 위치

기반의 엔지니어 기초능력을 기른다.

Exxxxxx, 건설재료학및실험(Construction Materials & Experiment), 2-1-2

건설기술분야에서 건설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및 복합재료에 대한 기계적, 물

리적 성질을 이해하고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고

물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터득한다.

Exxxxxx, 수리학및실험(Hydraulics), 2-1-2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고 있는 물의 역학적 운동에 관한 과학의 한 분야로서 하천공학, 해안

공학, 수문학 또는 수자원공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며, Newton의 운동법칙, 점성법칙,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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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의 법칙 및 유체의 성질에 관련된 상태방정식 등의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정압력과 흐

름의 각종 거동 등을 학습한다.

Exxxxxx, 지질역학및실험(Soil Mechanics and Experiment), 2-1-2

흙의 물리·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흙의 기본적 성질, 흙 속에서의 물의 침투, 유효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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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위원

리를 익히며 측량엔지니어 응용능력을 기른다.

E050320, 구조역학(Structural Mechanics), 3-3-0

응용역학에서 배운 지식을 보, 트러스, 라멘, 기둥 등 대표적인 토목구조물에 적용하여 그들

의 해석 및 설계 방법을 배우는 과목으로, 힘의 평형원리와 에너지원리 등 일반적인 구조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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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 해석기법을 소개한다.

Exxxxxx, 상하수도공학(Water Supply and Sewage Engineering), 3-3-0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인 상수도 공학의 계통인 수원-취수-도수-정수-송수

-배수-급수 계통에 대해 알아보고 각 부분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한다.

Exxxxxx, 재난안전관리론(Disaster Management),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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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리(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3-3-0

건설경영 및 관리기법의 요소와 절차에 관한 기본이론 이해하며, 공정관리를 중심으로 건설

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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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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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석 및 설계, 토류구조물의 해석과 설계, 사면안정 등을 강의한다.

Exxxxxx, 상하수도설계(Water Supply and Sewage Design), 2-1-2

사용한물을 처리하고 도시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 공학에 대해 강의한다. 오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하는 과정과 강수에 의한 유출과정을 이해하여 도시내 우수관을 설계하고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과정을 강의한다.

E054840, 토목시공(Construction Method & Equipment), 3-3-0

건설사업의 시공에 있어 현대적인 시공계획의 특성과 기본개념, 접근방법 등을 습득하고, 공

종에 따른 시공법, 장비의 특성 등 실무활용이 가능한 시공관리기법을 습득한다.

E044370, 방재지형정보시스템(Disaster Geo-Information System), 1-0-2

지형데이터(지형도 등)의 획득과 처리는 방재관리 및 계획과 국토관리에서 핵심 데이터이다. 3차

원 항공측량(3D Photogrammetry)의 원리, 작업공정, 성과품을 강의하며, 첨단 무인항공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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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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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설계에서 사용되는 도면과 지형도 등의 그래픽 작업을 CAD/BI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는 방법에 대한 과목이다. CAD/BIM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표준도, 지형도, GIS자료의 후처

리를 위한 도면시각화와 속성관리(DB) 등을 강의한다.

Exxxxxx, 방재분석론(Disaster Analysis),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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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90270,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3-0

전공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 또는 학생

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기획, 해결함으

로써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배양한다.

E052880,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 3-3-0

구조역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영향선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부정정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에 대해 배운다.

Exxxxxx, 수자원공학(Water Resource Engineering), 2-2-0

하천유역에 설치되는 수공시설물에 대해 설계기준과 설계방법 그리고 강우해석, 홍수량 산

정방법, 하천 수리해석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설계기준과 설계방법 그리고 해석기법에 대해

수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 구조물에 대한 설계과정과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Exxxxxx, 방재대책및방재시설(Disaster Prevention and Facility), 2-2-0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적 저감방법과 비구조적 저감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구조물적

대책에 해당하는 시설물인 수문, 제방, 사방댐, 배수펌프장 등과 같은 방재시설의 종류와 설

치기준, 설계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해원인에 따른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기법을 강의

한다.

E050360, 도로공학(Highway Engineering), 2-2-0

도로설계에 대한 기본개념을 확립하고, AASHTO 포장설계법과 한국형 포장설계법을 기준

으로 연성 및 강성 포장도로로 나누어 역학적 거동 및 해석, 설계, 유지관리 등 도로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E052810, 구조물설계(Structural Design), 3-3-0

옹벽, 암거, 확대기초, 교량 등의 토목구조물을 현행 구조물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및 해

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xxxxx, 재해영향평가(Disaster Impact Assesment), 2-2-0

풍수해에 의해 발생 가능한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석류 및 토사재해, 가뭄 등에 대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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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책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풍수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적 방법과 비구조적 방법에 대

해 강의한다.

E053770, 암반사면재해(Rock and Slope Engineering), 2-2-0

토목구조물의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만나게 되는 암반에 대한 이해와 암반의 분류, 암반

의 거동, 암반사면의 안정 등을 강의한다.

Exxxxxx, 방재계획및설계(Disaster Plan and Desig), 2-2-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위험지구 등과 같은 방재계획의 수립절차와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알아보고 방재사업을 하기 위한 공학적 분석기법과 각 사업별 절차와 세부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 부동산지적학과 ■

1) 개 황

부동산지적학과는 2000년 8월 8일 개설된 도시정보지적공학과가 2005년 5월 10일 확대 개

편됨에 따라 신설된 전공으로 기존 대학의 부동산학과, 지적학과, 법학과 등에서 부분적으로

강의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특성화한 전공이다.

부동산지적학과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조사ㆍ등록ㆍ공시할 수 있는 기본 원

리를 탐구하고, 부동산개발ㆍ중개ㆍ감정평가ㆍ금융ㆍ마케팅 등 관련 응용학문의 이론과 실

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지적 및 부동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부동산지적학과에서는 전공과 관계된 각종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졸

업 후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으로의 진출은 물론 사회적으로 공인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동산지적학과의 재학생들은 전공 학습을 통하여 지적(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

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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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하기

위한 부동산지적학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창조적인 전문인

- 올바른 국토관(國土觀)을 함양한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 국제화에 걸맞는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② 전인적인 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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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 정보기술 처리능력을 갖춘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③ 실천하는 봉사자

-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부동산지적 전문인 양성

3) 교육방침

부동산지적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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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과목 해설

E045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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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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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력을 배양하는 내용을 교육한다.

E045380-01, 부동산관계법규(Law of Real Estate Relations), 3-3-0

부동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공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하고, 사인의 토지

재산권에 가해지는 공법상의 각종 및 그에 부수되는 인ㆍ허가 과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개별법의 내용을 교육한다.

E045410-01, 부동산정보공개및활용(Disclosure and Use of Real Estate Price Information),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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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부동산정보의 종류와 내용, 공개절차 등을 파악하고, 부동산중개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56400-01, 지적조사(Cadastral Research Theory),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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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0130-01, 토지정보체계론(Land Information System Theory),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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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의 생성, 구조,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그에 관한 응용 실습으로서

ArcGIS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학습함으로써 지적 및 부동산실무 분야의 토지정보체계 구축

/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S080730-01, 지적관계법규(Cadastral Relations Law), 3-3-0

지적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로/취업을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는

과정에서 지적 관계 법규에 관한 기초 이론과 지적 전공 분야의 공/사적 영역에서 요구하는

법제 실무 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45360-01 디지털지적응용(Application Digital Cadastral), 3-3-0

아날로그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디지털지적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에 관련된 측량학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화된 실무능력 중심의 전문직업인

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한다.

E045400-01 부동산빅데이터와입지분석(Real estate Big data and Location Analysis), 3-3-0

부동산 및 그에 부수된 시설입지의 영향요인과 결정요인 등 개별 부동산의 입지와 관련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부동산시장의 형성과 상권조성에 결부된 실제 사례의 조사ㆍ분석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E045580-01 지적전산및CAD(Computerized Cadastral and CAD), 3-2-2

전산화된 지적사무의 특성 및 내용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실무 응용 이론을 바탕으로 토지

행정 및 지적측량 정보시스템 등을 학습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산처리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

는 내용을 교육하고, 지적CAD를 활용한 도면작성의 세부 기술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단지

및 필지의 조성ㆍ설계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S120020-01 국토및도시계획(National and City Planning), 3-3-0

국토 및 도시의 이용ㆍ개발에 따른 각종 계획의 체계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입안ㆍ결정

과정 및 계획집행에 따르는 전반적인 부분을 학습하고,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

사결정구조 및 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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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모하고

부동산권원(不動産權原)과 부동산활동에 대한 다양한 권리에 대한 기초 교육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한다.

S120080-01, 지적기초측량(Cadastral Framework Surveying),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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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기초 골격을 갖추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도근측량의 기초 원리

를 학습하고, 지적기초측량의 유형별 과정 및 방법, 관측계산 기법 등의 이론 교육 및 실습

함으로써 전문 지적기술자격을 겸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S120950-01, 도시재생론(Urban Restoration), 2-2-0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비사업 등에 관한 기초 이론 및 실무를 학습하

고, 도시재생에 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유형, 그 구체적인 방법론 및 외국의 도시재생 사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E045340-01, 국토정보컨텐츠어드벤쳐디자인(Land Information Content Adventure Design),

3-3-0

국토를 대상으로 수집, 생성된 국토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융복합 컨텐츠를 디자인하는 능력

과 실력을 함양한다.

E050720-01, 지적세부측량(Cadastral Detail Surveying), 3-2-2

지적기초측량을 통해 구성된 지적기준점을 토대로 하여 개별 필지의 경계를 측정하는 세부

측량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그에 따른 지적세부측량의 유형별 과정 및 방법을 실습

함으로써 전문 지적기술자격을 겸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 I(Capstone Design I), 2-0-2

3학년을 대상으로 그동안 학습한 전공 기초 이론 및 실무 심화·응용 이론을 바탕으로 그룹

별 학생자체과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 문제해결을 위

한 조사·설계·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 II(Capstone Design II), 2-0-2

4학년을 대상으로 그동안 학습한 전공 기초 이론 및 실무 심화·응용 이론을 바탕으로 그룹

별 학생자체과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 문제해결을 위

한 조사·설계·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S120380-01, 부동산금융론(Real Estate Financing), 3-3-0

금융에 관한 일반론 및 부동산유동화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 금융상품의 유형

별 특성, 내용,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학습하고, 효과적인 부동산금융 메커니즘의 이ㆍ활

용 사례 및 내용 등을 교육한다.

E045430-01, 지적및부동산분쟁실무(Practice of Cadastral and Real Estate Dispute), 2-2-0

지적분쟁에 대한 결과인 지적판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과 그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S120030-01, 부동산개발론(Real Estate Development Theory), 3-3-0

부동산개발의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유형별 절차 및 방법, 관계 법규, 사업성 분

석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개발 대상지의 선정, 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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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실무 부문의 내용을 교육한다.

E045350-01, 디지털수치지적(Digital Cadastre), 3-3-0

입체적인 지적 기초이론과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수치화된 지적도면을 생성, 분석, 활용 기술

을 교육한다

E045420-01, 부동산통계및정책(Real Estate Statistics and Policies), 2-2-0

부동산정책의 종류와 내용을 학습하고, 국토정보 및 통계자료를 통해 부동산정책 수립의 근

거 및 효과를 교육한다.

E050730-01, 지적실무(Practice of Cadastrology), 3-3-0

지적학의 기초 이론과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무

의 내용과 그 처리과정 등에 관하여 분야별 특성에 입각한 이론학습 및 현장실습을 병행함

으로써 전문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 만화애니메이션학부 ■

1) 개황

만화애니메이션학부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융합콘텐츠의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제작 실무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학부이다. 웹툰, 출판만화, 3D애니메이션, 비주얼이

펙트(VFX),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가 양성을 추구한다. 본 학과는 지역거점 만화애니메이션학부로 자

리매김하고자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 및 구축을 통해 2023년 까지 100명의 입학정

원과 400명 이상의 학과정원 증원을 진행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만화애니메이션학부는 융합형 콘텐츠인 만화,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웹툰, 출판만

화, 3D애니메이션, 비주얼이펙트,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실감형콘텐츠 등 콘텐츠 산

업분야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3) 교육방침

❍ 트랙제

교육과정에 만화웹툰 트랙 / 애니메이션 트랙 / 융합콘텐츠 트랙을 설치하여 학생

들이 자유롭게 트랙 분야별 특색을 탐색한 후 트랙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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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실무중심교육

애니메이션, VFX(특수효과), 게임, 실감형 콘텐츠, 프로듀싱 분야의 국내외 실무경

력을 가진 교수진과 네이버 웹툰 연재작가 교수진이 심도 있는 실무중심 교육체계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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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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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과목 해설

A013090, 기초드로잉(Foundation Drawing), 2-1-2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에 적합한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체 드

로잉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그림체를 찾아본다.

A063560, 2D그래픽스(2D Graphics), 2-1-2

2D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방법을 습득하여 만화, 애니메이

션, VFX, 광고 제작에 활용한다.

A091550, 만화애니메이션감상과비평(Comics & Animation Criticism), 2-2

만화와 애니메이션 작품 비평과 토론을 통해 콘텐츠의 개념을 이해하고 산업으로서

의 역할과 가치를 탐구한다.

A013300, 일러스트레이션기초(Fundamental of Illustration), 2-1-2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

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창작물을 활용하여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생성하는 것이 본 수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A060070,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 2-1-2

모션그래픽 작품을 구현하기 위한 광범위하고도 기초적인 영상편집과 이펙트의 내

용을 주로 다루며, 영상 범용 툴로서의 After Effect 초급과정을 통해 주요 기술적

문제를 다루게 된다.

A064290, 만화웹툰제작기법(Comics & Animation Production Skills), 2-1-2

만화/웹툰 제작 소프트웨어인 <클립스튜디오>의 기능을 익히고 이를 응용하여 만

화/웹툰 콘텐츠 제작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익힌다.

A011090, 색채학(Colorography), 2-2

색채이론을 바탕으로 심리 효과와 색채의 조화를 이해하고 컨셉을 색으로 표현한

다.

A091650, 애니메이션기초(Fundamental of Animation), 2-1-2

움직임 표현에 필요한 애니메이션의 기본개념과 원리들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움직임과 시간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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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540, 캐릭터디자인(Character Design), 2-1-2

캐릭터와 캐릭터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콘텐츠 유형에 적합한 캐릭터를 기

획 및 디자인한다.

A091640, 3D모델링&텍스쳐I(3D Modeling & Texture I), 2-1-2

Autodesk Maya의 폴리곤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모델링하고 텍스처를

제작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A094790, 3D애니메이션기초(Basic 3D Animation), 2-1-2

MAYA 프로그램을 통해서 3D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

게 된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표현의 기초인 동작과 감정표현을 다양한 연기수업과

제작을 통해 학습한다.

A064330, 웹툰배경제작기법(Webtoon BG Production Skills), 2-1-2

웹툰만의 문법과 작업환경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발전한 배경 제작 방식에 대

하여 익히고 실습한다.

A091720, 만화애니메이션의역사(History of Comics & Animation), 2-2

새로운 문화콘텐츠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현대의 인문학 관점

으로 탐구한다.

A09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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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으

로 영상의 분위기와 몰입감을 주는 방법을 습득한다.

A064340, 웹툰창작I(Webtoon Creation I), 2-1-2

스콧맥클라우드의 저서 '만화의 이해'를 통해,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창작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배양한다.

E090070, 게임엔진기초(Study of Game Engine), 2-1-2

게임과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게임엔진과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게임 및 실감

형 콘텐츠 제작기획을 진행한다.

A064280, 만화&웹툰연출I(Directing of Comics & Webtoon I), 2-2

이야기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칸, 세로 스크롤, 무한 캔버스를 기본으로 한

만화, 웹툰의 연출 문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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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1641, 3D모델링&텍스쳐II(3D Modeling & Texture II), 2-1-2

폴리곤 모델링 기법과 Sculpting 기법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제작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A091710, 만화애니메이션스토리텔링(Comics & Animation Storytelling), 2-2

단순한 글쓰기가 아닌 현대 사회의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와 연계한 인문학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연구한다.

A013100, 해부학과라이프드로잉(Anatomy and Life Drawing), 2-1-2

인체의 구조와 원리를 학습하여 해부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라이프 드로잉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인체표현과 드로잉 능력을 배양한다.

A064341, 웹툰창작II(Webtoon Creation II), 2-1-2

여러 작품 속 세계관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세계관을 창작하

는 방법에 대해 익히고 실습한다.

A091670, 3D라이팅&렌더링(3D Lighting & Rendering), 2-1-2

3D그래픽의 라이팅과 재질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최종 결과물을 위한 렌더링까지

의 과정을 이해하고 프로덕션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A092250, 게임기획(Game Design), 2-2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게임을 이루는 다양한 기본 요소들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

로 자신만의 게임을 기획해본다.

A064350, 장르만화연구(Comics Genre Research), 2-2

장르만화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연구 학습하고 창작 장르만화를 실제로 기획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A091690, 3D특수효과및합성(3D Special Effects and Compositing), 2-1-2

그래픽과 실사의 합성을 위해 실무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여 VFX 제작

과정을 이해한다.

A064310, 스마트콘텐츠플랫폼(Smart Contens Platform), 2-1-2

다양한 스마트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UI를 이해하고 제작 기획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 I(Capstone Design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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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 주제를 결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

정에 관한 지도및 결과물 산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진행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 II(Capstone Design II), 2-2

본 교과목은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 주제를 결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

정에 관한 지도 및 결과물 산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며 진행된다.

A094800, XR워크샵(XR Workshop), 2-1-2

게임엔진과 모션캡처를 활용한 XR콘텐츠 제작과정을 학습한다.

A091810, 만화웹툰워크샵(Comics & Webtoon Workshop), 2-1-2

만화웹툰의 최근 제작프로세스를 학습하고 개인 작업에 적용한다.

A091820, 애니메이션VFX워크샵(Animation VFX Workshop), 2-1-2

3D애니메이션과 VFX의 최신 제작 기법을 학습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A092020, 만화웹툰포트폴리오(Comics Portfolio Workshop), 2-1-2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 또는 프리랜서 작가 또는 감독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갖추

어야 할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A094810, 융복합콘텐츠워크샵(Converged Content Workshop), 2-1-2

융복합콘텐츠에 대한 심화 실습을 진행한다.

A092240, 만화애니메이션취업과창업(Comics & Animation Entrepreneurship), 2-2

만화애니메이션전공 관련한 취업과 창업사례를 탐색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

해 관련분야의 취업·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A062730, CG프로덕션(CG Production), 2-1-2

3D그래픽 고급과정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CG프로덕션 테크닉과 툴을 학

습한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58

트랙심화교과목

A064281, 만화&웹툰연출II(Directing of Comics & Webtoon II), 2-1-2

다양한 영화적 연출을 연구하여 보다 섬세한 연출적 테크닉을 익히고 만화, 웹툰

연출의 영역을 확장한다.

A091620, 웹툰프로덕션(Webtoon Production), 2-1-2

자료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된 웹툰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본인만의 메시지를 담은 창

작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A091680, 3D캐릭터애니메이션(3D Character Animation), 2-1-2

MAYA 프로그램을 통해서 3D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

게 된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표현의 기초인 동작과 감정표현을 다양한 연기수업과

제작을 통해 학습한다.

A064320, 애니메이션기획연출과시각화(Animation Pre-production & Visualization),

2-1-2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기획하고 사전시각화를 통해 다양한 연출을 시도하여 스토리

를 검증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A091700, 단편창작애니메이션 (Short Animation), 2-1-2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기획에서 제작까지 전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을

이해한다.

A094820, 캐릭터리깅과모캡(Converged Content Workshop), 2-1-2

3D캐릭터리깅과 모션캡처의 기초를 학습한다.

A094830, AR·VR스튜디오(AR·VR Studio), 2-1-2

실감형 콘텐츠의 특성과 제작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설계, 제작한다.



■ K-컬쳐엔터테인먼트학부 ■

1) 개 황

K-컬쳐엔터테인먼트학부는 OTT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 발맞추고자

2022년에 첫발을 내디딘 새롭고 신선한 학부로 국제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방송 피

디와 영화감독, 톱스타 한류 연기자, K POP 히트 작곡가, 월드 클래스 댄서 등으로

구성된 실무 교수진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제작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 다양한 콘

텐츠 제작을 통해 경험을 쌓는 100% 실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 실

습센터와 이천 드라마센터 확보로 1+3 혹은 2+2 학제를 통해 교양수업을 대구, 경

산에서 진행하고 실습 및 전공수업을 수도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2) 교육목표

한국를 넘어 세계 엔터테인먼트 무대로 활동을 펼칠 아티스트 양성

3) 교육방침

① 각 분야에서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수진 구성되어 어느 관련학

부보다 현장 실무 교육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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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터테인먼트 전공

_ 보컬과 작곡 등 실용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실습 교육

_ 새로운 대중문화 환경(메타버스 등)에서 활동하는 음악 프로듀서, 실연가, 가수,

교육자, 대중문화엔지니어 등을 양성

_ 울림엔터테인먼트사와 신세계 실크우드 등 대형 기획사와의 협약을 통해 오디

션의 기회를 제공

2) 방송연예전공

_ 온오프라인(방송, 영화, OTT, 디지틀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연출자, 작

가, 연기자, 언론인 양성

_ 애니씽(주)과의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 연계 트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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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o 엔터테인먼트 전공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61

o OTT 영화드라마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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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해설

S053620, 엔터테인먼트산업의이해(Understanding of entertainment business),

2-1-2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와 산업종사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계 진출을위한
기본 소양을 이해한다.

H060100, 대중문화의이해(Understainding of mass cultuer), 2-2-0

대중문화산업의 종류와 유동구조 산업종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흐름을
예측해본다.

A064800, 이미지와사운드(Image and sound), 2-1-2

시청각언어의 기본 구성요소를 작품 분석과 실습을 통해 이해하고 기본적인
연출응용력을 기른다.

Exxxxxx, 미디어 에디팅(Media editing), 2-1-2

미디어 제작의 트랜드에 맞추어 제작 기술 및 제작 환경 변화의 특징적인 의미와
양상에 대해 학습한다.

Exxxxxx, 프로덕션 플로우(Prodction flow), 2-1-2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콘텐츠 제작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이해한다.

Exxxxxx, 미디어 라이팅(Media writing), 2-1-2

드라마에서 예능까지 콘첸츠 글쓰기의 기초를 다진다.

A065480, 장면의구성과연출(Composing scene and directing), 2-1-2

장면의 구성에 필요한 기초적 연출 능력을 습득한다.

Exxxxxx, 디지털다큐제작(Digital documentary production), 2-1-2

디지털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한 기초지식과 실습

Exxxxxx, 영상촬영(D.O.P basic), 2-1-2

촬영의 기초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한다.

A060550, 기초영상실기(Basic visual element practice), 2-1-2

영상언어의 기본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A064880, 영화사(Film history), 2-1-2

무성영화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화사를 공부한다.

Exxxxxx, 시나리오기초(Basic script writing), 2-1-2

영화시나리오의 기초에 대해 익히고 실습한다.

A064900, 논픽션라이팅(Non fiction writing), 2-1-2

논픽션 스크립 작성법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한다.

A064910, 시사포토저널리즘실습(Current affairs photo journalism practice), 2-1-2

뉴스보도 사진의 이론과 실제를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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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4920, 프로듀서실습(Producing prctice), 2-1-2

기획자의 역할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실전에 응용한다.

Exxxxxx, 기초영상편집(Basic video editing), 2-1-2

영상제작에서 포스트 프로덕션과 편집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편집 도구의 운영
및 포맷에 따른 편집방법을 습득한다.

Exxxxxx, 연출기초디렉팅(Basic directing), 2-1-2

기초적인 연출 기법과 연출가의 문법에 대해 익힌다.

Exxxxxx, 연예포토저널리즘실기(Entertainment photo jurnalism), 2-1-2

연예기사 유통과정과 사진 기법을 공부하고 익힌다.

Exxxxxx, 영화비평연습(Practicing for film), 2-1-2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개발하고 연습한다.

Exxxxxx, 단막극연출실습(Short act directing practice), 2-1-2

단막연극을 분석하고 무대에 올린다.

Exxxxxx, 단편시나리오창작실습(Short script writing practice), 2-1-2

단편 시나리오 작법을 통해 작가의 문법을 습득한다.

A063810, 사운드디자인(Sound Design), 2-1-2

소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소리의 녹음, 채집, 믹싱을 통하여 보다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한다.

Exxxxxx, 프로덕션디자인실습(Production design practice), 2-1-2

영화 드라마 미술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기초적인 실습을 한다.

Exxxxxx, 미래콘텐츠제작실습(Future contents production practice), 2-1-2

차세대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

Exxxxxx, 시사읽기와토론(Current affair readind and debate), 2-1-2

시사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여 보도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Exxxxxx, OTT운용의실제(OTT management), 2-1-2

OTT 비즈니스의 실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실전 감각을 익힌다.

Exxxxxx, 논픽션프로덕션실습(Nonfiction production practice), 2-1-2

다큐를 비롯한 논픽션을 제작하고 발표한다.

Exxxxxx, 드마마제작(Drama production), 2-1-2

드라마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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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xxxx, 미장센과메타포(Mise-en-scene and metaphor), 2-1-2

영상언어로 만들어내는 미학과 상징성에 대해 연구하고 실습에 적용해본다.

Exxxxxx, 예능제작(Show pridcution), 2-1-2

다양한 예능제작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습한다.

Exxxxxx, 논픽션제작실습(Nonfiction producing practice), 2-1-2

논픽션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에 관해 실습한다.

Exxxxxx, 프로덕션실습(production producing practice), 2-1-2

픽션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에 관해 실습한다.

Exxxxxx, 영상제작발표(Video production announcement), 2-1-2

현장 진출을 위한 창작영상물을 제작하고 발표한다.

Exxxxxx, 시창청음(Sight singing), 2-1-2

악보를 읽고 음을 감지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른다.

Exxxxxx, 디지털음원제작(Digital music production), 2-1-2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음원제작의 방식을 이해하고 응용 할 수 있다.

Exxxxxx, 기초작품분석실습(Basic work analysis practice), 2-1-2

기초적인 대본과 캐릭터 분석 방법을 공부하고 실습한다.

Exxxxxx, 연기의이해(Understanding of acting), 2-1-2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Exxxxxx, 신체단련과명상(Body enhancement and meditation), 2-1-2

연기자로서 필요한 신체능력을 기르고 내적인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명상을
배운다.

Exxxxxx, 즉흥퍼포먼스(Impromptu performance), 2-1-2

즉흥연기와 애드립을 위한 순발력을 강화한다.

Exxxxxx, 보컬트레이닝(Vocal training), 2-1-2

가창을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Exxxxxx, 디지털뮤직워크샵(Digital music workshop), 2-1-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음원을 제작하고 편곡에 이르기까지 심화학습을 실시한다.

Exxxxxx, 심화작품분석실습(Advenced work analysis practice), 2-1-2

캐릭터와 작품분석을 위한 중급과정

Exxxxxx, 뮤지컬의이해(Understanding of musical), 2-1-2

뮤지컬의 기초적 구성과 퍼포머로서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고 실습한다.

Exxxxxx, 판토마임실습(Pantomime), 2-1-2

판토마임의 기초를 배우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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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xxxx, 연기연출(Directing actors), 2-1-2

배우와 함께 작업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Exxxxxx, 어드밴스뮤직워크샵(Advended music workshop), 2-1-2

세미프로로서 자신의 곡을 만들고 피드백을 통해 디밸롭한다.

Exxxxxx, K-POP콘텐츠제작(K-POP contents prodction), 2-1-2

K-POP 퍼포먼스 콘텐츠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Exxxxxx, 연극창작실습(Drama production practice), 2-1-2

무대공연 창작을 통해 연기의 기본을 다지고 응용한다.

Exxxxxx, 뮤직비디오실습(Music video production practice), 2-1-2

뮤직비디오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테크닉을 갖춘다.

Exxxxxx, 넌버벌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2-1-2

비언어 공연의 다양한 스타일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Exxxxxx, 뮤지컬연기실습(Musical acting practice), 2-1-2

뮤지컬 퍼포먼스를 위한 연기트레이닝을 실시하고 다양한 무대경험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힌다.

Exxxxxx, K-POP퍼포먼스실습(K-POP performance practice), 2-1-2

K-pop 공연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실전감각을 배양한다.

Exxxxxx, 뮤지컬실습(Musical practice), 2-1-2

앙상블과 솔로, 댄스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연실습을 통해 세미프로의 자세를
기른다.

Exxxxxx, 매체연기분석(Analyse method acting), 2-1-2

매소드연기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을 실습한다.

Exxxxxx, 캐릭터스타일링(Character styling), 2-1-2

외적요소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전에 응용한다.

Exxxxxx, 스타일연기(Style acting), 2-1-2

다양한 연기스타일을 연구하고 접근방법을 모색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다.

Exxxxxx, 음악기획제작실습(Music producing practice), 2-1-2

음악기획자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한다.

Exxxxxx, 퍼포먼스워크샵(Performane workshop), 2-1-2

무대공연을 위한 실전감각을 익히고 연습한다.

Exxxxxx, 포트폴리오제작실습(portgolio producing practice), 2-1-2

업계 진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Exxxxxx, 제작발표(show case), 2-1-2

업계 진출을 위한 쇼케이스를 연습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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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상학부 ■

1) 개황

1988년 개설된 사진영상학과는 수천 명의 사진, 영상 분야의 유명 스페셜리스트를 배출하며 명실상

부 국내 최대의 학부로 발돋움하였다. 패션 사진계의 홍장현, 최용빈 동문, 오징어게임 스틸 촬영작가

노주한 동문을 비롯하여 장편영화 ‘한공주’로 수십 개국의 세계영화제에서 수상한 이수진 감독,

어벤져스 한국 드론 촬영 감독, CF/MV 촬영감독, 방송국 보도국 카메라 기자, 방송국 스텝, 사진작가,

광고 사진가 등 수많은 동문들이 사진, 영상 분야에 포진하고 있다.

본 학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교육하는 학부다.

현시대는 사진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대에서 사진과 영상을 접목하는 융합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일찍이 파악한 본 학부는 2001년부터 영상 분야의 교육을 확대하여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 분야에서도 탑 클래스의 스페셜리스트 배출하며 지금껏 성장해 오고

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사진영상학부는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차세대 인재 양성 교육을 실현한

다. 사진과 영상의 두 분야를 총망라하는 커리큘럼으로 사진&영상 더블 스페셜리스트를 배출하여

미래 사진, 영상 분야의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1/2/3학년의 경우 교과목을 중심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자기주도 학습과정과 4학년은 1년간 지도교수와 면밀히 의논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캡스톤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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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과정표

o 기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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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해설

-A063660 패션필름 2-1-2

이 수업은 패션사진에서 확장된 패션, 뷰티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의 사례연구, 제작기법실습,

제작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패션필름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과 프로덕션 운영 중 맞닥뜨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실습과 토론을 통해 공동작업자들과 유연한 협업과 전체 스테프를 이끌

수 있는 소양과 태도를 갖추 도록 한다.

-A065570 사진비평워크샵 2-1-2

본 교과목은 사진의 언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이미지 비평의 방법론을 학습하고 다양한

글쓰기를 실행하며 사진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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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5580 매체미학 2-2-0

본 교과목은 전통적 미학의 전개에 문제가 제기되며 현대 미술에서의 새로운 매체의 발달에 따른

예술 작품에서의 지각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065560 포트폴리오크리틱 2-2-0

본 교과목은 4년간 배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제작한 작품을 평가하고 비평하여 보다 좋은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065390 영상비평 2-2-0

여러 장르의 영상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실제 작품 제작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목이다.

-A065590 영상디렉팅 2-1-2

본 과목은 영상 제작 과정 중 연출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실습을 통해 연출 감독으로서

작품을 이끌어 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062760 영상촬영 2-1-2

실제 영상촬영 현장의 모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메라를 셋업하고 수업 중에 촬영을 실습한다.

중급영상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영상 촬영 장비에 대해 이해가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촬영 현장

다이아그램과 샷 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며 미장센과 DI 등 영상 촬영감독으로서 습득해야

할 이론과 기술을 배우는 과목이다.

-A060160 영상편집 2-1-2

본 교과목은 영상 편집의 기초를 DAVINCI RESOLVE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고 실습하는 교과목이

다. 영상 편집의 기술과 기술 이면의 인문학적 요소들을 기초 수준에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A063390 영상프로덕션 2-1-2

영상 프로덕션의 이론을 통해 영상 연출의 실제를 배우는 과목으로서 시나리오, 연기 지도, 씬과

컷, 미장센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부분을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를 통해 익혀 졸업

작품에 적용하는 과목이다.

-A062850 영상워크샵 2-1-2

본 과목은 영상 제작의 모든 프로세스를 실제 현장과 같이 적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전 과정을

연구하고 작품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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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3110 사운드편집 2-1-2

본 교과목은 사운드 편집의 기초를 DAVINCI RESOLVE와 PROTOOLS를 중심에 두고 실습하는

교과목이다. 사운드 녹음실의 사용과 사운드 믹싱을 영상 편집가의 차원에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A065610 DI실기 2-1-2

본 교과목은 영상 색보정의 개념을 DAVINCI RESOLVE 툴을 중심에 두고 실습하는 교과목이다.

영상의 색보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할 것이며 그 것의 바탕이 되는 색채 이론들도 학습할

것이다.

-A065630 VFX실기 2-1-2

본 교과목은 영화 , 광고, 뮤직비디오 에 사용되는 실사 이미지와 그래픽의 합성을 촬영 및 컴퓨터

에서의 합성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다. 학생들은 VFX를 위한 조명과 촬영 방법에서 시작해 후반작업

으로 어이지는 테크닉을 학습할 것이다.

-A062480 포스트프로덕션 2-1-2

본 교과목은 촬영된 영상물이 편집, 사운드 믹싱, 색보정. 자막이 모두 마무리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교과목이다. 이미 학습한 후반 작업들의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수업이며

본 수업을 통해서 DAVINCI REOSLVE 자격증 준비를 할 수 있다.

-A065680 디지털프린팅 2-1-2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의 색재현 프로세스 및 CIE 색 체계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미지 입력과

편집 그리고 출력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디지털 출력, 컴퓨터인쇄출판

및 뉴미디어 등의 다양한 출력 매체를 고려하여 출력을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수업이다.

-A013210 커머셜프로젝트 2-1-2

상업 또는 광고 등을 말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지 제작과 유통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본 교과목은

광고, 홍보, PR 등을 목표로 하여 사진영상 제작을 위한 PBL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업이다.

-A065700 커머셜워크샵 2-1-2

상업적 이미지의 활용과 광고에 사용하는 이미지의 서술적 구조를 익히는 교과목으로써 창의적

표현을 바탕으로 매체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고사진

을 제작해보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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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64730 아트프로젝트 2-1-2

예술 사진에 대한 지식과 사례를 학습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예술 사진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경험하고 이해한다.

-A063240 아트워크샵 2-1-2

사진을 통한 예술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교과 과정이다. 작품의 창작과 발표 활동 전반을

세부적으로 경험하여 사진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장한다.

-A065690 아트포토그라피 2-1-2

사진의 예술성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 활동을 경험하는 교과목이다. 주제의 설정에서 표현

방법에 이르는 예술 창작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A065640 미디어아트 2-1-2

다양한 작품의 감상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미디어 개념의 확립과 비평 그리고 제작하는 과목이다.

-A065650 미디어워크샵 2-1-2

현대의 다중 매체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여 사진과 영상 작품 제작을 목표로 한다.

-S093130 미디어스터디 2-1-2

매체 융합의 역사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여

현대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하는 과목이다.

-A065600 드론촬영실기 2-1-2

본 수업은 항공촬영을 위한 드론의 기능과 운용 그리고 촬영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063090 과학사진 2-1-2

과학적 사고와 예술적 창의성이 결합된 사이아트에 대해 알아보고 발상과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이미지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예술 작업에 도전해보는 수업이다.

-A065450 컬러매니지먼트시스템 2-1-2

본 교과목은 디지털 입출력 장치가 컬러를 재현하는 구조와 방식을 학습한다. 일괄적이며 정확한

디지털 이미지 색상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환경과 설정 조건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065540 사진영상론 2-2-0

본 수업의 목적은 영상문화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대의 사진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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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창조 그래픽을 포함하는 이미지 중심의 사회에서의 영상문화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A063160 큐레토리얼워크샵 2-1-2

본 교과목은 현대 미술의 다양한 경향들과 전시 기획 사례를 살펴보고 학생들 스스로 주제를

정해 전시를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065620 포토컴포지팅 2-1-2

본 교과목은 합성을 위한 디지털 사진 제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조명과 배경을 알맞게 설정하고

원근법과 비율에 맞춘 보정 실습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이미지 컴포지팅 결과물을

도출한다.

-A060020 기초사진실기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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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60550 기초영상실기 2-1-2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프로덕션(Production),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을 이론

및 비디오 촬영, 편집 실습을 통해 이해하는 영상제작입문 교과목이다.

-A062770 이미지발상과컨셉 2-1-2

이미지발상과컨셉 수업을 통해 fashion art culture의 경계선 붕괴가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졌

으며, photographer들이 어떤 시작과 방법으로 영상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심지어 기획, 아트

디렉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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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65550 디지털사진 2-1-2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사진작업과정의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사진조명의 특성과

사진촬영방법을 이해함으로서 전공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수행능력을 함양한다.

-A062270 중급영상실기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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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영상연출의 문법적 기초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영상프로덕션에 필

요한 전문적인 카메라 워킹과 편집을 위한 이론적 틀과 오퍼레이팅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A062260 중급사진실기 2-1-2

사진의 미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자기 자신의 사진에 적용하여 미학적인 기본적인 개념

과 철학을 배워 자기 작품을 승화 발전시킨다. 또한 사진의 유형별 미에 대한 가치관과 안

목을 기른다.

-A065660 포토리터칭 2-1-2

디지털사진은 촬영, 보정, 출력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보는 최종본이 완성된다. 본 수업에서는

포토샵의 기초적인 운용방법을 배움으로서 디지털사진의 기본적인 보정 실무를 습득한다.

-A065670 VR실기 2-1-2

현대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수업에서

는 VR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VR 이미지를 제작하는 실무를 익힌다.

-A060070 모션그래픽 2-1-2

모션 그래픽 수업은 영화, 방송, 뮤직비디오 등 주류 미디어 및 그 외 기타 다양한 뉴미디어 장르에서의

모션 그래픽에 대한 이해이다. 이 수업에서는 에프터 이펙트를 비롯한 주요 그래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제 기술을 터득하고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그래픽 프로젝트를

재현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프로젝트 수행에서는 기본적인 기술과 그것을 운용하여 표현해

내는 가치에 대해 이론적 접근하여 만드는 그래픽의 디자인과 맥락 등이 어떻게 어떤 기술의

운용으로 효과적으로 표현 되는지에 대해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가치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배경 미학적 이론을 터득하여 향후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의 그래픽

작업에서 단순 운용 이상의 그 이면에서의 더 높은 창의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A065420 아날로그&디지털다크룸 2-1-2

아날로그 사진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네거티브 개념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사진표현기법에 대애

알아보고 및 이론과 실기를 학습하는 수업이다.

-A065400 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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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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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한다.



-A061280 사진사 2-2-0

사진의 발명과 예술로서의 사진의 역사와 그 진행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픽토리얼리즘, 스

트레이트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 살펴보며 모더니즘 사진을 정의하고 1950년대 이후

등장하게 된 현대 사진의 역사와 최근의 확장되는 사진의 장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A061910 영상커뮤니케이션 2-1-2

비디오제작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네러티브를 기반으로한 영상프로덕션의 커뮤니케이션 원

리를 영상 미학적, 문법적 측면에서 학습한다.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과 특수효과를 영상 프로젝트제작 실습을 통해 이해하고 실

무능력을 확장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060371 패션포토그라피 2-1-2

본 교과목은 패션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각적 훈련 학습을 통해

전반적인 시각을 넓히고 눈높이를 높임으로써 패션뿐만 아닌 아름다운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내어 패션 사진에 접근하는 수업이다.

-A064580 포트레이트사진 2-1-2

현대 사진의 포트레이트 양상을 살펴보고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한 후 독창적인 포트레이트를

위한 개념적 토대를 만들고 본인 작품을 제작한다.

-A060040 다큐멘터리사진 2-1-2

사진의 주요 장르이자 사회적 역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다큐멘터리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으로 출발하여 역사적 사례와 변화를 짚어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큐멘터리 사진과 사진가가 나아갈 방향을 예측해보는 수업이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 2-2-0

본 교과목은 학생들의 졸업 작품 제작을 통해 전공교육을 완성하는 수업으로 사진영상분야

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간접적 실무경험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 또는 직무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 또는 팀별로 설계한 프로젝트 진행함으로써 해당 직무를 이해하도록

하며, 동시에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

1) 개황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는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은 시각·산업디자인, 모션·영상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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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게임디자인을 아우르는 융복합 디자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UI/UX (기존 용어 UX/UI를 2D/3D와 일관되게, 범위가 넓어지는 표현으로 변경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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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콩 Mega Show 등의 국제 전시에서 학생 작품을 전시하며, 미국 Spark Awards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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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

인 수업과 창업 동아리 등 경상권 타 대학 디자인 대학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교육

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2) 교육목표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매체의 본질과 가능성을 이

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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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선 전공핵심(R) 발상과드로잉 1 0 2 전필 전공기초(T) 디지털컬러리스트 1 0 2

전선 전공핵심(R) 2D그래픽프로그램1 2 1 2 전선 전공기초(T) 디지털타이포그래피1 2 1 2

전선 전공핵심(R) 디지털조형 2 1 2 전선 전공핵심(R) 2D그래픽프로그램2 2 1 2

전선 전공기초(T) 디지털미디어의이해 2 2 0 전선 전공핵심(U) 3D그래픽프로그램 2 1 2

소계 7 4 6 7 3 8

전선 전공핵심(R) 디지털타이포그래피2 2 1 2 전필 전공핵심(U) 디자인프로세스 2 2 0

전선 전공핵심(R) 게임의이해 2 1 2 전선 전공핵심(R) 인포메이션디자인 2 1 2

전선 전공핵심(U) 3D디지털기초 2 1 2 전선 전공핵심(R) 디지털모션디자인 2 1 2

전선 전공핵심(R) 디지털영상디자인 2 1 2 전선 전공핵심(R) 브랜딩디자인 2 1 2

전필 전공핵심(U) 인간중심디자인 2 2 0 전선 전공핵심(U) 3D디지털프린팅 2 1 2

전선 전공핵심(U) AR/VR캐릭터제작(연계전공) 2 1 2

소계 12 7 10 10 6 8

전선 전공핵심(U) 인터페이스디자인 2 1 2 전선 전공심화(T) 인터랙션디자인 2 1 2

전선 전공핵심(U) 인터랙티브스토리텔링 2 1 2 전선 전공핵심(R) 디지털편집디자인 2 1 2

전선 전공핵심(R) 모션인포그래픽 2 1 2 전선 전공핵심(R) 모션프로젝트 2 1 2

전선 전공핵심(R) 컨셉츄얼디자인 2 1 2 전선 전공심화(S) 캡스톤디자인Ⅰ 2 2 0

전선 전공심화(T) ★ 디자인마케팅 2 2 0 전선 전공심화(S) 디자인적창업 2 1 2

소계 10 6 8 10 6 8

전선 전공심화(T) 서비스디자인 2 1 2 전선 전공심화(S) 디지털디자인스튜디오 2 2 0

전선 전공심화(T) 디지털콘텐츠디자인 2 2 0 전선 전공심화(S) 디자인포트폴리오 2 2 0

전선 전공심화(S) 디자인기획 2 2 0 전선 전공심화(S) 1인미디어세미나 2 2 0

전필 전공심화(S) 캡스톤디자인Ⅱ 2 2 0

전선 전공핵심(U) 디자인영어 2 2 0

소계 10 9 2 6 6 0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0 학점

전공필수 : 7 학점 전공선택 : 65 학점 72 학점

72 학점

3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4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1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022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 :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전     공 : 

학년
구분 교과목 학점 구분 교과목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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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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를 통하여 컴퓨터의 그래픽 표현능력과

변화능력을 그래픽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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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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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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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어를 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또한 디자인 교육 과정에 입문

하는 수강자를 대상으로 맥락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각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

력을 실습한다. 그 과정에서 사물의 형태와 속성을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조형 연

습과 시각언어를 발굴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A063541 2D그래픽프로그램2 (2D Graphic Programs 2) 2-1-2

2D그래픽프로그램1의 고급 과정으로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방법론을 배우고 시각 및 디지털디자인 기초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래픽디자

인 테크닉을 심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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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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2990 디지털타이포그래피1 (Digital Typography 1) 2-1-2

타이포그래피는 문자의 배열과 체계 등을 조절함으로서 효과적인 의미를 전달하

고자 하는 그래픽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강좌이다.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기초

적인 규칙, 활용도 등을 학습하고,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예시 분석과 디

자인 프로젝트를 병행한다.

A013280 디지털컬러리스트 (Digital Colorist) 1-0-2

디자인의 중요한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색채학을 매주 정해진 강의 주제에 맞추

어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앞의 학습 내용을 바탕

으로 적절한 색채계획을 세우고, 그래픽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후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A013010 3D디지털기초 (3D Digital Foundation) 2-1-2

이 강좌는 3D 그래픽프로그램의 고급 수업으로 3D 디자인 프로젝트 개발을 목

적으로 한다.

A091970 AR/VR캐릭터제작 (AR/VR Character Design) 2-1-2

게임엔진에 최적화 할 수 있는 3D 캐릭터를 제작하여,AR/VR 콘텐츠 제작의 역

량을 학습한다. 3D소프트웨어를 통한 모델링, 텍스쳐, 맵핑, 캐릭터 셋업을 학습

한다.

A091510 게임의이해 (Understanding Games) 2-1-2

이 강좌에서는 초창기 보드 게임부터 오늘날의 컴퓨터 및 디지털 게임에 이르기

까지 게임의 역사와 문화적 측면을 탐구한다. 또한 게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

하고 기존 게임을 비평함으로써 게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A013000 디자인프로세스 (Design Process) 2-2-0

디자인 개발과 전시 설치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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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서 화면 구성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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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3030 디지털영상디자인 (Digital Image Design) 2-1-2

디자인의 기본 프로그램인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프리미어를 이용하

여 그래픽 디자인의 기본 조형 감각과 표현 능력을 기른다. 아이디어 발상에서

부터 구체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전반적인 디자인 과정을 경험하며,

효과적으로 디자인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학습

한다. 본 수업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

여 중간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후반부에서는 프리미어로 셀프 브랜딩 디지털영

상을 제작하여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한다.

A012290 3D디지털프린팅 (3D Digital Printing) 2-1-2

3D모델링의 심화수업으로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제품을 디자인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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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에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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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되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다. 이 수업에서는 정보 디자인의 예시와 분석 및

데이터의 수집으로 기존의 정보를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이미지 , 문자, 그리고 숫

자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인포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를 완성

하도록 한다.

A013220 디지털모션디자인 (Digital Motion Design) 2-1-2

본 수업은 모션그래픽의 기초를 습득함으로써 정지된 시각이미지와 콘텐츠에 움

직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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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습득하고 툴과 기능에 대하여 이해한 후 본인의 작업물을 기획 및 제작할 수

있다.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하여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결과물을

중간 발표하고, 본인이 선정한 주제에 맞춰 인트로 모션그래픽 작품을 제작하여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한다

A013240 모션인포그래픽 (Motion Infographics) 2-1-2

모션 인포그래픽의 개념 및 그 디자인의 영역과 발달 과정 등을 살펴보고 모션

인포그래픽의 시각적 요소, 구성, 움직임, 효과, 음향 등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이해한다. 또한,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타이포그래피, 디

지털 이미지, 사운드 등을 적용한 디지털 영상디자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본수

업에서는 애프터 이펙트로 본인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여

중간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후반부에서는 선정된 음악에 맞춰 키네틱 타이포그

래피를 제작하여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한다

A013250 컨셉츄얼디자인 (Conceptual Design) 2-1-2

디자인의 컨셉과 제품을 제작.

A010770 디자인마케팅 (Design Marketing) 2-2-0

디자인을 위한 시장환경, 사용자, 기술, 트렌드 조사분석 방법론을 이해하고 실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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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

서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실험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다. 이 강좌에서는 스토

리텔링의 역사, 디지털 스토리텔링, 모션 그래픽, 게임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미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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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에서

는 인터페이스디자인의 이론 및 프로젝트를 통해 플로우차트, 와이어프레임, 프

로토타입 제작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A012060 인터랙션디자인 (Interaction Design) 2-1-2

UX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과

정을 학습한다. 1.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이론 학습 사용자 경험 및 인터랙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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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의 요소를 학습한다. 2. 사용자 경험 디자인 컨셉 제안 관심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선정하여, 기존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솔루션 아

이디어를 제안한다. 3. 사용자 중심의 UX 디자인 구체화 솔루션을 UX디자인 컨

셉, IA, UI flow, Wireframe, GUI theme으로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개발한다.

A013260 모션프로젝트 (Motion Project) 2-1-2

이 수업은 모션그래픽 작업의 심화과 정으로 캐릭터애니메이션과 에프터 이 펙

트의 표현식(Expression)을 활용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디자 인 리

서치, 주제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 아이디어스케치 컨셉 제안을 기반으로 2D캐릭

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모션프로젝트 결과물을 제작하도록 한다.

A013060 디지털편집디자인 (Editorial Design for Digtial Mediums) 2-1-2

디지털편집디자인에서 필수 그래픽 프로그램인 어도비 인디자인을 이용하여 포

스터 브로슈어 등의 태블릿 및 인쇄매체 편집디자인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타이

포그래피, 레이아웃, 사진 및 이미지 배치 등 다양한 디지털 퍼블리슁 디자인의

요소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A013290 디자인적창업 (Design Start-up ) 2-1-2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창조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떻게 학습하고

능력을 키울것인가를 디자인을 통해 알아본다. 창업에 관련된 여러 방향의 강의

를 중심으로 습득하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 (Capstone Design Ⅰ) 2-2-0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까지 서로 연결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전

공필수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사회 및 디자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안한 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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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에

서 학습한 이론과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 디지털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보

여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흥미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S049030 서비스디자인 (Service Design) 2-1-2

서비스 디자인(Product Service System Design)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론과 실

제를 학습한다.1.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을 학습한다. 2. 서비스디자인의 원리를

학습한다.3.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방법론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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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0272 캡스톤디자인Ⅱ (Capstone Design Ⅱ) 2-2-0

3학년 2학기의 캡스톤디자인Ⅰ에서 제안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을 개발하는 수업이다.

A012380 디자인기획 (Design Plan) 2-2-0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사물을 만들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비스환경을 개발

하는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며, 단순한 조형미를 넘어 마케팅, 브랜딩등

을 활용한 제품의 중대한 영향력과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고 혁신을 이끌어 낸다.

H092670 디자인영어 (Design English) 2-2-0

해외 디자인 공모전 및 해외취업을 위한 디자인전공 관련 영어과목

S093020 1인미디어세미나 (Design seminar) 2-2-0

다양한 디자인분야의 산업과 실무디자이너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세미나 수

업으로 이루어진다.

A012720 디자인포트폴리오 (Design portfolio) 2-2-0

취업, 진학 등 학생 개인별 특성 및 포트폴리오의 제작 목적에 따라 개인별 디자

이너에게 요구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수강자들은 컨텐츠 선별, 정리 등 개

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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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하며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주제 선정, 아이디어 발전 프로토타입 제작 등 전반적인 디자

인 프로세스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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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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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 간호리더십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 국내외 보건의료 현황을 인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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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과정표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학

점

시수
학

년
학기 구분 교과목

학

점

시수
이

론

실

습

이

론

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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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전필 성인간호학실습Ⅳ* 2 6

2 전선 진단검사와간호 1 1 2 전필 보건교육론* 2 2

소계 편 성 학 점 37 25 34 소계 편 성 학 점 37 21 42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286

4) 교과목 해설

E020040, 간호학개론(Introduction to Nursing Science), 2-2-0

간호학에 입문하여 간호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성찰과정을 통해 간호의 본질에 대해 이

해하고 전문직관을 가진다. 간호와 관련된 세계 및 한국사적 사건과 지도자의 활동을 학

습함으로써 급변하는 국내외 간호현장에서 전문간호인으로서 자신만의 비전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한다.

H030150, 인간심리의이해(Introduction to psychology), 2-2-0

인간 마음과 정신과정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그 원리가 되는 기초심리학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을 익히고, 이러한 원리나 이론이 실생활 장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학습

한다.

S092540, 인체의구조(Anatomy), 3-3-0

인체 계통별 구조 및 기능의 이해를 통해 정상적인 신체구조를 확인하고 원리를 이해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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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미

생물과 인체반응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세균학, 진균학, 바이러스학 및 면역학의 기

본지식을 학습하며, 감염질환과 진단, 관리, 병원 감염관리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는 과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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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호전문인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행동규범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며, 나아가 간호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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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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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질환의 증상과 병인, 진행 과정 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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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룬다.

E021600, 건강사정(Health Assessment), 2-2-0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를 사정하기 위하여 문진, 시진, 촉진 및 청진 기

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신체검진과 건강사정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적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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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는 대상

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간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건강사정, 안전, 안위, 영양, 배설 및 산소화와 관련된 기본간

호의 개념과 기본간호술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술

을 획득하여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이다.

E020081, 기본간호학실습Ⅰ(Fundamental Nursing Lab Ⅰ), 1-0-2

간호의 기본개념인 간호,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하여 이해하고,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대

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간호술을 습득한다.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

진을 위해 요구되는 건강사정, 안전, 안위, 영양, 배설 및 산소화와 관련된 기본간호술의 과

학적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숙련된 간호술을 획득하여 수행하

고,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이다.

H091410, 임상간호영어(Clinical Conversation), 1-1-0

간호현장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에 대한 이해와 영어권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을 습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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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0020, 간호와영양(Nursing and Nutrition), 2-2-0

영양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질병과 영양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임상에서 영양문제

를 규명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S092220, 간호통계(Nursing Statistics), 2-2-0

통계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간호학 및 건강실무 관련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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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

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E020072, 기본간호학Ⅱ(Fundamental Nursing Ⅱ), 2-2-0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간호에 대한 전문지식

을 습득한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얻기 위한 도구인 진단검사에 대해 이해하고, 피부통합성

및 상처간호, 수술주기 간호, 활동과 운동, 휴식과 수면, 체온유지, 임종간호 및 투약과 관련

된 기본간호 개념과 기본간호술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학습하며, 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간호술을 획득하여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이다.

E020082, 기본간호학실습Ⅱ(Fundamental Nursing Lab Ⅱ), 1-0-2

간호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간호술을 습득한다.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상처간호, 활동과 운동, 수술 전∙후 간호, 체

온유지 및 투약과 관련된 기본간호술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 태

도 및 숙련된 간호술을 획득하여 수행하고, 전인간호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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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부의 건강증진과 고위험 임부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020321, 정신간호학Ⅰ(Psychiatric Nursing Ⅰ),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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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의 원리와 기본 개념 그리고 인간의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정신건

강간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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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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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한

다.

H010180, 자아탐색과인성회복(Self-reflection and Human Nature), 2-2-0

실제 생활에서의 자기성찰 능력과 회복탄력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기돌아보기 명상법을 적

용하여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한 인성교과목이다. 이론과 지식 위주의 수업을 탈

피하여 학생들 스스로 적용하여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자기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 협업능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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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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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E020191, 아동간호학Ⅰ(Pediatric Nursing Ⅰ), 2-2-0

아동간호의 주요개념과 성장발달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

로 아동과 가족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한

다. 또한 아동기 안전사고와 응급조치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상황에 적합한 간

호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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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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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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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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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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양, 수술, 혈액계, 소화기계 및 콩팥∙요로계 건강문제를 지닌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

용하여 실습하는 과목으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간호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간호문제를 확

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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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아동의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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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상태

사정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정신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진단하는 능력을 함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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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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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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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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이론, 관리 과정 및 기능에 관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여 간호전문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의 이해, 기획, 의사결정,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 인적자원관리를 학

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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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E020162, 성인간호학실습Ⅱ(Clinical Practicum for Adult Health Nursing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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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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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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를 확인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간호중재 수행

능력을 기른다. 또한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하고 정신질

환을 예방하며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간호 수행 능력을 함양하여 정신간호사로서의 자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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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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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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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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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지식을 익히며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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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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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관계 건강문제를 지닌 대

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실습하는 과목으로, 간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간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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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워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서 대상자의 빠른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는다.

E020611,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Ⅰ), 1.5-0-4.5

다양한 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질병예방, 건강유지, 증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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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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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실습하

게 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 건강증진 및 건강회복을 위한 간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

S092250, 종양간호(Oncology Nursing), 2-2-0

종양의 병태생리, 종양치료, 암환자 증상관리 및 암환자 간호에 대해 학습하여 종양간호에 대

해 이해하고, 종양환자에게 과학적이고 전인적인 간호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

도록 한다.

S092290, 중환자간호(Critical Care Nursing), 2-2-0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급성기 중증 질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순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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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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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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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력을 함양한다.

E021910, 성인간호학VI(Adult Health Nursing VI), 2-2-0

신경계, 내분비계 성인 대상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

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간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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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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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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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력을 함양하고 학습성과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E020612,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Ⅱ), 1.5-0-4.5

다양한 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지역사회간

호사로서의 지식, 태도, 기술을 함양한다.

E020830, 노인간호학실습(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2-0-6

인간의 노화과정과 노년기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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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다.

S090990, 보건교육론(Theory of Health Education), 2-2-0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병원,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

활터별 보건교육의 특성과 구체적 운영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대상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방법과 매체를 적용하여 보건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갖춘다.

■ 응급구조학과 ■

1) 개 황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이나 손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

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생명유지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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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응급구조학과는 정보화시대,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더불어 진정한 생

명존중과 인간 사랑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현장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응급현장과 같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포함한 문제해결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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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한다.

②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응급구조학은 이론과 더불어 응급환자에게 장비를 이용한 술기를 제공할 수 있

어야 하는 학문이므로 양질의 술기교육과 응급의료현장을 모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며, 응급의학임상실습 및 구급차동승 실

습을 통한 현장적응능력을 함양하여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③ 생명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꺼이 남을 도와주려는 봉사 정

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내외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교내외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생명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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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E020180,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1-0

일차반응자가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인 1급 응급구조사 수준의 기본심폐소생술을

이해하고 나아가 심폐소생술의 단계와 원리, 심정지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심폐소생술의 시작과 종료, 심정지 생존환경과 생존사슬 등에 대한 지식을 함양

한다.

E020340, 심폐소생술실습(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0-2

심정지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적용

실습을 충분히 하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환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하임리히

법(복부밀쳐올리기) 실습을 실시한다.

E021380,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2-2-0

의학 용어를 익히고 임상에서 나타나는 인체의 명칭, 질병명, 각종 검사 등 의

료인과의 대화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학습하여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본

능력을 습득한다.

E020330, 해부학(Anatomy), 3-3-0

인체의 기본 구성요소인 세포의 구조와 분열을 토대로 조직과 기관을 통해 인

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인체의 골격, 관절, 근육, 순환, 신경계와 감각기를 포함

한 각 부분을 다루며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위한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함

양한다.

E021720, 전문응급구조학탐구(Exploring to Emergency Care), 2-2-0

응급의료 체계의 개요 및 구성 요소, 각 구성 요소간의 유기적 관계를 학습하고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응급구조사의 전문직 윤리, 의료법적 고찰, 응급구

조사의 안녕과 스트레스, 통신 및 응급의료의 기록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응급구

조학의 전반적인 내용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총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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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러한 내용을 익힘으로 기초적인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응급구조학을 습득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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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1580, 환자구조및이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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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천 등에서 사고와 자연재해 현장을 중심으로 구조와 이송 절차를 이해하며 주

요 기자재 사용법 및 예상되는 구조유형별 구조기법과 환자 이송법에 대한 능

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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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020210, 약리학(Pharmacology), 3-3-0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인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

는 약물에 대해 숙지한다. 또한, 약물의 작용과 생체에서 약물의 상호 활성, 상

호작용, 독성 및 안전성, 흡수, 배설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E020231, 응급환자관리학Ⅰ(Emergency Patient Management Ⅰ), 2-2-0

건강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염의 통제를 위한 무균술, 기본 응급의료의 요구로

써 활력 징후 측정법, 체위 변경과 억제대 사용, 관장 및 인공 배뇨의 배출과 치료

적 조치,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투약과 주사 요법 등 이론을 통하여 기초적인 응

급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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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의 처치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전문적인 응급환자관리 술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E021300, 응급환자평가(Emergency Patient Assessment), 2-2-0

응급구조사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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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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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0550, 응급환자평가실습(Emergency Patient Assessment & Practice), 1-0-2

응급환자의 일차적 손상이나 잠재적 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목표

를 두고 학습 및 실습을 통해 응급환자평가능력을 함양한다.

E020232, 응급환자관리학Ⅱ(Emergency Patient Management Ⅱ), 2-2-0

건강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염의 통제를 위한 무균술, 기본 응급의료의 요구로

써 활력 징후 측정법, 체위 변경과 억제대 사용, 관장 및 인공 배뇨의 배출과 치료

적 조치,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투약과 주사 요법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기초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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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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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하고 필요 시 전문적 방법으로 기도확보

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함양하고 전문기도관리와 관련된 최신

지견의 근거를 이해한다.

E021710, 전문기도관리 실습(Advanced Airway Management Practice), 1-0-2

전문기도관리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단순기도조작부터 전문기도

삽관까지의 전반적 기도관련 술기능력을 증진시킨다.

E020490, 심전도판독(Interpretation of ECGs), 2-2-0

부정맥을 인지하여 치료하는 것은 전문심장소생술에서 매우 중요하며 모든 심

정지 및 부정맥 환자에게 심전도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심장의 전기

적 생리, 심전도의 각 파형의 의미, 부정맥의 분류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

하며 심전도 판독 능력을 증진하는데 학습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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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학

과 체액이나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및 병리적 검사 소견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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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0570, 전문심장소생술(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3-3-0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서맥을 보이는 환자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빈맥을

보이는 환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뇌졸중 환자, 쇼크/폐부종을 보이는 환

자 등 심정지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수행해야 하는 전문심장소생술 지식

을 습득한다.

E022071, 전문내과응급처치학Ⅰ(Advanced Internal Medicine EmergncyⅠ),

3-3-0

내과적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계, 심장계, 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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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상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E020531, 응급의학임상실습Ⅰ(Clinical Practice TrainingⅠ), 1.5-1-1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환자평가 및 환자처치 실무를 경험하

도록 함으로써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021741, 전문손상응급처치학Ⅰ(Advanced Surgical Emergency CareⅠ), 2-2-0

응급구조사로서 알아야 할 전문적인 외과 응급 상황, 환경 응급에 대해 전반적

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며,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병태 생리와 응급 처치 방법에 대

해 학습한다.

E022072, 전문내과응급처치학 Ⅱ(Advanced Internal Medicine Emergency Ⅱ),

3-3-0

응급구조사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과 응급 상황, 환경 응급 및 중독학에 대

해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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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21742, 전문손상응급처치학Ⅱ(Surgical Advanced Emergency CareⅡ),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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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로서 알아야 할 전문적인 외과 응급 상황, 환경 응급에 대해 전반적

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며,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병태 생리와 응급 처치 방법에 대

해 학습한다.

E020440, 대량재해응급의료(Multiple Disaster Administration & Medical

Emergency), 2-2-0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재해나 대형사고 시에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하는 환자분

류 및 응급처치나 이송의 우선순위 및 이송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여 현장에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E020560, 전문소아소생술(Advanced Pediatric Life Support), 2-2-0

소아응급질환에 따른 응급처치와 소아외상처치술 등 전문소아응급처치의 개념

과 술기능력을 배양한다.

E020532, 응급의학임상실습Ⅱ(Clinical Practice TrainingⅡ), 1.5-1-1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환자평가 및 환자처치 실무를 경험하

도록 함으로써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022080, 전문심장소생시뮬레이션(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Simulation),

1-0-2

1급 응급구조사에게 요구되는 심정지 환자·심정지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평

가, 처치, 의사 결정, 의사소통, 태도를 표준화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상시킨다.

S081270, 의료관계법규(Law Concerning Emergency Care), 2-2-0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념, 분류 및 체계 목적 등을 이해하고, 응

급구조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한다.

E022100, 전문손상소생시뮬레이션(Advanced Traumatology Simulation), 1-0-2

1급 응급구조사에게 요구되는 외상·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평가, 처치, 의사 결

정, 의사소통, 태도를 실사례 중심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상시킨다.

E020730, 구급차동승실습(Ambulance Practice), 1.5-1-1

현장응급상황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이해와 병원 전 단계인 현장과 구급차 내에

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방법을 익혀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E020410, 기초의학특론(Basic Medicine In Particular),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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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원인,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장, 신경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비뇨생식기

계, 피부계 등 각 체계별로 해부, 생리, 약리, 병리학적 양상 및 공중보건학을

복습함으로써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합격률 상승을 목표로 한다.

E022090, 전문내과시뮬레이션(Advanced Internal Medicine Simulation), 1-0-2

응급구조사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과 응급 상황, 환경 응급 및 중독학에 대

해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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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20533, 응급의학임상실습Ⅲ(Clinical Practice TrainingⅢ), 1.5-1-1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환자평가 및 환자처치 실무를 경험하

도록 함으로써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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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등 제반 응급 의료 관련 장비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020590, 전문응급처치학특론(Advanced Emergency Care In Particular), 3-3-0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전문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E021780, 응급구조캡스톤디자인실습(Career Choice of Capstone Practice),

3-0-3

1급 응급구조사로서의 졸업 후 진로 선택을 앞두고 더욱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진로분야의 실무경험을 통해 선택분야의 현장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하는 등 졸업 후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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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심리학과 ■

1) 개 황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인간의 정신 과정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학문 분야의 교육과 연

구에 매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점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은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 심리 전문가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실제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위한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체계적이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및 임상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

하는 교육의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학과를 졸업과 동시에 상담심리지

도사 1급(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와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제공

한다. 이를 통해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돕는데도 이바

지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① 개인의 생애 전반의 교육을 지향하고 건강한 변화 도모

② 상담·임상·평생교육 현장에서 전공지식과 실무능력 함양

③ 생애 전반에 걸쳐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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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적

인 심리학자가 되도록 실력을 배양시킨다.

④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상담사가 되도록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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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이수체계도

5) 교과목 해설

H030030,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3-3-0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나가서 죽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배우는 과목이다.

H030100,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3-3-0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을 비롯하여,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실험심리학, 신경심리

학 등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를 개론적으로 설명하는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심리학

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심리학 분야에 대해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다.

H030140,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3-0

인간의 이상행동, 정신병리적 문제 등을 다루며, 그 심리적 원인과 과정을 배우는

과목이다.

H031070, 상담심리학 (Counseling Psychology), 3-3-0

다양한 상담이론을 습득하며, 상담심리사나 임상심리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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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30810, 학습심리학 (Learning Psychology), 2-2-0

인간이나 동물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학적 기제를 배우는 과목이다.

H030090, 심리통계 (Psychological Statistics) 2-2-0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통계적 원리와 기법을 배우고, SPSS등 기본적인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H030730, 집단상담 (Group Counseling) 3-3-0

집단상담에 대한 개념과 집단과정 및 기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며 집단의 치료

적 요인을 배워 상담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다.

H030080, 심리검사 (Psychological Testing) 3-3-0

심리검사의 기본적 단계를 배우는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상담현장에서 많이 사용하

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다

S091690,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3-3-0

진로 및 직업지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담이론과 상담기법, 심리검사등을 배우고,

이를 통해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다.

S070940,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2-2-0

심리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

계학적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의 내적, 외적타당성에 대한 개념과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그리고 잠재변수 모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H031230, 심리측정이론 (Psychological Measurement Theory) 2-2-0

다양한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잠재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측정도구의 신뢰

도 및 타당도와 평가 방법론을 학습한다.

H030650,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 2-2-0

병원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배우는 과목이다.

S050330,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2-2-0

가정불화와 이혼으로 인해 가족해체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

한 가족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매우 필요함으로 가족체계에 대한 이해

와 가족상담, 부부상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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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30350, 상담기법 (Counseling Techniques) 2-2-0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상담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담자의 반응과

기법을 익혀서 실제 상담 장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다.

H030161, 임상현장실습 I (Practicum I) 3-1-4

상담심리사와 임상심리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실제적인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실시

하고, 검사와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는 과목이다.

H030410, 성격심리학 (Personality Psychology) 2-2-0

성격에 대한 정의와 성격심리학의 여러 쟁점을 이해하며,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이론에 대해 학습하여 인간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과목이

다.

S091770, 평생교육개론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3-3-0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운영체제를 파악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

점을 정립할 수 있는 과목이다.

S091790, 평생교육방법론 (Instructional Methods in Lifelong Education) 3-3-0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학습목적과 학습내용에 따라 사용되는 다양한 평생교육방

법론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S05260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3-3-0

평생교육사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학습하는 과목

이다.

S052580, 평생교육경영론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3-3-0

현대 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영학적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과목이다.

S052540, 청소년상담론 (Adolescence Counseling Theory) 2-2-0

청소년들의 특징과 다양한 이론을 배우고, 특히 청소년상담에서 중요한 부분과 상

담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다.

H030162, 임상현장실습II (Practicum II) 3-1-4

임상현장실습I을 수강한 이후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교외의 다양한 기관으로 파견을

나가서 직접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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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2590, 평생교육실습 (Lifelong Education Practicum) 3-1-4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기관에 나가 참관, 참가, 실제 실습을 통하여 평생교육 전반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 실천하여 연구 검토하는 과목이다.

H061310, 미술치료이론과실제 (Art Therapy in Theory and Practice) 2-2-0

임상미술치료의 이론과 임상미술치료의 발전을 이해하고 DSM-5에 기반하여 증상

별 미술치료 적용 기법을 학습한다.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미술치료 접근을 학습하

고 내담자별 적용을 통한 임상실제를 배울 수 있다.

H030380, 상담실습및사례연구 (Counseling Practice and Case Study) 2-2-0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대상 상담사례를 검토하고, 상담자/내담자/관찰자로써

의 경험을 통해 상담 과정을 이해하며 내담자의 핵심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상

담목표와 전략을 구성하는 연습을 통해 전문상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S052510, 성인학습및상담 (Adult Learning and Counseling) 3-3-0

성인의 학습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고, 성인의 학습역량 및 장점의 극

대화를 돕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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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과 ■

1) 개 황

경찰학과는 경찰업무 수행과 공무원 시험합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경찰학기초 이론과 법학개념을 바탕으로 수사, 형사, 정보, 교통, 등

경찰직무분야에 대한 활동내역을 학습토록 한다. 커리큘럼은 경찰시험에 적합하도

록 구성되었고, 출제위원급 교수들이 조기 시험합격에 초점을 두고 최근 경향에 맞

추어 강의한다. 진로는 공채와 특채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공기업관리직, 행정사, 법원, 검찰사무직, 프로파일러, 피해자심리요원, 학교전담경찰

관, 군무원, 청원경찰 및 첨단산업보안 분야 등에 진출가능 구성되어 있다.

2) 교육목표

① 엄정한 법집행 능력을 갖춘 미래형 경찰인재 양성

②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과적 대응하는 전문가형 경찰 양성

③ 다양한 민간 치안산업 수요에 대비하는 창의적 리더 양성

3) 교육방침

① 학업이수 후 진출가능 분야를 일반경찰 분야 외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생활안전, 경비, 교통 등 일반경찰분야 진출을 위해 범죄예방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③ 수사, 형사 등 전문경찰분야 진출을 위해 범죄수사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④ 시스템보안 등 대기업 첨단산업분야 진출을 위해 안전확보능력을 갖추도록 한

다.

4) 교과목 해설

S070020, 경찰학개론(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3-3-0

경찰의 역사적 생성과 발전과정, 국가와 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특수성 등을 알아보

고, 경찰제도의 유형 및 경찰활동의 이념과 각국 경찰제도 및 경찰조직법과 경찰작

용법, 경찰행정법 등의 기초를 학습함으로써 경찰학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

S071840, 경찰행정학(Theory of Police Administration), 3-3-0

경찰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선편성 및 절차를 이해하고, 경찰장비와 물품관리 및 경

찰홍보, 경찰통제 등 행정적 측면에서 경찰관리 체제를 학습한다.

S080060, 범죄학(Criminology), 3-3-0

현대적 범죄의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고,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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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범죄학의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 학습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대

해 이해하고, 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지위를 파악한다.

S080470, 법학개론(Introduction to Law), 3-3-0

법의 개념과 가치를 학습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본을 이해하고, 법의 기초이론과

현행법의 기본원리를 연구하며,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등 법

학의 각 분야에 대한 개요를 공부함으로써 법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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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한 범죄 형태에 대해 학습하여 정확한 법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의 토대를 마련

한다.

S081380, 형사소송법(1)(Criminal Procedures), 3-3-0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공적 절차인 형사소송 절차의 개념과 기

본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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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80020, 경찰행정법(Police Administrative Law I), 3-3-0

행정법의 기본이론과 개념을 살펴봄과 함께 실정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연

구하고, 현행법 하에서 행정작용상의 제 원칙, 행정상 입법, 행정행위 및 행정법과

행정경제 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A090200, 경찰무도(Special Part of Police Science), 2-1-2

경찰관 직무상의 특수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체력 단련과 체포술/호신

술을 습득하고, 태권도를 중심으로 무도단증 취득과 승단이 가능토록 하여 경찰채

용시험의 가산점 획득을 용이하도록 한다.

S080910, 형법각론(Criminal Law), 3-3-0

형법총론의 기본적인 이론틀을 가지고 형법전에 규정된 내란과 외환의 죄, 국기와

국교의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

거인멸의 죄, 성풍속에 관한 죄 등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규정을 학습한다.

S080891, 헌법(1)(Constitutional Law),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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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적 연원과 헌법의 기본원리를 파악하고 헌법상 기본적 제도에 대해 살

펴본다. 헌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기본권과 관련하여 개별 기본권의 중

심 이론은 숙지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국가구조에 대하여 학습한다.

S070260, 경찰생활안전론(Theory of Crime Prevention), 3-3-0

경찰의 기본적인 기능인 순찰의 종류와 효과, 범죄예방 이론에 입각한 상황적 범죄

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지역경찰활동, 민간경비영역과의 협력 등 범

죄의 예방 프로그램들을 학습한다.

S080010, 경찰수사론(Special Classes for Public Employee Examination), 3-3-0

법률적, 사실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범죄수사의 본질과 개념을 이해하며, 수

사의 기본원칙, 초동수사, 현장조치, 임의수사, 강제수사 내용과 절차를 학습하고,

조사요령 및 수사행정 등 수사의 기초분야에 대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S081390, 형사소송법(2)(Cases on Criminal Procedures), 3-3-0

형사소송법의 지식을 토대로 소송절차에 관해 실제 재판으로 다루어졌던 사건을 법

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경찰 수사를 통한 증거의 증거법상 활용도를 제고

함과 동시에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준을 확립한다.

S070010, 경찰경비교통론(Theory of Security and Traffic Affairs), 3-3-0

혼잡경비, 경호경비 등의 경비 활동에 있어 부대활동, 작전과 지휘에 관한 원칙, 무

기사용 등 경비경찰활동과 교통사고조사와 처리, 운전면허제도와 면허취소 등 교통

경찰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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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해 학습함으로써 경찰활동의 본질을 확인한다.

S070820, 범죄예방론(Crime Prevention), 2-2-0

범죄발생 예방정책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범죄

예방,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적 범죄예방,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3차적

범죄예방이 있는바 각각의 대상들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및 일반억제

이론을 통한 범죄예방(1차), 상황적 범죄예방(2차), 특별억제와 무력화 정책을 통한

범죄예방(3차)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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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80892, 헌법(2)(Constitutional Law), 3-3-0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 내용 중 기본권론에 집중하여 학습한

다. 여러 개별 기본권의 심화 이론과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여 기본권에 대한 풍부

한 지식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배양한다.

S070050, 민간경비론(Theory of Private Security), 3-3-0

국가공공기관 및 법집행기간의 역할한계로 인하여 대두된 민간경비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는 민간경비개념을 학습하고, 민간

경비방법과 각종 관련법규를 연구한다.

S070970, 자치경찰론(Local Autonomy Police System), 3-3-0

자치경찰의 이론적 배경, 자체경찰제의 도입의 당위성과 방향, 도입시 문제점과 보

완대책 및 향후과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을 살펴본다.

S070700, 과학수사론(Theor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3-3-0

과학수사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문감식,

유전자감식, 법의부검, 거짓말탐지기 및 최면수사, 사이코패스 범죄현상, 범죄자프로

파일링, 범죄사진, 추적수사기법, 인질납치수사기법, GPS추적 등의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 등을 학습한다.

S071780, 경찰정보보안외사론(Theory of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2-2-0

경찰정보활동의 필요성과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첩보의 수집, 정보의 생산과 배

포 등 경찰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을 통해 보안경찰활동

및 국제경찰로서의 인터폴과 범죄인 인도 및 외사경찰 활동을 학습한다.

S071820, 과학수사실습(Scientific Investigation Practice), 2-1-2

과학수사론 이론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지문감식, 족흔적감식, 유전자감식,

사진촬영 등의 실습과 현장견학 등을 통해 기초적인 과학수사 활동을 가능하게 한

다.

S090270,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3-3-0

여러 과의 다양한 전공학습 내용을 연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경

찰학과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리치료학과, 사진영상학부 등 타과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탐구와 설계를 거쳐 문제설정과 원인분석 및 개선점 도출 등

창의적 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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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81010, 형사판례연구(Criminal Case Study), 3-3-0

수사와 공판, 증거법에 관하여 주요한 판례를 학습함으로써 중요한 법리를 이해하

고 사회의 변화와 판례의 동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경찰채용시험과 승진시험에 주

로 인용되는 판례의 논점과 특성을 파악한다.

H030320,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 2-2-0

범죄 행위의 심리, 범죄자의 성격, 범죄 수사에 있어서 심리적 방법, 범죄 예방을

위한 심리적 조건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프로파일링 등 범죄인의 유형별 분류 방법

을 숙지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사활동의 바탕을 마련한다.

S071830, 경찰실습(Police Field Practice), 1-0-2

경찰학 및 형사법 지식을 축적한 후 학과와 연계된 경찰서를 방문하여 전체 경찰업

무를 이해하고, 지구대 및 파출소 현장실습을 통해서 112신고출동 사건처리 업무,

순찰예방활동 업무 등 경찰관의 직무를 체험적으로 익히도록 한다.

S070180, 경찰학연습(Special Issues in Police Science), 3-3-0

경찰학 개론과 경찰학 각론의 지식을 토대로 경찰학의 각 분야에 있어 법적, 현실

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심도 깊게 학습하여 경찰채용시험에 대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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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과 ■

1) 개 황

사회복지학과는 21세기 복지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 배출하기

위하여 2005년 출발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 왔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

회복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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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취득을 지원하는 교과, 비교과 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2) 교육목표

  사회복지적 가치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이슈를 탐구하며, 창

의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복지사회 개척에 기여하는 신(信·新·伸) 인재양

성을 위하여, 첫째 인간, 문화,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사회복지학의 가치를 내재

화한 참된 신(信)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둘째 국가와 지역복지의 복지 문제를 분

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신(新)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며, 셋째 사회

복지 분야의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도전적 업무를 수행하는 열정적인

신(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3) 교육방침

사회복지학과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의 역사, 가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설명할 수 있

는 사회복지기초이해능력을 습득한다.

-상담 또는 교육을 통해 개인, 집단, 가족 차원에서 대상자의 자발적인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상담 및 교육능

력을 배양한다.

- 다양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결합하여 현장의 이슈

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 실천능력을 키운다.

- 인간˙문화 및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문화 및 사회 환경 이해능력을 습득한다.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이슈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사회복지 조사 및 분석능력을 양성한다.

-지속가능개발, 글로벌 사회, 농산어촌복지 등 새로운 사회복지 이슈에 대해 탐

색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신(新)사회복지 이슈 탐색능력을 습득한다.

-개인, 가족, 조직,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슈 파악능력을 배양한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314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

램을 효과적으로 기획, 관리, 운영 및 평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을 양성한다.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행정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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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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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사회복지학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S053060 3-3-0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이를 위해 사회

복지 개념, 가치와 이념, 사회복지발달사를 소개하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학의 실천방

법론, 정책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며 실천분야별 정의와 서비스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S050090 3-3-0

사회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한

국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

는 시각을 형성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051240 3-3-0

인간 행동 및 인간 발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해 주고자 함. 구체적으로 인간행

동과 사회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세 차원 - 사회복지

실천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인간행동과 성격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 일반체계이론

과 생태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생애 주기 이론에 입각

해서 본 발달단계와 발달과제- 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각각의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사회복지현장의 이해(Understanding Social Welfare Fields): S050930 3-2-2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방문을 통한 현장학습과 추후 세미나를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로

서의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실무역량의 기초를 강화한다.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 현장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

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및 실무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실천론(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S050110 3-3-0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철학 및 기본이론을 이해한다.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본적 가치 및 윤리를 살펴본다. 또

한 사회복지 실천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

해 통합적 접근 및 사례관리 실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S051330 3-3-0

현대의 각종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전문적인 과정

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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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을 살펴보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역할들, 지역사회복지

와 관련된 다양한 모델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S050180 3-3-0

아동의 권리와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복지

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입할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햐여 전반적이고 개론

적인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하위분야별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내

용을 설명한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050150 3-3-0

행정과 조직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사회복지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회

복지(기관)행정의 개념과 특성, 주요 이론 및 기술들을 살펴본다. 아울러 조직의 핵

심기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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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행정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인 문제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결정 등의 각 단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해 본다. 아울러

빈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의 문제에 대처하는 현행 한국 사회복지정책과 그 문

제점들을 분석한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S050140 3-3-0

사회복지의 제반분야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사회조

사의 이론과 절차를 학습한다. 아울러 사회조사방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사회조사의 방법,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과학적 접근법의 활용성과 한계를 고찰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S050280

3-3-0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및 사회복지 실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 대상, 집단 대상 그리고 가족 대상에 대한 주요개입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을 집중적

으로 다룬다.

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and Law): S050870 3-3-0

법제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념과 구성 원리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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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회복지법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한다. 총론적 차

원에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분석방법과 복지권에 대해 고찰하며, 주요한 사회복지 개

별 법률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관계 법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법적

전망을 갖게 한다.

사례관리론(Case Management): S052150 3-3-0

사회적 기능향상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요하는 클라이언

트 체계에 대한 자원동원 및 통합적서비스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현재 사

회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전달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및 실천 모델, 기법 등을 학습하고 이론-현장에

기반을 둔 통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삼는다.

프로그램개발과 평가(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S050240 3-3-0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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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분석실습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발생되

는 다양한 자료들을 양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S050290 3-2-2

본 교과목은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실

제 현장실습, 그리고 실습 이후의 세미나를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주된 내

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각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한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H030690 3-3-0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 지식 및 전문적 정신질환의 진

단명과 증상들에 대해 배운다. 더 나아가 정신보건 실천분야의 이론과 개입방법을 습

득하여 정신보건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역량을 키우는데 목적

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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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S050270 3-3-0

사회보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및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 사회보장의 개념 및 배경,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양

한 프로그램 및 종류를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증진

시키도록 한다.

국제사회복지론(Global Social Welfare): E010220 3-3-0

국제사회복지는 국제사회사업(International social work),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국내외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국제개발 협력 및 해외원조, 그리고 UN, WHO, ILO등의 다자 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빈곤과 질병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

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협력활동을 이해하고 국제사회복지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캡스톤디자인 I (Capstone Design): S090271 2-2-0

사회복지전공지식과 기술, 실천경험을 토대로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작

품들을 설계하기 위하여 문제를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

해 문제해결능력, 실천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캡스톤디자인 II (Capstone Design): S090272 2-2-0

캡스톤디자인 I 수업의 문제 발굴 과정을 통해 설계된 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

천현장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결과물을 도출하여 실행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을 설계, 제작,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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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장애인 복 지 실천방법과 기술,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천 과제 등에 대한 이해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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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하며, 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치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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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론(Poverty and Social Welfare): S050080 3-3-0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중심적인 사회문제로 확대 재생

산 되고 있는 빈곤문제들의 양상 및 원인과 영향, 그리고 빈곤에 대응하는 주요 정

책 및 실천들의 유형과 특성,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

다.

사회복지윤리와 철학(Ethics and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S050900 3-3-0

사회복지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

고, 사회복지가치와 철학, 윤리학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토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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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서비스학과 ■

1) 개 황

항공서비스는 여행, 관광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객실승무원들의 업무와 공

항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항공서비스학과에서는 항공사에서

원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항공기를 재현한

MOCK-UP에서 비상탈출 훈련, 기내화재진압훈련, 응급환자 대처 훈련 등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해서는 기내식음료 서비스, 기내 방송 등의 교육을 시행한다.

더불어 서비스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공항서비스 실무실습과 외국인 승객과의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 및 해외 어학연수 등을

도입하고 있다.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항공 예약 및 발권, 심폐소생술, 서비스 경영, 조주기

능사, TOEIC, JLPT, HSK, 수영 등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2) 교육목표

3) 교육방침

▪ 항공서비스에 적합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퍼스널브랜드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글로벌 어학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

▪ 융·복합 학습을 통한 실용적인 교육

▪ 서비스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현장 체험 교육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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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A021250,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 2-2-0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람직한 모습으로의 이미지 변화 또는 이미

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S052380, 퍼스널 미디어 관리(Personal Media Management), 2-2-0
자기 브랜드(Personal brand)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SNS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리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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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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E063350, 항공기구조와 시스템(Aircraft Structure and System), 2-2-0
항공기구조와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스템의 작동법을 숙지한다.

S052220, 객실 업무(Airline Cabin Serve), 2-2-0
항공사 객실서비스 절차 및 규정을 업무순서에 따라 학습한다.

H081610, 항공 일본어(Airline Japanese), 2-2-0
항공사 객실서비스에 필요한 일본어의 듣기와 말하기를 학습한다.

S053230, 퍼스널브랜딩(Personal Brand Management), 2-2-0
퍼스널브랜딩을 위한 실제적인 학습 단계로 PI(Personal Image) 정립을 위한 이미

지 컨설팅 방법에 대해 습득한다.

H070930, 항공 중국어(Airline Chinese), 2-2-0
항공사 객실서비스에 필요한 중국어의 듣기와 말하기를 학습한다.

H092490, Toeic Vocabulary, 2-2-0
토익자격 취득을 위한 어휘학습을 통해 말하기/듣기가 가능한 영어 능력을 향상하

도록 한다.

S053220, 글로벌 문화와 리더십(Global Culture & Leadership), 2-2-0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글로벌 문화를 익히고 이를 적용할 리더십에 대해 학습

한다.

S044300, 서비스 경영(Service Management), 2-2-0
서비스의 본질을 파악하고 서비스 관리를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S049440, 기내 방송(In-flight Announcement), 2-2-0
항공기 객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내 방송 서비스(한국어, 영어)에 순서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내 방송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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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9660, 항공운송(Air Transportation), 2-2-0
항공사의 항공운임을 결정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는 학습이다.

S053280, Toeic Grammar, 2-2-0
공인영어시험인 토익에 빈출 되는 어휘와 문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토익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H081000, 중급일본어(Intermediate Japanese), 2-2-0
항공기내에서 사용되는 일본어의 발음 및 주요 문구 학습

S044310, 서비스 마케팅(Service Marketing), 2-2-0
항공사 서비스 특징과 고객 심리, 마케팅의 기본을 학습한다.

S049640, 객실 업무 실습(Cabin Service Practice), 2-1-2
항공사 객실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인의 자세와 지식을 바탕으로 가상 승객을 대상

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실습하는 과목

E022060, 항공 응급처치 실무(Airline First Aid Practice). 2-1-2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발생상황 보고, 응급환자 초기 대응, 응급환자 후

속 관리, 환자 대처 상황기록을 수행하고 실습한다.

S049610, 항공 안전 및 보안(Aviation Safety & Security), 3-3-0
항공 안전 및 보안의 개념 이해 및 이론적 지식 습득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H070570, 중급중국어(Intermediate Chinese), 2-2-0
항공기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중국어의 기초를 상황별로 학습한
다.

H092480, Toeic Speaking, 2-2-0
항공사의 글로벌한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말하기 능력 향상을 향상하고,

토익스피킹 자격취득을 목표로 수업을 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2-2-0
호텔, 여행사, 비서, 서비스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론과 지식 및 직장인으로서의 행
동 요령 등에 대해 학습한다.

S052450, 항공 예약 실무(Airline Reservation Practice), 2-1-2
항공사 여객 예약업무의 실무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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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3270,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 Role-play), 2-1-2
고객 응대 기법을 통해 고객 만족에 다가가는 방법을 직접 역할 분담을 통해 체험

한다.

H092470, Interview English, 2-2-0
인터뷰에 필요한 Resume, Cover Letter 작성 및 영어 회화 능력 학습

H070580, 항공 중국어 회화(Airline Chinese Speaking), 2-2-0
항공기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중국어의 읽기/쓰기/말하기 등을 중점적으
로 학습하여 HSK(3, 4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071250, 항공 식음료 실무(In-flight Food and Beverage), 3-2-2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내식과 음료에 대한 종류, 내용, 서비스 방법 등을
학습한다.

S053330, 항공 면접 실무(Airline Job Interview Skill), 2-2-0
항공관련 기업체에서 취업을 위한 면접요령 및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H081600, 항공 일본어 회화(Airline Japanese Speaking), 2-2-0
항공기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본어의 읽기/쓰기/말하기 등을 중점적으
로 학습하여 JLPT(3, 4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053290, 공항 현장실습(Airport Service Practice), 2-2-0
공항의 승객과 수화물 운송에 필요한 국제규정을 숙지하고 항공사와 조업사의 지상

직원 업무를 실습한다.

S053860, 서비스 트렌드 분석(Service Trend Case Study), 2-2-0
서비스에서 고객 칭송과 불만 사례의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객 만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학습하는 것이다.

S053310,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 2-2-0
개인 이미지 코칭을 통한 퍼스널 브랜딩 방법과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스킬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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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1) 개 황

전 지구가 글로벌화 되고 대한민국의 산업 및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융·복합적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에 발맞춰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비지니스학과는 글로벌비즈니스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학과로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수학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인으

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비즈니스가 펼쳐지는 현지에서 어학 및 업무 관련 연수를 받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실무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 교육목표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역으로 실무능력과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비즈니스 전문가

의 양성과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명품 비즈니스인을 양성을 목표로 하며, 실용적이

고 창의적인 전공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마인드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교육방침

글로벌 비즈니스인 양성을 위해 필요한 실용 업무교육을 최우선 방침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집중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실무에 꼭 필요한 이론 및 이를 실전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창의 전공교육을 위해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진행한다. 실제 비즈니스 환

경과 유사한 프로젝트 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에서

도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

에서 필요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해외 교

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함께 수학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학과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글로벌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실용 업무교육, 창의 전공교육, 글로벌 마인드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

에 필요한 명품 비즈니스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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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학년

1학기 2학기

구
분 교과목 학

점

시

수
　

구
분 교과목 학

점

시

수
　

이

론
실
습

이

론
실
습

1
　

전
선 글로벌경영학 3 3 0　 전

필 경제학원론 3 3 0

전
선 회계학원론 3 3 0 전

선 경영통계 3 3 0

소계 편 성 학 점 6 6 0 편 성 학 점 6 6 0

2
　
　
　
　

전
필 글로벌마케팅 3 3 0 전

필 글로벌경영전략 3 3 0

전
선

글로벌재무관
리 3 3 0 전

선
빅데이터경영
(★) 3 3 0

전
선

비즈니스지역
언어 2 2 0 전

선
비즈니스무역언
어 2 2 0　

　

　 　 　

소계 편 성 학 점 8 8 0 편 성 학 점 8 8 0

3
　
　
　
　

전
선 글로벌물류론 3 3 0 전

필
캡스톤디자인1
(★) 3 3 0

전
선 글로벌무역론 3 3 0 전

선
글로벌공급사슬
관리 3 3 0

전
선 품질경영론 3 3 0 전

선 물류정보시스템 3 3 0　

전
선 생산운영관리 3 3 0 전

선
글로벌전자상거
래 3 3 0

전
선 글로벌무역실무 3 3 0

소계 편 성 학 점 15 15 0 편 성 학 점 15 15 0

4
　
　
　
　

전
필

캡스톤디자인
2(★) 3 3 0 전

선 글로벌시장연구 3 3 0

전
선

국제금융의이
해 3 3 0 전

선
미래경영과융합
기술 3 3 0

전
선

글로벌정책이
해 3 3 0 　

　 　 　 　 　 　

소계 편 성 학 점 9 9 0 편 성 학 점 6 6 0

전공학점계 7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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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3590, 글로벌경영학 (Global Business Management), 3-3-0

글로벌경영의 기본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글로

벌 환경을 둘러싼 환경하에서 운영되는 경영학의 기본원리에 대해 학습하여 기초적

인 전공지식의 기틀을 마련한다.

S047360, 회계학원론 (Principles of Accounting), 3-3-0

본 교과목의 목적은 회계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회계에 관한 기초개념과 원리

를 익혀 회계의 제무제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회계장부의 구조를 학습하는

회계기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S040090,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3-3-0

글로벌비지니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학의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경

영학 전공을 위한 탄탄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시경제학부분 및 거시경제학부

분에 대한 포괄적인 강의가 이루어진다.

S040050, 경영통계 (Business Statistics), 3-3-0

이 강좌는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초급과정으로서 기술통계, 확률 및 확률분포, 표본

이론, 포본분포, 통계적 추정 및 가설검증 등을 다루며, Excel 등의 통계 소프트웨

어를 활용을 통한 실제 통계처리능력 강화에 목적을 둔다.

S048230, 글로벌마케팅(Global marketing), 3-3-0

본 교과목은 마케팅의 가장 기초 이론부터 실무까지 다룬다. 특히 마케팅의 기본

원리 중 글로벌 비즈니스에 적용가능한 부분들을 함께 학습하면서 이론과 실무 능

력을 모두 배양할 수 있다.

S030300, 글로벌재무관리 (Global Finance Management), 3-3-0

전산업이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및 이론

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재무 관련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기초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H100200, 비지니스지역언어 (Business Local Language), 2-2-0

비즈니스에서 외국어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는 학습이며 본 교과목은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기초 외국어에 대해 학습

한다.

S049530, 글로벌경영전략(Global Management Strategy), 3-3-0

일반적인 경영전략 관련 기초 이론을 학습한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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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문제에 적합한 경영전략 수립 방법을 학습한다.

S053870, 빅데이터경영 (Big Data Management), 3-3-0

4차 산업의 발전으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영에 활용되

는 빅데이터에는 무엇이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H100210, 비지니스무역언어 (Business Trade Language), 2-2-0

무역은 해외에서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은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실

용 외국어에 대해 학습한다.

S053880, 글로벌물류론 (Global Trade), 3-3-0

본 과목의 목적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국제매매계약의 체결, 운송, 보험, 인코텀즈,

대금결제, 클레임 등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함이다.

S053890, 글로벌무역론(the theory of global trade), 3-3-0

국제분업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무역 및 통상관련의 여타 고급이론 및

응용교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내용들을 공부한다.

S040670, 품질경영론(Quality management theory), 3-3-0

본 과목은 전략적 차원에서의 총합적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 과목의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비용, 공급자 품질관리, 품질의 성과측정 등이다. 또한 이 강

좌에는 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례도 소개한다.

S044230, 생산운영관리(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3-3-0

기업의 운영책임자는 제품의 판매 및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을 위한 자재를 조달하

고 수요에 맞춰 생산하는 등의 모든 운영에 관여한다. 이 교과목은 생산 전과정 운

영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를 학습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I(Capstone Design), 3-3-0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직접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과목이다. 본 교과목을 통해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S053900, 글로벌공급사슬관리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3-3-0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공급 사슬 관리가 효율적일 수 있도록 구매관리, 생산관리, 물

류관리의 주요개념과 테크닉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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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3910, 글로벌전자상거래 (Global Electronic Commerce), 3-3-0

국제무역관련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기초, 전자상거래의 기본이론,

전자상거래의 제 문제, 전자상거래의 국내외의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S043790, 물류정보시스템(Logistics Information System), 3-3-0

최근 물류시스템은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결합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최신 물류시스템의 구축방법 및 활용방법을 학습한다.

S053940, 글로벌무역실무 (Global Trade Practice), 3-3-0

무역업무에서는 실무 위주의 능력이 우선 적으로 배양 되어야 하기에 글로벌 무역

이론을 기반으로 실무에 적용해볼 수 있는 사례 위주 학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

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II(Capstone Design), 3-3-0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직접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과목이다. 본 교과목을 통해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S053920, 글로벌시장연구 (Global Market Research), 3-3-0

국가간의 상거래를 위해서는 그 국가의 사전 조사가 필수 적으로 수반 되어야 한

다. 본 교과목은 해외 각 국가별 시장의 특성 및 현황, 트렌드, 향후 전망 등에 대

해 학습한다.

S053930, 미래경영과융합기술 (Future Management and Convergence Technology),

3-3-0

최근 글로벌경영은 ICT 최신 기술과 융복합이 트렌드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신 기술은 무엇인지 학습하며, 이들이 경영과 융합되었을 때

의 미래모습에 대해 함께 탐구해본다.

S071850, 글로벌정책이해 (Global Policy), 3-3-0

글로벌 비즈니스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학습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S042610, 국제금융의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Finance), 3-3-0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 꼭 필요한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며, 국제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해 향후 비즈니스 업무 진행이 가능한 지식을 습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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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융합학과 ■

1) 개 황

경일대학교 스포츠융합학과는 2010년 스포츠학부로 개설되어, 2011년 스포츠경영

학과, 2012년 스포츠학과로 변화하면서 스포츠산업 분야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특성화 하였으며, 2022년부터 지금의 스포츠융합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였다. 스포츠융합학과는 스포츠경영과 스포츠코칭분야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

포츠산업 전문인역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융합학과는 기존의 스포츠 특정 세부영역이 아닌 다양한 영역간의 통

섭과 학제간 소통을 최우선 교육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재학생들이 이를 통해 스포

츠학 전반의 다양한 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전임교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포츠융합학과는 각 분야 최고의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고, 유학 및 대학원 진학, 국가자격증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

득, 각 종 공모전 참여를 위한 special program들과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

며, 스포츠산업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

다. 이를 통해 ICT기술 및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융복합스포츠산업의 경영 전문가,

ICT 융복합 스포츠(생활체육)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

는 학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교육 목표

스포츠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시설관리자, 운동처방사, 엘

리트 스포츠팀 지도자, 노인체육지도자, 유소년스포츠지도자, 특수체육지도자, 학교체육

지도자, 청소년지도자등의 자격증 취득과 국내 굴지의 피트니스센터에서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강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스포츠 ICT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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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 스포츠분야의 핵심 국가공인 자격증인 생활 및 전분 스포츠지도사 등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강화

• 전문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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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융복합 기술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Special Program과 전공 동아리 운영 등

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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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S053761,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Ⅰ(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Ⅰ),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기초 경영학 입문 과목으로 경영의 주체로서

다루는 기업, 조직, 경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경영의 계획, 실행, 통제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과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092290, 구급법및응급처치(First Aid), 1-0-2

체육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및 스포츠손상과 그 예방에 대해 배운다.

A092280, 스포츠코칭론(Coaching of Sports), 3-3-0

스포츠에서 코칭이란 선수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의

미한다. 따라서 스포츠지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S053762,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Ⅱ(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Ⅱ),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경영학 심화 과목으로 시장의 작동원리 및 기

업의 행동 구조 이해를 통해 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의 세부분야를

학습한다.

A092350, 스포츠맨탈코칭(Sports Mental Coaching), 2-2-0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신체적인 훈련 및 코칭 외에도 정신적인 수양과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본 교과목을 통해 보다 좋은 경기력과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도움 되는 맨탈 코칭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S044710, 스포츠산업론(Introduction to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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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92920, 생활스포츠지도법(Life Sports Coaching Method), 1-0-2

현대스포츠에서는 전문선수들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 외에 생활스포츠에 대한 관심

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생활스포츠의 활성화는 올바른 지도법을 통해 이루어

지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

은 생활스포츠 지도에 대해 심화학습 한다.

S044650, 스포츠경영학(Sports Management), 2-2-0

스포츠 경영학은 스포츠와 관련된 상품이나 컨텐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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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계획, 지휘, 통제 기능과 스포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과

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 상황 등에 대하여 이해하는

학문이다.

A090980, 스포츠사회학(Sociology of Sports), 2-2-0

스포츠상황은 작은 사회라고 불려질 만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스포츠사회학은 이러한 스포츠 속에서 혹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적 현

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스포츠사회학의 목적이다.

H030900,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2-2-0

스포츠심리학은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 예언하며 통제하는 과학

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의 원리와 기술을 제공하려는 학

문이다. 성격, 동기, 불안 등 개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

인이 스포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여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탐색한다.

A091030, 스포츠역학(Sports Mechanics), 2-2-0

스포츠역학은 인간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힘, 속도, 가속도 등을

분석하며, 움직임 관련 내력, 외력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스포츠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

다.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수행 및 신체활동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S044780, 스포츠정보론(Sports Information), 2-2-0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분석, 활용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므로 경영자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 관련 각

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식을 습득한다.

A092880, 퍼스널트레이닝(Personal Training), 1-0-2

본 수업은 개인별 신체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

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운동능력과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트레이너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운동프

로그램을 제공, 지도하며 개개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A092890, 전문스포츠지도법(Teaching Method for Elite Sports),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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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스포츠 전공자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다양한 코칭법과 실기 기능을 학습한다.

S044680, 스포츠마케팅(Sport Marketing), 2-2-0

마케팅 및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 정의,

스포츠 분야의 마케팅 근시의 극복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에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를 강의한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의 마케팅(marketing of sports)에 대해서 중점

적으로 고찰한다.

A092110, 스포츠윤리및체육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Ethics), 2-2-0

본 교과목은 인간의 운동문화, 즉 스포츠 및 체육의 역사 지식에 대해 알아보는 과

목이다. 스포츠, 체육사의 이론적 배경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스포츠 및 체육 관

련 용어에 대한 어원적 유래와 개념과 관련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

이다. 또한 세계의 스포츠와 체육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094710, 스포츠생리학(Exercise Physiology), 2-2-0

운동생리학은 운동을 통한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 에너지학, 운동 시 대사작용, 운동 중 내분비

계의 기능, 일, 파워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법, 운동 중 근신경 기능, 운동에 반응하

는 심폐계, 체온조절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한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다룬다.

A094780, 스포츠ICT(Sports ICT), 2-2-0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 스포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

적·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징, ICT 기술의 이해, ICT가

접목된 다양한 스포츠 산업 및 제품들의 실제 사례들을 탐색하고, 창의적인 제품

개발과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A092930, 경기운영의이해(Understanding of Game Management), 2-2-0

스포츠경기는 하나의 연속된 컨시퀀스로 이루어지며, 스포츠경기에서 좋은 퍼포먼

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능력이 필수적이다. 본 과목은 여

러 종목에서 이루어지는 선수들의 최적화된 운영능력에 대해 학습한다.

A091360, 스포츠시장트랜드분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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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92950, 심판실무(Referee Practice),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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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에서 심판은 경기의 승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스포츠참가자의 흥미와 스

포츠에 대한 애착도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공정한 판정과 경기운영을 위해서

는 심판의 실무 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본 교과에서는 심판 실무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한다.

E021590, 수상인명구조(Life Guard), 1-0-2

물속에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한다.

E020170, 스포츠마사지와테이핑(Sports Massage & Tapping), 1-0-2

스포츠마사지와 테이핑은 운동 상해 및 부상으로부터 일차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본 수업에서는 근육과 골격에 대한 기초적인 해부학적인 지식의 습득과

스포츠 마사지와 키네시오 테이핑에 대한 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A094540, 스포츠스폰서십(Sports Sponsorship), 2-2-0

스폰서십 수익은 중계권 수익, 입장권 수익과 함께 프로스포츠 산업에 대표적인 수

익 창출 방식이다. 스포츠산업의 주체들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향상된 스폰서를 확

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스포츠이벤트의 성패와도 직결된다. 본 수업에서

는 스폰서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학습한다.

H030440, 스포츠에이전트(Agent of Sport), 2-2-0

스포츠에이전트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위한 기획

및 절차를 조직하여 조정 관리한다. 시합이나 경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훈련과

정을 설계하기도 하며 스포츠 관련 회사와 소속선수를 연결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이다.

A092900, 선수트레이닝이론과실제(Athletic Training Theory), 3-3-0

선수의 부상과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방법에 대한 이론적 영역과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A092910, 스포츠융합현장분석(Sports Convergence Field Analysis), 2-2-0

스포츠현장분석을 위한 기초적 방법을 이해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절차

를 이해하는데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스포츠현장에서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

해하고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스포츠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스포츠현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A092390, 스포츠기록분석(Sports Data Analytics),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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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현장에서는 다양한 기록들이 경기 중이나 경기 후에 발생한다. 스포츠 기록

은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며,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본 과목은 스포츠현장에서

생성되는 기록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및 해석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2-2-0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산업 현장이나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

며, 캡스톤디자인Ⅱ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룬다.

E021820, 스포츠교육학(Sports Pedagogy), 2-2-0

스포츠교육관련 지식의 이해,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전문

성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학습함으로써, 스포츠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A094550, 스포츠협상론(Sports Negotiation), 2-2-0

스포츠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와 소통은 필수요소이며, 각 주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상의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기 마련이다. 본 과목은 효과적인 협상 방법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A092360, 스포츠컨디셔닝(Sports Conditioning), 3-3-0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전문선수를 비롯한 참가자의 컨디션은 경기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몸과 정신의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S044750, 스포츠이벤트기획론(Sport Event Planning), 2-2-0

스포츠마케팅은 이벤트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Olympic)이나

월드컵(World Cap)등도 하나의 이벤트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이벤트를 하려고 할

경우 그 이벤트에 대한 기획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

를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는 과정이다.

A092960, 응용스포츠지도법(Applied Sports Instruction Method), 1-0-2

본 과정은 스포츠지도법에 대한 고급 과목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지도자가 교습자

를 어떻게 강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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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2400, GX트레이닝(GX Training), 1-0-2

그룹을 이루어 하는 다양한 운동과 최신 트레이닝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2-0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현업에서 수행하는 실무의 내용과 요

구기술을 현업에 종사하는 멘토를 통해 파악하고, 그 중 실무/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한 가지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교과목이다.

A092450, 노인체육론(Principle of Gerokinesiology), 2-2-0

본 수업은 노인체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

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노화, 노인 운동의 효과,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 노인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 노인을 위한 운동지도에 대

한 개념과 이해를 학습한다.

A092640, 스포츠창업및시설경영(Sport Start-up&Managing Facilities), 2-2-0

스포츠 기업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창업 후 경영 관리에 필요한 다

양한 노하우를 학습함으로써 창업 및 경영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지리적, 물리적 조건을 갖추어 스포츠 활동에 제공되는 장소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스포츠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이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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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스포츠학부 엘리트육성전공 ■

1) 개 황

경일대학교 스포츠학과는 2010년 스포츠학부로 개설되어, 2011년 스포츠경영학과,

2012년 스포츠학과로 변화하면서 스포츠산업 분야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빠르게 특성화 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스포츠의학과 스포츠경영 분

야를 중점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2022년에

는 단과대학인 스포츠대학으로 격상되어 6개의 학부(과) 및 전공으로 분리되었으며,

전문스포츠학부 엘리트육성전공은 전문 엘리트스포츠인을 양성하고자 새로 개설되

었다.

현재 KIU스포츠단 내의 야구부, 축구부, 태권도부, 컬링부, 배구부, 수영부 등 6개

운동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엘리트스포츠 인들이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스포

츠인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전공지식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전문스포츠학부 엘리트육성전공은 최고의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고,

프로 및 실업팀 진출, 유학 및 대학원 진학, 국가자격증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각 종 공모전 참여를 위한 special program들과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

포츠산업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스포츠현장의 엘리트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학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학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교육 목표

스포츠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시설관리자, 운동처방사, 엘

리트 스포츠팀 지도자, 노인체육지도자, 유소년스포츠지도자, 특수체육지도자, 학교체육

지도자, 청소년지도자등의 자격증 취득과 국내외 프로/실업팀, 대형 피트니스센터에서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강화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전문 엘리트스포츠

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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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 스포츠분야의 핵심 국가공인 자격증인 생활 및 전분 스포츠지도사 등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강화

• 전문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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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3761,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Ⅰ(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Ⅰ),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기초 경영학 입문 과목으로 경영의 주체로서

다루는 기업, 조직, 경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경영의 계획, 실행, 통제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과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092290, 구급법및응급처치(First Aid), 1-0-2

체육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및 스포츠손상과 그 예방에 대해 배운다.

A092280, 스포츠코칭론(Coaching of Sports), 3-3-0

스포츠에서 코칭이란 선수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의

미한다. 따라서 스포츠지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S053762,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Ⅱ(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Ⅱ),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경영학 심화 과목으로 시장의 작동원리 및 기

업의 행동 구조 이해를 통해 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의 세부분야를

학습한다.

A092630, 심리적기술훈련(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3-3-0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자기 조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선수들에게 도

움을 주는 훈련 과정을 학습한다.

A092970, 경기분석및운영법(Performance Analysis of Sports), 3-2-2

스포츠 경기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경기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양한 운영방법들

에 대해 실제적으로 학습한다.

A092980, 프로스포츠의이해(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Sports), 3-3-0

프로스포츠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작동원리, 인적 구성 등을 복합적으로 학습

한다.

S044650, 스포츠경영학(Sports Management), 2-2-0

스포츠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스포츠 산업 트렌드의 숙지와 이

해가 요구된다. 국내외 스포츠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동시에 글로벌 스포츠 산업

전략과 트렌드를 분야별로 살펴보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세계적

인 추세를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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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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속에서 혹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적 현

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스포츠사회학의 목적이다.

H030900,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2-2-0

스포츠심리학은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 예언하며 통제하는 과학

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의 원리와 기술을 제공하려는 학

문이다. 성격, 동기, 불안 등 개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

인이 스포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여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탐색한다.

A091030, 스포츠역학(Sports Mechanics), 2-2-0

스포츠역학은 인간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힘, 속도, 가속도 등을

분석하며, 움직임 관련 내력, 외력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스포츠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

다.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수행 및 신체활동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A092990, 심판메커닉(Referee Mechanics), 2-1-2

스포츠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심판의 역할과 기능, 심판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

제를 학습한다.

A093000, 기능성트레이닝(Functional Training), 2-1-2

신체의 주요한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 법을 학습하고 신체의 작동원리에 대

해 구체적으로 익힌다.

A093011, 엘리트스포츠전공실기Ⅰ(Major Practice of Elite SportsⅠ), 1-0-2

엘리트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실기 입문 과목으로 주요 실기과목의 기초기능과 규

칙, 시설과 용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S044680, 스포츠마케팅(Sport Marketing), 2-2-0

마케팅 및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 정의,

스포츠 분야의 마케팅 근시의 극복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에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를 강의한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의 마케팅(marketing of sports)에 대해서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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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찰한다.

A092110, 스포츠윤리및체육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Ethics), 2-2-0

본 교과목은 인간의 운동문화, 즉 스포츠 및 체육의 역사 지식에 대해 알아보는 과

목이다. 스포츠, 체육사의 이론적 배경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스포츠 및 체육 관

련 용어에 대한 어원적 유래와 개념과 관련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

이다. 또한 세계의 스포츠와 체육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094710, 스포츠생리학(Exercise Physiology), 2-2-0

운동생리학은 운동을 통한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 에너지학, 운동 시 대사작용, 운동 중 내분비

계의 기능, 일, 파워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법, 운동 중 근신경 기능, 운동에 반응하

는 심폐계, 체온조절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한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다룬다.

A092360, 스포츠컨디셔닝(Sports Conditioning), 3-3-0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전문선수를 비롯한 참가자의 컨디션은 경기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몸과 정신의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A093040, 지역스포츠개발설계(Development Design of Regional Sports), 3-3-0

지역사회의 스포츠와 관련한 현안 파악을 통해 스포츠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에 적합한 스포츠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과목이다.

A092400, GX트레이닝(GX Training), 2-1-2

그룹을 이루어 하는 다양한 운동과 최신 트레이닝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E021590, 수상인명구조(Life Guard), 1-0-2

물속에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A092800, 스포츠측정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port), 2-2-0

사람의 신체적 요소, 체력 요소들에 대한 정의 및 각각의 체력요소를 측정하는 방

법과 그것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교과목이다.

A093020, 전문스포츠교육과정(Elite Sports Curriculum), 2-2-0

엘리트스포츠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필요한 이론과 지식, 교

수학습, 교육공학, 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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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3012, 엘리트스포츠전공실기Ⅱ(Major Practice of Elite SportsⅡ), 1-0-2

엘리트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실기 응용 과목으로 주요 실기과목의 심화기능과 응

용기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A093030, 유소년스포츠지도법(Teaching Method for Youth Sports), 1-0-2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지도할 때 필요한 기초지식과 지도법 등에 대해 실

제적으로 학습한다.

A092790, 스포츠지도사전문실기(Teaching Method for Elite Sports), 1-0-2

스포츠분야의 국가자격증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스포츠 실

기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지식을 학습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2-2-0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산업 현장이나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

며, 캡스톤디자인Ⅱ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룬다.

E021820, 스포츠교육학(Sports Pedagogy), 2-2-0

스포츠교육관련 지식의 이해,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전문

성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학습함으로써, 스포츠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A092590, 선수트레이닝(AT)이론과실제(Athletic Training Theory), 3-3-0

선수의 부상과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방법에 대한 이론적 영역과 실천에 대한

교과목이다.

A092370, 크로스핏트레이닝(Crossfit Training), 2-1-2

육상, 체조, 역도 등이 혼합된 최신 트레이닝 기법인 크로스핏에 대해 기초부터 심

화기능까지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A092890, 전문스포츠지도법(Teaching Method for Elite Sports), 1-0-2

전문스포츠 전공자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다양한 코칭법과 실기 기능을 학습한다.

A092390, 스포츠기록분석(Analysis of Sports Records), 2-2-0

스포츠 현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기록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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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2-0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현업에서 수행하는 실무의 내용과 요

구기술을 현업에 종사하는 멘토를 통해 파악하고, 그 중 실무/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한 가지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교과목이다.

A092450, 노인체육론(Principle of Gerokinesiology), 2-2-0

본 수업은 노인체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

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노화, 노인 운동의 효과,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 노인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 노인을 위한 운동지도에 대

한 개념과 이해를 학습한다.

A092640, 스포츠창업및시설경영(Sport Entrepreneurship & Sport Facility

Management),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산업에서의 창업 생태계 및 창업 트렌드에 대해 학습하고, 스

포츠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현황, 정책, 사례 등을 통해 스포츠시설경영의 전

반적인 이해를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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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스포츠학부 축구학과 ■

1) 개 황

경일대학교 축구학과는 2022년 처음 개설된 학과로 전문스포츠학부 내 축구학과

로 개설되었다. 스마트 신(信, 新, 伸) 인재 양성이라는 경일대학교의 교육이념을 따

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축구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

표를 가지고 있다.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에 부합하고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

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구비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측면에 있어 최고의 인프

라를 구축하였다. 우수한 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지역의

축구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목표

경일대학교 축구학과는 이론과 실기로 무장된 전문스포츠인 양성의 요람이라는

전문스포츠학부의 비전아래 스포츠인의 긍지와 열정, 사명을 다하는 스포츠 신인

재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인의 사명, 스포츠인의 긍지, 스포츠인의 열

정이라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스포츠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 교육

• 전문스포츠지도사자격 획득을 위한 역량 강화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3) 교육방침

•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축구 전문가 양성

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축구 전공 관련 자격증(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및 심판, 전문스포츠지도사) 취득을 위

한 교육 및 실습 강화

• 스포츠 지도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인턴십

강화

• 축구 전문지도 능력과 실기능력을 갖춘 축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축구 전문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Special Program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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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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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S053761,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Ⅰ(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Ⅰ),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기초 경영학 입문 과목으로 경영의 주체로서

다루는 기업, 조직, 경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경영의 계획, 실행, 통제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과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092290, 구급법및응급처치(First Aid), 1-0-2

체육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및 스포츠손상과 그 예방에 대해 배운다.

A092280, 스포츠코칭론(Coaching of Sports), 3-3-0

스포츠에서 코칭이란 선수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의

미한다. 따라서 스포츠지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A092460, 축구기초전략지도법, (Football foundation of strategy), 1-0-2

축구의 기초적인 전략 전술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학습하는 교과

S053762,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Ⅱ(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Ⅱ),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경영학 심화 과목으로 시장의 작동원리 및 기

업의 행동 구조 이해를 통해 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의 세부분야를

학습한다.

A092630, 심리적기술훈련(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3-3-0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자기 조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선수들에게 도

움을 주는 훈련 과정을 학습한다.

A092660, 축구디펜스전략의 실제, (Football offense of strategy), 2-1-2

축구에서 다양한 수비전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실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하는 교과

S044650, 스포츠경영학(Sports Management), 2-2-0

스포츠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스포츠 산업 트렌드의 숙지와 이

해가 요구된다. 국내외 스포츠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동시에 글로벌 스포츠 산업

전략과 트렌드를 분야별로 살펴보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세계적

인 추세를 이해하고자 한다.

A090980, 스포츠사회학(Sociology of Sports), 2-2-0

스포츠상황은 작은 사회라고 불려질 만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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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 스포츠사회학은 이러한 스포츠 속에서 혹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적 현

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스포츠사회학의 목적이다.

H030900,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2-2-0

스포츠심리학은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 예언하며 통제하는 과학

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의 원리와 기술을 제공하려는 학

문이다. 성격, 동기, 불안 등 개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

인이 스포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여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탐색한다.

A091030, 스포츠역학(Sports Mechanics), 2-2-0

스포츠역학은 인간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힘, 속도, 가속도 등을

분석하며, 움직임 관련 내력, 외력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스포츠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

다.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수행 및 신체활동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A092670, 축구오펜스전략의 실제, (Football offense of strategy), 2-1-2

축구에서 다양한 공격전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실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하는 교과

A092680, 국제화전력과 축구, (Intrnational strategy of football), 2-2-0

국제적 스포츠 종목으로서의 축구에 대한 이해 및 국제심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

S044680, 스포츠마케팅(Sport Marketing), 2-2-0

마케팅 및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 정의,

스포츠 분야의 마케팅 근시의 극복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에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를 강의한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의 마케팅(marketing of sports)에 대해서 중점

적으로 고찰한다.

A092110, 스포츠윤리및체육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Ethics), 2-2-0

본 교과목은 인간의 운동문화, 즉 스포츠 및 체육의 역사 지식에 대해 알아보는 과

목이다. 스포츠, 체육사의 이론적 배경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스포츠 및 체육 관

련 용어에 대한 어원적 유래와 개념과 관련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

이다. 또한 세계의 스포츠와 체육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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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4710, 스포츠생리학(Exercise Physiology), 2-2-0

운동생리학은 운동을 통한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 에너지학, 운동 시 대사작용, 운동 중 내분비

계의 기능, 일, 파워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법, 운동 중 근신경 기능, 운동에 반응하

는 심폐계, 체온조절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한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다룬다.

A092690, 축구포메이션전략 지도법, (football formation), 2-1-2

축구에서 다양한 포메이션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실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하는 교과

A092360, 스포츠컨디셔닝(Sports Conditioning), 3-3-0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전문선수를 비롯한 참가자의 컨디션은 경기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몸과 정신의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021590, 수상인명구조(Life Guard), 1-0-2

물속에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A092800, 스포츠측정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port), 2-2-0

사람의 신체적 요소, 체력 요소들에 대한 정의 및 각각의 체력요소를 측정하는 방

법과 그것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한 교과목이다.

A092700, 축구경기운영의 실제, (game operation of football), 1-0-2

실제 축구경기가 어떻게 운영되며 그것의 효과적 운영방법에 대한 교과

A092770, 피지컬트레이닝지도법, (physical training guidance), 2-1-2

신체적 발달, 특히 축구 종목에서 신체적 발달 및 경기 준비를 위한 트레이닝과 관

련한 교과

A092710, 유소년축구지도법, (football guidance for junior), 2-1-2

유소년들에게 축구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관한 교과, 유소년들의 성장 및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

A092720, 축구경기규칙 및 심판법, (football rules and judge), 2-1-2

축구 경기에 적용되는 여러 규칙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심판법에 관해 습득하는 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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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2790, 스포츠지도사전문실기(Teaching Method for Elite Sports), 1-0-2

스포츠분야의 국가자격증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스포츠 실

기 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지식을 학습한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2-2-0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산업 현장이나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

며, 캡스톤디자인Ⅱ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룬다.

A092590, 선수트레이닝(AT)이론과실제(Athletic Training Theory), 3-3-0

선수의 부상과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방법에 대한 이론적 영역과 실천에 대한

교과목이다.

A092780, 코디네이션프로그램지도법, (coordination program), 2-1-2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복합적으로 행함으로 인해 부상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체훈련프로그램에 관한 교과

A092730, 축구팀빌딩전략법, ( strategy of football team building), 1-0-2

팀원들 중 포지션 별 역량에 가잘 적합한 선수를 고르는 방법에 관한 교과

E021820, 스포츠교육학(Sports Pedagogy), 2-2-0

스포츠교육관련 지식의 이해,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전문

성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학습함으로써, 스포츠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A092740, 축구데이터및영상분석법, (image & data analysis for football), 3-2-2

축구경기 및 훈련 영상 및 첨단장비를 활용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이것을 분석하

는 방법에 대한 교과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2-0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현업에서 수행하는 실무의 내용과 요

구기술을 현업에 종사하는 멘토를 통해 파악하고, 그 중 실무/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한 가지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교과목이다.

A092750, 주기화훈련프로그램지도법, (Periodization tranning program), 2-1-2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355

시합준비 과정에서 실제 시합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훈련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 구

체적으로 배우는 교과

A092450, 노인체육론(Principle of Gerokinesiology), 2-2-0

본 수업은 노인체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

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노화, 노인 운동의 효과,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 노인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 노인을 위한 운동지도에 대

한 개념과 이해를 학습한다.

A092640, 스포츠창업및시설경영(Sport Entrepreneurship & Sport Facility

Management),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산업에서의 창업 생태계 및 창업 트렌드에 대해 학습하고, 스

포츠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현황, 정책, 사례 등을 통해 스포츠시설경영의 전

반적인 이해를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A092760, 축구클럽현장실습, (industry field training of football club), 1-0-2

축구클럽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교과

■ 전문스포츠학부 태권도학과 ■

1) 개 황

경일대학교 태권도도학과는 2022년 처음 개설된 학과로 전문스포츠학부 내 태권

도과로 개설되었다. 스마트 신(信, 新, 伸) 인재 양성이라는 경일대학교의 교육이념

을 따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태권도전문지도자 양

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적 소양을 갖춘 태권도의 지

도자 양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경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

하여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구비하였으며 현대와 전통의 수련법을 조화시키는 태권

도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원융무애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승하는 태권도학

과로서의 정체성에 기여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설, 지도자, 프로그램 측면에 있어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우수한 시설과 지

도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명실상부한 지역의 태권도전문지도자 양성기관으로 거

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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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목표

• 소통하는 태권도인 :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인격인 양성

• 창조적인 태권도인 : 태권도 전문지식과 진취적인 역량을 갖춘 태권도 지도자 양

성

• 진취적인 태권도인 : 글로벌 능력을 갖춘 지역밀착형 실무전문가 양성

3) 교육방침

인재양성 유형 구분 내용

태권도전문지도자

(감독/코치)

지식 - 엘리트체육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방법 및 평에 대한 지식,

-태권도 프로그램 실천 및 평가기술, 의사소통 기술, 부모 및 전문

가 참여 기술, 창의성, 융통성

-태권도 교육에 대한 소명감, 직업윤리, 전문성 함양의 노력, 엘리

트 체육 변화에 대한 감수성, 직업윤리

기술

태도

실업팀선수, 시범단 공연자

지식 - 자기관리의 노력, 태권도 전문기술에 대한 지식, 스포츠미디어

및 언론노출 대한 지식, 공감나눔적 기술, 팬들과의 소통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영상장비 분석 기술, 직업윤리, 스포츠경기업 전

문성 함양의 노력

기술

태도

태권도심판 ,국제전파사범

지식 - 태권도 경기룰 지식, 경기운영에 대한 지식, 경기평가에 대한 지

식

- 태권도 프로그램 구성기술, 프로그램 실천 및 평가기술, 의사소

통 기술, 부모 및 전문가 참여 기술, 창의성, 융통성, 교재교구의

제작 및 활용 기술, 태권도심판 및 교육에 대한 소명감, 직업윤

리, 전문성 함양의 노력, 사회변화에 대한 감수성

기술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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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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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S053761,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Ⅰ(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Ⅰ),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기초 경영학 입문 과목으로 경영의 주체로서

다루는 기업, 조직, 경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경영의 계획, 실행, 통제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과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092290, 구급법및응급처치(First Aid), 1-0-2

체육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및 스포츠손상과 그 예방에 대해 배운다.

A092280, 스포츠코칭론(Coaching of Sports), 3-3-0

스포츠에서 코칭이란 선수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행위를 의

미한다. 따라서 스포츠지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는 과목이다.

A092470, 태권도개론, (Introduction to Taekwondo intro), 3-3-0

태권도는 그 어느 무예 종목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 세계화에 성공하여 명실공인 세

계적인 무예종목으로 성장, 발달하였다. 세계문화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문화

유산의 하나인 태권도의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매력을 재정립한다.

A092480, 태권도기본기술법, (Basic Taekwondo skills), 1-0-2

태권도 경기에서의 전문 기본기술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있다.

S053762,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Ⅱ(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Ⅱ),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경영학 심화 과목으로 시장의 작동원리 및 기

업의 행동 구조 이해를 통해 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의 세부분야를

학습한다.

A092630, 심리적기술훈련(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3-3-0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자기 조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선수들에게 도

움을 주는 훈련 과정을 학습한다.

A092490, 태권도사, (Taekwondo History), 3-3-0

태권도사의 형성과정에서 전통주의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요구에 대응하고, 초창기 태권도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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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전통주의를 통하여 당시의 역

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092500, 태권도전문지도법, (Taekwondo Professional guidance), 2-1-2

태권도경기 기술을 습득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지도자로서 태권도경기와 코칭

능력 및 스포츠 코칭의 포인트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S044650, 스포츠경영학(Sports Management), 2-2-0

스포츠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스포츠 산업 트렌드의 숙지와 이

해가 요구된다. 국내외 스포츠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동시에 글로벌 스포츠 산업

전략과 트렌드를 분야별로 살펴보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세계적

인 추세를 이해하고자 한다.

A090980, 스포츠사회학(Sociology of Sports), 2-2-0

스포츠상황은 작은 사회라고 불려질 만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스포츠사회학은 이러한 스포츠 속에서 혹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적 현

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스포츠사회학의 목적이다.

H030900,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2-2-0

스포츠심리학은 스포츠 장면에서의 인간행동을 분석, 이해, 예언하며 통제하는 과학

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의 원리와 기술을 제공하려는 학

문이다. 성격, 동기, 불안 등 개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

인이 스포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여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방법을

탐색한다.

A091030, 스포츠역학(Sports Mechanics), 2-2-0

스포츠역학은 인간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힘, 속도, 가속도 등을

분석하며, 움직임 관련 내력, 외력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스포츠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

다.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운동수행 및 신체활동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A092510, 시범전공실기, (Taekwondo skills and game analysis), 1-0-2

태권도 동작을 기본으로 한 바탕에서 타 무술의 여러 가지 기본 동작을 결합하여

음악과 함께 배우는 운동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재미있게 즐기며 유 무산소 운동에

도움이 된다. 태권도 품새, 겨루기, 격파를 중심으로 태권도 시범을 구성하고 실기

로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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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2520, 태권도기술및경기분석, (Taekwondo skills and game analysis), 2-2-0

태권도기술 및 다양한 경기분석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실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S044680, 스포츠마케팅(Sport Marketing), 2-2-0

마케팅 및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 정의,

스포츠 분야의 마케팅 근시의 극복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에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를 강의한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의 마케팅(marketing of sports)에 대해서 중점

적으로 고찰한다.

A092110, 스포츠윤리및체육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Ethics), 2-2-0

본 교과목은 인간의 운동문화, 즉 스포츠 및 체육의 역사 지식에 대해 알아보는 과

목이다. 스포츠, 체육사의 이론적 배경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스포츠 및 체육 관

련 용어에 대한 어원적 유래와 개념과 관련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

이다. 또한 세계의 스포츠와 체육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094710, 스포츠생리학(Exercise Physiology), 2-2-0

운동생리학은 운동을 통한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 에너지학, 운동 시 대사작용, 운동 중 내분비

계의 기능, 일, 파워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법, 운동 중 근신경 기능, 운동에 반응하

는 심폐계, 체온조절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한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다룬다.

A092360, 스포츠컨디셔닝(Sports Conditioning), 3-3-0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전문선수를 비롯한 참가자의 컨디션은 경기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몸과 정신의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A092540, 태권도지도프로그램개발, (Taekwondo guidance program development),

2-2-0

태권도 지도자 및 수행자의 체력적, 심리적, 기술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관리하여 운

동 유지 및 운동 효과 향상을 연구위한 교과목이다.

A092530, 겨루기전공실기, (Taekwondo major practical skills), 1-0-2

겨루기는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스포츠태권도, 경기스포츠로 과학화 체계화

국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겨루기 기술을 위한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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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1590, 수상인명구조(Life Guard), 1-0-2

물속에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교과목이다.

A092550, 태권도경기운영의이론과실제, (Taekwondo competition theory and

reality), 2-1-2

종목별 태권도 경기운영 중 돌발 상황 시 대처능력 및 문제해결 위한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A092560, 품새지도법, (Poomsae Tining method), 1-0-2

손동작으로 공격과 방어의 동작을 연결 수련함으로서 동작의 응용능력을 배양하고

기본동작을 기초로 품새의 유형과 연성을 지도위한 교과목이다.

A092570, 시범지도법, (Demonstration Tining method.), 1-0-2

태권도의 모든 기술들을 예술적 작업으로 승화시켜 신체적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하게 하여 관중들에게서 태권도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과목

이다.

A092580, 품새전공실기, (Poomsae Tining method), 1-0-2

공격과 방어의 동작을 연결 수련함으로서 동작의 응용능력을 배양하고 품새기술 습

득을 위한 교과목이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2-2-0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산업 현장이나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

며, 캡스톤디자인Ⅱ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룬다.

A092590, 선수트레이닝(AT)이론과실제(Athletic Training Theory), 3-3-0

선수의 부상과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방법에 대한 이론적 영역과 실천에 대한

교과목이다.

A092600, 겨루기지도법, (football guidance for junior), 1-0-2

겨루기는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스포츠태권도, 경기스포츠로 과학화 체계화

국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겨루기 지도 수업에 대한 교과목이다.

A092610, 올림픽태권도경기의이해, (football rules and judge), 3-3-0

올림픽 태권도경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경기스포츠로 과학화 체계화 국제화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및 발전 과정을 모색하는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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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21820, 스포츠교육학(Sports Pedagogy), 2-2-0

스포츠교육관련 지식의 이해,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전문

성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학습함으로써, 스포츠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A092620, 마샬아츠트릭킹, (Marshall Art Trickking), 1-0-2

무술의 발차기, 기계체조의 공중돌기와 비틀기, 다양한 무용동작과 브레이킹 댄스의

표현자세 등이 결합되고 응용한 동작으로 구성된 교과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2-0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현업에서 수행하는 실무의 내용과 요

구기술을 현업에 종사하는 멘토를 통해 파악하고, 그 중 실무/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한 가지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교과목이다.

A092450, 노인체육론(Principle of Gerokinesiology), 2-2-0

본 수업은 노인체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

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노화, 노인 운동의 효과,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 노인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 노인을 위한 운동지도에 대

한 개념과 이해를 학습한다.

A092640, 스포츠창업및시설경영(Sport Entrepreneurship & Sport Facility

Management),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산업에서의 창업 생태계 및 창업 트렌드에 대해 학습하고, 스

포츠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현황, 정책, 사례 등을 통해 스포츠시설경영의 전

반적인 이해를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A092650, 유소년태권도지도법, (Taekwondo guidance for junior), 3-3-0

유소년들에게 태권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관한 교과, 유소년들의 성장 및 발

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 스포츠재활의학과 ■

1) 개 황

경일대학교 스포츠재활의학과는 2010년 스포츠학부로 개설되어 2011년 스포츠경

영학과, 2012년 스포츠학과, 2021년 스포츠학부에서 2022년 스포츠재활의학과로 스

포츠 분야의 변화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특성화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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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스포츠재활의학과 스포츠경영학 분야를 중점으로 교육과

정을 운영하여 스포츠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시장의 확장과 발전은 가장 주목되는 변

화 중 하나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역설로 건강, 웰니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스포츠재활의학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스포츠재활의학 분야의 변화 및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는 실무 능력을 겸비한 스포츠재활의학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

는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22년 현재 스포츠재활의학과는 최고의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고, 유학 및 대학원

진학, 국가자격증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각종 공모전 참여를 위한 special

program들과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현장 실

습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ICT기술 및 스포츠과학을 활용

한 건강운동관리, 스포츠재활, 선수 트레이닝 분야의 실무 능력을 겸비한 스포츠재

활의학 전문가와 ICT 융복합 스포츠(생활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학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교육 목표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사, 선수트레이너,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

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응급처치 강사, 라이프가드 자격증 취득과 현장실

습, 산학협력 강화를 통하여 실무 능력을 겸비한 스포츠재활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을 교육 목표로 한다.

• 인격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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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능력을 겸비한 스포츠재활의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 스포츠재활의학의 핵심 국가자격증인 건강운동관리사 등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강화

• 스포츠재활의학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강화

• 스포츠재활의학 역량 및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special program과 전공 동아리

운영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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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S053761,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Ⅰ(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Ⅰ),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기초 경영학 입문 과목으로 경영의 주체로서

다루는 기업, 조직, 경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경영의 계획, 실행, 통제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과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092290, 구급법및응급처치(First Aid), 1-0-2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보

호하기 위해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지침에 근간한 심폐소생술과 다양

한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다.

A094640, 스포츠재활의학개론(Introduction to Sports Rehabilitation Medicine),

2-2-0

부상 예방, 부상 인식 및 평가, 응급 처치, 스포츠 재활, 스포츠재활 프로그램 관리,

건강 문제에 관한 운동선수 상담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재활의학 분야를 학습한다.

A094650, 건강교육론(Health Education), 2-2-0

본 교과목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균형을 이루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강에 대한 교육 과정을

학습한다.

S053762,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Ⅱ(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Ⅱ),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경영학 심화 과목으로 시장의 작동원리 및 기

업의 행동 구조 이해를 통해 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의 세부분야를

학습한다.

A092380, 선수트레이닝이론과실제(Athletic Training), 3-3-0

선수의 부상 회복 과정과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방법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실

무 능력을 함양한다.

E020170, 스포츠마사지와테이핑(Sports Massage & Tapping), 2-2-0

스포츠마사지와 테이핑은 선수들의 운동 상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근골격계 질

환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수업에서는 근육과 골격에 대한

기초적인 해부학적인 지식의 습득과 스포츠 마사지와 테이핑에 대한 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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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0980, 스포츠사회학(Sociology of Sports), 2-2-0

본 수업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S044650, 스포츠경영학(Sport Management), 2-2-0

스포츠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스포츠 산업 트렌드의 숙지와 이

해가 요구된다. 국내외 스포츠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동시에 글로벌 스포츠 산업

전략과 트렌드를 분야별로 살펴보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세계적

인 추세를 이해하고자 한다.

H030900,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2-2-0

본 수업에서는 성격, 동기, 불안 등 개인이 지닌 심리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

적 요인이 스포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여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심리적 요인을 학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A091030, 스포츠역학(Sports Biomechanics), 2-2-0

본 수업에서는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힘, 속도, 가속도 등을 분석하

며, 움직임 관련 내력, 외력을 분석하고, 스포츠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신체

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A092810, 스포츠손상학(Sports Injury), 3-3-0

본 교과목에서는 스포츠손상의 기전, 분석 방법 및 관리법에 대해 학습한다.

E020400, 기능해부학(Functional Anatomy), 2-2-0

본 수업에서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에 대해 학습한다.

A094500, 건강체력평가(Assessment of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2-2-0

본 수업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체력 관련 요인들을 이해하고,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수행되는 건강체력 관련 요인들의

평가 방법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둔다.

A094710, 스포츠생리학(Sports Physiology), 2-2-0

본 수업에서는 스포츠에 의한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에 대해 학습한다.

S044680, 스포츠마케팅(Sport Marketing), 2-2-0

현장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 관련 이론 및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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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에 적용해보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국내외 스포츠 마케팅 이슈, 사례,

트렌드 분석을 통해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도출한다.

A092110, 스포츠윤리및체육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Ethics),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윤리 및 체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과목으로 스포츠윤리의

중요성과 체육사의 이론적 배경을 학습한다.

A094510, 운동부하검사(Graded Exercise Testing), 2-2-0

본 수업에서는 신체활동을 하는 동안 심전도, 맥박, 혈압을 기록하는 운동부하검사

방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A094440, 기능적움직임및자세평가(Functional Movement & Postural Assessment),

2-2-0

본 수업에서는 움직임 제한, 비대칭성, 관절가동범위, 균형, 관절 및 근육의 안정성

을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잠재된 손상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A092880, 퍼스널트레이닝(Personal Training), 2-2-0

본 수업은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도하며 개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A092820, 스포츠손상평가(Evaluation of Sports Injury), 1-0-2

본 교과목에서는 스포츠 손상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세부사항에 대해 학습한

다.

E021590, 수상인명구조(Life Guard), 1-0-2

수상 및 수중에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한다.

E021190, 운동처방론(Exercise Prescription), 3-3-0

본 수업의 목표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체력증진 및 만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설계의 운동과학적 지식

을 학습하고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A092830, 장애인스포츠론(Sports in the Disabled), 2-2-0

본 강의에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

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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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0780, 트레이닝방법론(Training Methods), 2-2-0

본 수업에서는 운동과학적 이론과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인 및

운동선수의 신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설

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A092870, 부상예방트레이닝설계(Building Programs for Sports Injury Prevention),

1-0-2

본 교과목에서는 부상예방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단계 및 단계별 진행의 세부사항을

학습하고 부상예방 트레이닝 프로그램 설계 방법을 학습하는데 목표를 둔다.

A092840, 소도구스포츠재활(Sports Rehabilitation with Personal Exercise

Equipment), 1-0-2

본 교과목은 다양한 소도구를 이용하여 신체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 방법 및

지도 방법을 학습하는데 목표를 둔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signⅠ), 2-2-0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현장이나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실무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선정하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캡

스톤디자인Ⅱ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룬다.

E021820, 스포츠교육학(Sports Pedagogy), 2-2-0

본 수업은 스포츠 교육 관련 지식의 이해, 다양한 수준의 스포츠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평가 방

법 등을 학습하여 스포츠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S092200, 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 2-2-0

본 수업은 질병 또는 상해 시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기전 및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

하는 과정으로 병태생리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포손상, 순환장애, 신체 계통별 병

태생리를 학습한다.

N070080, 스포츠영양학(Sports Nutrition), 2-2-0

본 수업에서는 경기력 향상 및 경기 후 회복을 위한 최적의 영양 상태에 관한 스포

츠영양학적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A092850, 스포츠손상관리실습(Rehabilitation of Sports Injuries), 1-0-2

본 수업은 스포츠손상에 대한 체계적인 스포츠 재활트레이닝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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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실습하는 과정으로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부상 부위별 스포츠 재활

트레이닝 프로그램 설계법을 배우고, 스포츠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A092860, 스포츠재활프로그램개발(Development of Sports Rehabilitation Program),

1-0-2

본 교과목은 신체 상태를 평가한 후 근거기반의 스포츠재활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학습하는데 목표를 둔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2-2-0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실무 및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현직에 종사하는 멘토를 통해 파악하고, 실무 과제를 팀원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교과목이다.

A092450, 노인체육론(Principle of Gerokinesiology), 2-2-0

본 수업은 노인체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A092640, 스포츠창업및시설경영(Sport Entrepreneurship & Sport Facility

Management),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산업에서의 창업 생태계 및 창업 트렌드에 대해 학습하고, 스

포츠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현황, 정책, 사례 등을 통해 스포츠시설경영의 전

반적인 이해를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A092360, 스포츠컨디셔닝(Sports Conditioning), 2-2-0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전문선수를 비롯한 참가자의 컨디션은 경기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몸과 정신의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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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체육복지학과 ■

1) 개 황

최근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는 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노인체육복지학이라는 전공은 북미지역과 서구 선진

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학문영역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희소가치

가 매우 높은 전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체육학과 복지학을 융합한 혁신적인 시도

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자,

빠르게 변화하는 노인체육복지학과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증인 2급 사회복

지사 자격을 취득하며, 동시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전통적인 체육관련 학과들

에서 취득해왔던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

과 및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 과목을 이수하여 학생이 원하는 전문분야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

는 다원화된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노인체육복지학과에서는 이론학습 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연수, 연구팀활동, 공모

전, 자원봉사,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적 업무능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

합니다.

2) 교육목표

① 체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노인체육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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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서의 실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한다.

② 사회복지분야와 노인체육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융합적 사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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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92450, 노인체육론(Introduction to Gerokinesiology), 2-2-0

노인체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을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노화, 노인 운동의 효과, 노인 운동 프로그램

의 설계, 노인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 노인을 위한 운동지도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학습한다.

S0503060,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학의 기본적․원론적 주

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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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91370, 노인라켓스포츠지도법(Teaching Racket Sports for Older Adults), 1-0-2

게이트볼 등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라켓 스포츠의 기본지도법을 교육하며, 이를 통

해 노인 라켓 스포츠 지도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체득하게 한다.

S053761,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Ⅰ(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1),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기초 경영학 입문 과목으로 경영의 주체로서

다루는 기업, 조직, 경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경영의 계획, 실행, 통제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과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S092590, 노인건강교육(Health Education for Older Adults), 2-2-0

수명의 연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보건학과 위생학의 발전이다. 즉, 건강

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S051240,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3-3-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의 성장과 사회, 문화 등 사회·환경적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검토한다.

A091380, 노인구기스포츠지도법(Teaching Ball Games for Older Adults), 1-0-2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구기스포츠의 기본지도법을 교육하며,

이를 통해 노인 구기스포츠 지도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체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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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3762, 스포츠를위한경영학Ⅱ(Business Administration for Sports 2), 2-2-0

본 교과목은 스포츠 전공자들을 위한 경영학 심화 과목으로 시장의 작동원리 및 기

업의 행동 구조 이해를 통해 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학습한다.

S050200, 자원봉사론(Volunteerism), 3-3-0

사회복지 분야에서 직면하게 되는 인력관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자원

봉사자 및 직원들의 효과적인 훈련･교육･관리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방법들을

습득하고, 관련된 문제 상황들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생

들이 사회복지기관의 유능한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A090980, 스포츠사회학(Sociology of Sports), 2-2-0

스포츠상황은 작은 사회라고 불려질 만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스포츠사회학은 이러한 스포츠 속에서 혹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적 현

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스포츠사회학의 목적이다.

H030900,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3-3-0

스포츠와 운동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원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그 지식을 스포츠와 운동에 적용하는 운동과학의 하위영역이다.

A094690, 노인체육시설론(Sports facility for senior), 2-2-0

노인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내용의 교과목이다.

A094700, 노인체육측정평가(Evaluation Fitness for Older Adults), 2-2-0

본 교과목에서는 체육측정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일반적인 인체 계측, 체력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노인체력검사(SFT : Senior Fitness Test) 매뉴얼에

따른 체력 측정 방법을 익힌다.

A091870, 노인전문스포츠지도법(Teaching Special Senior Sports), 1-0-2

노인들이 즐겨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들에 대하여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학

습하고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이러

한 스포츠 종목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세부적인 지도방법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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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0030, 노인복지론(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3-3-0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심각한 저출산율과 맞물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를 살펴보고 노인들의 요구 및 욕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관련법과 제도, 정책을 살펴본다.

A092110, 스포츠윤리및체육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Ethics), 2-2-0

본 교과목은 인간의 운동문화, 즉 스포츠 및 체육의 역사 지식에 대해 알아보는 과

목이다. 스포츠, 체육사의 이론적 배경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스포츠 및 체육 관

련 용어에 대한 어원적 유래와 개념과 관련한 역사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

이다. 또한 세계의 스포츠와 체육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094710, 스포츠생리학(Sports Physiology), 2-2-0

스포츠생리학은 운동을 통한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생물학적 조절체계, 생체 에너지학, 운동 시 대사작용, 운동 중 내분

비계의 기능, 일, 파워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법, 운동 중 근신경 기능, 운동에 반응

하는 심폐계, 체온조절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한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다룬다.

S044680, 스포츠마케팅(Sports Marketing), 2-2-0

마케팅 및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스포츠 마케팅의 필요성, 정의,

스포츠 분야의 마케팅 근시의 극복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에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를 강의한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의 마케팅(marketing of sports)에 대해서 중점

적으로 고찰한다.

A094720, 노화와신체활동(Aging & Physical Activity), 2-2-0

본 교과는 신체활동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노인들에게 적절

한 신체활동을 구성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다.

A091440, 밸런스트레이닝지도법(Teaching for Balance), 2-2-0

노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 중 하나인 낙상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균형감각

을 최대한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에 대한 지도방법을 익히는

교과로서 학생들은 실습 위주의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A094740, 노화이론과스포츠(The theory of Aging & Sports), 3-3-0

인간의 노화에 대해 설명하는 노화이론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활동을

분석 및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본 교과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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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3770, 노인스포츠복지정책론(Sports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2-2-0

스포츠 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각국의 스포츠복지 정책을 이해하고, 스포츠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A091430, 노인트레이닝지도법(Coaching Training for Older Adults), 2-1-2

노인 트레이닝지도법은 노인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이루어져

야 하는 트레이닝 방법들에 대하여 배우는 교과목이다. 노인들에게 일반적인 운동

지도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A094750, 노인인지발달과신체활동(Senior Recognition Development and Physical

Activity), 1-0-2

노년기의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치매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인지발달과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들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과

이다.

A094760, 노인운동의상담과실제(Senior Exercise & Counseling), 2-2-0

본 교과는 노화에 따른 노인의 부적응적 심리현상을 이해하고 운동과 상담을 통한

중재 방법에 대해 학습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교과이다.

A094660, 노인신체활동프로그래밍(Senior Physical Activity Programing), 2-1-2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을 위한 운동 유형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에 대해 학습한다.

A094670, 노인체육복지현장분석(Field Analysis of sports welfare for the elderly),

3-3-0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체육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외

노인체육복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노

인체육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학습한다.

E021820, 스포츠교육학(Sports Pedagogy), 2-2-0

스포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상황에 대하여 교육학적 이론과 지식,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스포츠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루

고 있다. 교과 분석이나 교육과정, 교수법 등의 내용을 다루는 학문영역으로서 학생

들이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S090271,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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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과 관련한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창의적이며 종합적인 설계를 수행하고 실

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제수행을 실행하는 교과목이다.

A094680, 노인운동학습및제어(Motor Learning & Control for Senior), 2-2-0

노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학습과 운동제어에 관해 구체적으로 배우며 발달단계

와 노화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움직임이나 발달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교과

이다.

S09027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 2-0-2

본 교과목은 캡스톤디자인 Ⅰ의 연속된 과목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전공 또

는 직무분야의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수업이다. 이를 위해 졸업 작품 완성, 포트폴

리오 구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단계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팀별로 수업 및 지도가 실시된다.

S050290,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3-1-2

본 교과목은 동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실제 현장

실습, 그리고 실습 이후의 세미나를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각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플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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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정

책과 서비스 전달과정 등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기반으로 가족들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사정, 개입과정 및 개입방안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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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

1) 개황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고객맞춤형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면서 생

산성, 품질과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세계 스마트팩토리 시

장은 2016년 1,210억 달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술혁신에 대한 요구 등으로 연평균

9%로 급성장하면서 2020년 1,713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향후 스마트팩토리 전문

인력의 수요는 증가될 전망이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19학년도 3월에 스마트팩토

리융합학과는 신설되었다.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는 산업체 수요 기반의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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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트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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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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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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10070, 일반수학(Normal mathematics), 3-3-0

본 교과목은 최적화개론과 통계학개론 등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의 다른 교과목을 배우는 기

본 지식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집합, 함수, 행렬, 미분과 적분 등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110100, CAD(Computer Aided Design), 3-3-0

3차원 모델링과 디자인 엔지니어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써, 주로 Auto CAD의 사용법

과 활용을 통하여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078070, 로봇운전실무(Robot Driving Practice), 3-3-0

본 교과목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봇의 개요와 구조 및 동작원

리를 이해하고, 적용 프로그래밍 습득 및 숙련을 시키고자 한다. 또한 로봇적용 사례를 기반

으로 학생들의 산업현장 안목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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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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1800, 경영공학의이해(Introduction of Management Engineering), 3-3-0

경영공학은 여러 가지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주제로 이루어진 학문이며, 산업현장에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의 학생들 대상으로 경영공

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경영공학적 지식을 학습하고자 한다.

E070650, 전기전자공학개론(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3-3-0

공학도로서 전기전자분야의 기초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며, 전기전자회로를 이해하고

해석이 가능하며 전기전자 응용분야에 대하여 이해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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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9990, 스마트팩토리현장직무I(Smart Factory OJT I), 1-1-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학생들의 현장실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관련 이론과 사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실무 후, 학생들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부

족한 교과목의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S054001, 스마트팩토리 PBL I(Smart Factory PBL I)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터기반을 통한 문제해결을 향상시키고 소통역량 제고를 위

한 교과목이다. 팀을 구성 후 전공 또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최종 결

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발표능력을 향상시킨다.

S063380, 스마트팩토리개론(Smart Factory Survey), 3-3-0

스마트팩토리개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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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061190, 조직문화의 이해(Understanding of Organization Culture), 3-3-0

직업인으로서 조직생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탐구하고 직장인으로서 가져야할 자세, 예

절,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나아가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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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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지식을 습득한다.

E078090, 로봇정비실무(Robot Maintenance Practice), 3-3-0

본 교과목에서는 산업용 로봇의 분해와 조립과정을 통해 본체와 제어기 내부 구조를 이해하

고, 동력전달 과정의 이해 및 숙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업용 로봇의 고장이 발생하면,

로봇을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E062220, 자동화실무(Automation Working-level), 3-3-0

PLC를 활용한 자동화 실무는 스마트팩토리공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PLC입문의

선행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제어이론과 PLC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심화된 자동화 설계에 대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S041270,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 3-3-0

경영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의사결정 기법과 모델을 적용시키는 방

법을 연구한다. 격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실

행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병행하여 실천적 방법론의 적용과 효과적 운용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S053600, 경영시뮬레이션(Business Simulation), 3-3-0

기업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서 가상 기업을 경영하는 실무 몰입형 경영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경영실무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한다.

S030050,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3-0

본 교과목은 기술통계, 확률 및 확률분포, 표본이론,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 및 가설검증 등

을 다루며, Excel 등의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통한 실제 통계처리능력 강화에 목적을

둔다.

S049991, 스마트팩토리현장직무Ⅱ(Practice of Smart Factory InfrastructureⅡ), 3/3/0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학생들의 전문적인 현장실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관련 이론

과 사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실무 후, 학생들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평가

하고, 부족한 교과목의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S054002, 스마트팩토리PBL II(Smart Factory PBL II), 3-3-0

프로젝터기반을 통한 문제해결을 향상시키고 소통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다. 팀을 구성

후 전공 또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발표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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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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3100 빅데이터분석(Big Data Analysis), 3-3-0

빅데이터 분석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R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사항들을

실습과 함께 학습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탐색,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시각화 과

정을 학습하고,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실습한다.

E0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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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하고 실용회로에 대한 적용례를 다룬다.

S046830,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3-3-0

품질의 의의와 품질관리 및 개선 활동에 활용되는 각종 산업공학적 방법론의 기초 이론 및

응용을 학습한다.

E079930, 생산관리시스템(MES), 3-3-0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작업 일정, 작업 지시, 품질 관리, 작업 실적 집계 등 제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이해하고 생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진행 정

보의 모니터링 및 통제, 설비 제어, 품질정보관리, 실적 정보의 집계, 창고 운영 관리, 재공

품 관리, 자재 투입 관리, 인력 관리 등의 실무 역량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S045580, 전사적자원관리(ERP), 3-3-0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경영의 필수 요소로

서 인식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적용사례를 학습한

다.

S053661, 스마트팩토리프로젝트Ⅰ(Smart Management Engineering Project I), 4-4-0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을 경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기초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

하고 실무와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E074390,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3-3-0

전기전자 분야의 공학도로써 전기자기학의 기초이론을 확립하여 전자기현상을 이해하고 적

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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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63370, AI프로그래밍응용(AI Programing Application), 3-3-0

AI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고자 한다.

S053662, 스마트팩토리프로젝트Ⅱ(Smart Management Engineering Projec II), 4-4-0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을 경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전문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

하고 실무와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E078200, 산업안전(Industrial safety), 3-3-0

산업사회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재해의 종류와 크기도 다양해 지고 있으며, 산업의 모든 분

야에서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스마트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안전문

화를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S046940, 프로젝터관리(Project Management), 3-3-0

기업경영에 있어 다양한 프로젝터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법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이다. 팀별 다양한 프로젝터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며 진

행에 대한 고찰을 통해 프로젝터 관리 능력을 함양한다.

E073530, 전기기기(Electric Machine), 3/3/0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기본적 구동원이 되는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의 구조와 다양한 특성,

결선 및 운전방식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

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

을 익힌다.

E070100, Iot프로그래밍활용(Iot Programing Conjugation)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사물인터넷의 적용을 위한 예제 프로그래밍을 실습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사물인터넷의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경영의 효

율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S053670, 스마트팩토리R&D기획(Smart Management Engineering R&D Design), 4-4-0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업의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각 기업별로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개발 항목에 대해 도출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프로젝

트의 기본적인 부분을 기획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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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

1) 개황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조기취업계약학과 중 하나의 학

과로 특히 21세기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스마트 부분과 전력 인프라의

개념이 합해진 융복합 학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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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의 개념이 추가되어 제어와 프로그램의 기법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전기 업무뿐만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분야 및 전기

를 사용해 각종 생산물을 제조하는 제어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과도 연관되어 있다.

우리 학과는 기존 안정된 전력/전기 분야의 공사/감리 부분의 실무 지식과 미래를 대비하

는 제어 분야의 실무 지식을 결합하여 직업 안정도와 만족도가 높은 전력인프라/전기공사/

감리/제어 관련된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 재학 중 기업 방문 및 현장과

관련된 수업들이 연계되며 1개 이상의 전기관련 자격증(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

사, 전기철도기사 등)을 기본으로 취득하는 것을 권장하여 2학년부터 실무 업무를 진행 할

때 현장실무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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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이다.

2) 교육목표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의 교육목표는 경일대학교 교육목적인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

성’을 기반으로 국가 기간사업인 전력 인프라와 21세기 첨단 신재생 분야의 현장 중심형 전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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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Ethical engineer : 사회봉사 교육과정

⑤ Professional engineer :스마트 전력 시스템 실무 전문가 교수진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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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제 1 학기 제 2 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일반수학 3 3 0 전선 전기수학 3 3 0

전선 직류기기 3 3 0 전선 교류기기 3 3 0

전선 전기회로 I 3 3 0 전필 전기회로 II 3 3 0

전선 전기자기학 I 3 3 0 전선 전기자기학 II 3 3 0

전선 스마트그리드 I 3 3 0 전선 스마트그리드 II 3 3 0

전선 스마트디지털회로 3 3 0 전선 시퀀스프로그래밍 3 3 0

전선 인홈인프라 3 3 0 전선 전기CAD기초 3 3 0

여름
/겨
울

전선 컴퓨터정보처리기술 (공통;4) 3 3 0 전선 스마트전력전자 3 3 0

교선
EnglishConversation  I 

(공통;4)
2 2 0 교선

EnglishConversation  II 

(공통;4)
2 2 0

전선 스마트전력인프라현장직무 I 2 1 2 전선
스마트전력인프라현장직무 

II
2 1 2

전선 스마트인재PBL I (★) 2 2 0 전선 스마트인재PBL II (★) 2 2 0

소계 편 성 학 점 30 29 2 편 성 학 점 30 29 2

2

교선 대학글쓰기 (공통; 4) 3 3 0 전선 스마트전력인프라프로젝트I 4 4 0

교선 현대사회와윤리 (공통; 4) 3 3 0 교선 유쾌한코딩 (공통; 4) 3 3 0

전선 전기인프라및법규 3 3 0 전필 PLC설계 3 3 0

전필 전기CAD실무 3 3 0 전선 전기설비기초 3 3 0

　 　 　 　 　 전선 산업공학의이해 (공통; 2) 3 3 0

소계 편 성 학 점 12 12 0 편 성 학 점 16 16 0

3

전선 스마트전력인프라프로젝트II 4 4 0 전필 스마트전력인프라R&D기획 4 4 0

교선 인물로보는한국사 (공통; 4) 3 3 0 전선 산업안전 (공통; 4) 3 3 0

전선 AI프로그래밍응용 (공통; 4) 3 3 0 전선
IoT프로그래밍활용 (공통; 

3)
3 3 0

전선 스마트제어 3 3 0 전선 3D BIM 3 3 0

전선 전기적산실무 3 3 0 전선 신뢰성공학 3 3 0

소계 편 성 학 점 16 16 0 편 성 학 점 16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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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체계도

일반수학

전기자기학 I

전기CAD
실무

전기수학

English 
Conversation I

스마트전력인프라현
장직무I

전기CAD
기초

전기회로 I

English 
Conversation II

스마트전력인프라현
장직무II

전기자기학 Ⅱ

전기회로 Ⅱ

AI프로그래밍응용 IoT프로그래밍활용

현대사회와윤리

대학글쓰기

시퀀스
프로그래밍

PLC설계

전기적산
실무

인물로보는한국사

스마트제어

산업안전

3D BIM

스마트디지털
회로

컴퓨터
정보처리기술

스마트인재 PBLI

인홈인프라

유쾌한코딩

스마트인재PBLⅡ

스마트그리드I

산업공학의 이해 신뢰성 공학

BIMAC : 미래사회 핵심기술(Big Data, IoT, Mobile, AI, Cloud) 
PLC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직류기기

전기인프라
및법규

스마트전력전자

전기설비
기초

교류기기

스마트그리드Ⅱ

: 習 과목 붉은색 : 기업 연계 과목

4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I

전력인프라
프로젝트Ⅱ

스마트전력인프라
R&D 기획

※프로토타이핑프로젝트와 R&D기획은 방학때 진행하지만 학점취득은 다음학기로 연계됨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I

전력인프라
프로젝트Ⅱ

스마트전력인프라
R&D 기획

5) 교과목 해설

E083700, 스마트전력인프라R&D기획(Smart Power Infrastructure R&D design), 4/4/0

스마트전력인프라 관련 기업의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각 기업별로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개발 항목에 대해 도출하고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부분을 기획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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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으

로 구성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능력을 키운다.

E042080, 신뢰성공학(Reliability Engineering), 3/3/0

제품의 생산의 핵심이 되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적인 통계 이론 및 확률, 정규 분

포 등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 지식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시그마의 개념 및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법을 학습한다.

E083721, 스마트전력인프라프로젝트Ⅰ(Smart Power Infrastructure Project I), 4/4/0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을 경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기초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

하고 실무와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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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83722, 스마트전력인프라프로젝트II(Smart Power Infrastructure Project II), 4/4/0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을 경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전문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

하고 실무와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E079920, 전기적산실무(Practice Power Calculation), 3/3/0

빌딩 및 건축물에 대해 전기의 사용량을 바탕으로 설계시 어느 정도의 인입 전력이 필요한

지를 설계 툴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배선 방법 및 효율적인 채비 방

법에 대해 학습한다.

E070080, 스마트제어(Smar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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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79900, 전기설비기초(Electrical Installation Design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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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하고 실용회로에 대한 적용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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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C

을 이용한 공장자동화 구현 능력을 함양한다

E083570, 전기인프라및법규(Pow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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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전선로, 옥측 및 옥상 전선로, 인입선 등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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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2460, 스마트전력인프라현장직무Ⅰ(Practice of Smart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Ⅰ), 3/3/0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학생들의 기초적인 현장실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관련 이론

과 사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S052461, 스마트전력인프라현장직무Ⅱ(Practice of Smart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Ⅱ),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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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학생들의 전문적인 현장실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관련 이론

과 사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실무 후, 학생들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평가

하고, 부족한 교과목의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070070, 스마트전력전자(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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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79370, 시켄스프로그래밍(Sequence Programming), 3/3/0

기존의 시켄스회로를 PLC를 이용하여 설비의 자동화와 고 능률화의 요구에 따라 PLC의 적

용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켄스의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시켄

스 프로그래밍 능력을 학습한다.

E083340, 스마트그리드Ⅰ(SmartGrid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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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협조, 전력계통의 보호

계전방식, 지중송전방식을 스마트그리드와 연결해 학습한다.

E083341, 스마트그리드Ⅱ(SmartGridⅡ), 3/3/0

전력의 발생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영역을 시스템이론 및 시스템공학의 측면에서 포괄

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전력계통의 개요, 전력계통기술의 전망, 전력계통의 기초이론, 전력

계통의 기초방정식, 전력계통 구성설비의 표현, 전력조류계산, 전력시스템의 경제운용, 전력

시스템의 주파수 및 전압제어 등을 스마트그리드와 연결해 학습한다.

E070760, 직류기기(DC Electric MachineI), 3/3/0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기본적 구동원이 되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및 동기발전기, 동기전

동기의 구조와 결선 및 운전방식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기계적 에너지

와 전기적 에너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힌다.

E071280, 교류기기(AC Electric Machine), 3/3/0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주축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와 유도전동기의 구조와 다양한 특성을 파악

하고 이해한다.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와의 상호변환 원리를 이해하고, 동력발생의

전달 및 전력 에너지 변환에 관한 기본개념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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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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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078051, 전기회로Ⅱ(Electric CircuitⅡ), 3/3/0

Loop 및 Node 해석법, 회로망의 등가변환, 회로망의 그래프 표현, 행렬의 구조문제, 정보의

구조 등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미분방정식과 Laplace 변환, Fourier변환, 회로함수의

pole/zero, 공진회로해석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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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법을 다루고, 자기에너지 및 전자기에너지와 작용력을 계산하며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의 개념과 그 파동방정식을 소개하고, Poynting 벡터와 전력송전의 원리를 다룬다.

E070040, 스마트디지털회로설계(Smart Digital Circuit), 3/3/0

스마트 디지털 회로 설계는 기본 논리 게이트의 성질과 불 대수에 의한 논리회로의 간략화

를 통한 연산회로의 설계와 해석을 통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와 전자제어 장치간의 상

호 접목을 위한 기본적 개념을 익힌다.

E070050, 인홈인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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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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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공학과 ■

1) 개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보편화

되고 경영이론과 공학기술 간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영공학(또는 산업공학)은 공

학 분야 및 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하는 학제간 융합학문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

고 있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특화된 학문이다. 이와 같은 학문적 장점으로 인해

서 최근에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 및 CEO의 자리에 산업공학 출

신들이 대거 약진하고 있다.

2021학년도에 스마트경영공학과를 신설하고,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기획, 프로젝트관리 및

품질경영 분야를 중심으로 재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무중심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와 공동으로 국내 대학 최초로 기업의 실시간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여 최근 기업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의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들

이 경영실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무 몰입형 실습교육인 경영 시뮬레이

션 솔루션을 구축하여 실습 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2) 교육목표 및 교육방침

교육목표

① 경영기획, 연구개발, 생산공정, 품질관리, 마케팅 등 기업경영 및 운영 전반의경영이론과

기계, 전기, 전자 등의 공학기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융·복합적 사고력을

육성한다.

② 취업약정 협약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개선, 기술사업화, 신규사업 기획 등

프로젝트 중심의 현장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실무 응용능력과 현장 감각을 고루 갖추게

한다.

③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기술과신경영기

법 교육과정 운영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한다.

교육방침

① 기업 내 다양한 기능을 조율· 최적화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인재를 양성한다.

② 경영과 공학을 접목하는 융·복합적 사고력과 응용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③ 초연결·초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3) 교육과정표

스마트경영공학과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기획총무 및 경영지원 부문 나노디그리 운영

- 생산운영 및 품질경영 부문 나노디그리 운영

- 전공기초, 종합실무, 4차 산업혁명, 인성과 교양 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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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경영학의이해 3 3 전선 스마트팩토리개론 3 3

전선 회계학원론 3 3 전선 전기전자공학개론 3 3

전선 경영공학의이해 3 3 전선 마케팅관리론 3 3

전선 일반수학 3 3 전선 재무관리 3 3

전선 기술이전및사업화 3 3 전선 경영과학 3 3

전선 CAD 3 3 전필 조직문화의이해 3 3

전선 기계공학개론 3 3 전선 경영시뮬레이션 3 3

계 21 21 계 21 21

방

학

교
선 EnglishConversation I 2 2 교

선 EnglishConversation II 2 2

전선 스마트경영공학현장직무 I 2 1 2 전선 스마트경영공학현장직무 
II 2 1 2

전선 컴퓨터정보처리기술 3 3 전선 통계학개론 3 3

전선 스마트인재PBL I (★) 2 2 전선 스마트인재PBL II (★) 2 2

계 9 8 2 계 9 8 2

2

교선 대학글쓰기 3 3 전선 품질관리 3 3

전필 생산관리 3 3 전필 생산관리시스템(MES) 3 3

전선 빅데이터분석 3 3 전선 전사적자원관리(ERP) 3 3

전선 프로젝트관리실무 3 3 교선 유쾌한코딩 3 3

전선 스마트경영공학프로젝트 I 4 4

계 12 12 계 16 16

3

교선 인물로보는한국사 3 3 전선 산업안전 3 3

교선 현대사회와윤리 3 3 전선 기술경영 3 3

전선 AI프로그래밍응용 3 3 전선 경영전략 3 3

전선 실험계획법 3 3 전
선 경영시뮬레이션(심화) 3 3

전선 스마트경영공학프로젝트 
II 4 4 전필 스마트경영공학R&D기획 4 4

계 16 16 계 16 16

4) 교과목 해설

S040100, 경영학의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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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시킬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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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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1800, 경영공학의이해(Introduction of Industrial Engineering), 3-3-0

산업공학은 여러 가지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주제로 이루어진 학문이며, 산업현장에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스마트경영공학과의 학생들 대상으로 산업공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산업공학적 지식을 학습하고자 한다.

N010070, 일반수학(Mathematics), 3-3-0

본 교과목은 최적화개론과 통계학개론 등 스마트경영공학과의 다른 교과목을 배우는 기본

지식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집합, 함수, 행렬, 미분과 적분 등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

학적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S053070, 기술이전및사업화(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3-3-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사업화 트렌드를 이해하고 기술사업화 분야의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하여 실무적 역량을 배양한다. 시장성 분석,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출원 등 전반적인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기술사업화 사례

의 리뷰 및 학습을 통해서 실무적인 적용 역량을 제고한다.

E110100, CAD(Computer Aided Design), 3-3-0

3차원 모델링과 디자인 엔지니어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써, 주로 Auto CAD의 사용법

과 활용을 통하여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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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2270 스마트팩토리개론(Smart Factory Survey), 3-3-0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고객맞춤형 스마트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성, 품질과 고객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팩토 리

체계를 이해하고 현장적용 및 유지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을 다루고자 한다.

E070650 전기전자공학개론(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3-3-0

전기회로, 전력전자공학, 전기기계, 조명 등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전기, 전자 소자와 전자

회로의 종류, 동작원리, 응용 등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S043430, 마케팅관리론(Marketing management), 3-3-0

제반 마케팅문제의 해명을 위한 개념, 모델, 그리고 이론을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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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믹스 요소별로 고찰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그 진행은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내수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유형재에서 무형재로, 그리고 기업조직에서 비영리조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며 이루어진다.

S040530,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3-3-0

재무관리는 기업의 자금흐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업의 재무의사결정

은 크게 투자결정, 자본조달결정, 배당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

의 궁극적 목표인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S041270,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 3-3-0

경영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의사결정 기법과 모델을 적용시키는 방

법을 연구한다. 격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실

행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병행하여 실천적 방법론의 적용과 효과적 운용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S053600, 경영시뮬레이션(Business Simulation), 3-3-0

기업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서 가상 기업을 경영하는 실무 몰입형 경영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경영실무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한다.

S053641, 스마트경영공학현장직무Ⅰ(Smart Management Engineering OJT Ⅰ), 2-1-2

스마트경영공학과 학생들의 현장실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관련 이론과 사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실무 후, 학생들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교과목의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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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3642, 스마트경영공학현장직무Ⅱ(Smart Management Engineering OJT Ⅱ), 2-1-2

스마트경영공학과 학생들의 현장실무 직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관련 이론과 사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현장실무 후, 학생들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교과목의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079460, 통계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s), 3-3-0

본 교과목은 기술통계, 확률 및 확률분포, 표본이론,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 및 가설검증 등

을 다루며, Excel 등의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통한 실제 통계처리능력 강화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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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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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3100 빅데이터분석(Big Data Analysis), 3-3-0

빅데이터 분석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R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사항들을

실습과 함께 학습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탐색,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시각화 과

정을 학습하고,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실습한다.

S046950, 프로젝트관리실무(Project Management), 3-3-0

프로젝트 관리자가 알아야 할 지식 영역을 계획과 수행을 중심으로 범위부터 공급에 이르는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의 관리 프로세스를 실무 중심으로 학습

한다.

S046830,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3-3-0

품질의 의의와 품질관리 및 개선 활동에 활용되는 각종 산업공학적 방법론의 기초 이론 및

응용을 학습한다.

E079930, 생산관리시스템(MES), 3-3-0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작업 일정, 작업 지시, 품질 관리, 작업 실적 집계 등 제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이해하고 생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진행 정

보의 모니터링 및 통제, 설비 제어, 품질정보관리, 실적 정보의 집계, 창고 운영 관리, 재공

품 관리, 자재 투입 관리, 인력 관리 등의 실무 역량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S045580, 전사적자원관리(ERP), 3-3-0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경영의 필수 요소로

서 인식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적용사례를 학습한

다.

S053661, 스마트경영공학프로젝트Ⅰ(Smart Management Engineering Project I), 4-4-0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을 경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기초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

하고 실무와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E063370, AI프로그래밍응용(AI Programing Application), 3-3-0

AI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하고자 한다.

E042100,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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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을 어떻게 실시하며,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며,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소의 실험 횟수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계획하고, 최적의 작업(생산)조건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학습한다.

S053662, 스마트경영공학프로젝트Ⅱ(Smart Management Engineering Projec II), 4-4-0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을 경험하면서 해결해야 될 전문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

하고 실무와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한다.

E078200, 산업안전(Industrial safety), 3-3-0

산업사회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재해의 종류와 크기도 다양해 지고 있으며, 산업의 모든 분

야에서 인공지능의 적용으로 스마트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안전문

화를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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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습한다.

S040900,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 3-3-0

동태적 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이 전략적으로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지의 기업경영원리를 이해

시키고 어떻게 기존 사업의 활용 및 신규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의 부 창출 체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게 된다.

S053610, 경영시뮬레이션(심화)(Business Simulation(Advanced)), 3-3-0

기업가정신, 경영관리 능력 등의 내용이 강화된 경영시뮬레이션 수업의 심화된 과정

S053670, 스마트경영공학R&D기획(Smart Management Engineering R&D Design), 4-4-0

스마트경영공학 관련 기업의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각 기업별로 필요한 기본적인 연

구 개발 항목에 대해 도출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프

로젝트의 기본적인 부분을 기획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스마트산업학부 ■

1) 개 황

경일대학교 미래융합대학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LiFE사업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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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6년 연속 선정되어 대구·경북 지역민과 지역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

다. 스마트산업학부는 이러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학위과정이다.

본 학부는 '지역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회복. 지역민의 생애가치 제고'라는 비전 달

성을 위해 학과 및 교과 편성 시 기업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과 내

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스마트자동차 전공과 스

마트팩토리 전공을 개설하여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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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

워크를 통한 피드백과 수요 분석을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수업

운영체계로는 학습자 맞춤 수업시간, 원격교육, 블렌디드 강의 등 다양한 수업방법

을 적용하여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교내외

장학금 등을 적극 유치하여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 교육과정은 성인학습자들이 ICT 융합 능력과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체의 혁

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인의 생애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교과목들로 편성 운

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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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③ 온라인 원격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④ 학생과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적극적 개발 도입으로 수요지향교육

을 제공한다.

⑤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신뢰감을 높이며 인성교육에 힘을 기

울인다.

4) 전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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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원자력에너지융

합학과는 지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면서 지속 발전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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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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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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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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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력 배양

■ 스마트팩토리전공

스마트팩토리 전공은 CPS(Cyber Physical Systems)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이 스

마트 기기, 빅데이터, IoT 등과 결합되어 기존 공장 설비의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

극대화, 비즈니스, 고객 관리 등 모든 가치 사슬의 단계 융합이 구현되는 공장 구축

을 위한 지능형 제조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적의 생

산체제를 갖춘 공장운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지식모듈, 로봇 응용 지식모듈, 전기

관련 지식모듈을 학습한다.

① 일반 산업 현장의 기술과 기업의 경영을 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

로운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 역량을 배양

② 공학개론, 통계학, 프로그래밍, CAD 등을 관련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학생 개인

의 통합·융합적 업무역량의 제고

③ ICT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 지능화하여 최소의 비용 및 시간으

로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팩토리의 운영, 관리, 보전, 설계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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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 스마트자동차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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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팩토리전공

6) 교과목 해설

■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E079570 4차산업혁명기술의이해(Introduction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3-3-0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각종 기술들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기술들

이 접목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본다. 또한, 이전의 산업혁명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예측하고 함께 토의해본

다.

E079580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 2-2-0

디지털을 이해하고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해

와 활용,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비판적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E083540 에너지공학개론(Energy Engineering) 3-3-0

산업시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고밀도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에

너지원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에너지원의 개발 및 발전, 현대의 신재생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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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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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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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제 전기전자시스템에서의 활용을 이해할 수 있다.

S081430 원자력기초(Nuclear Energy Basics) 3-3-0

원자력 에너지의 공학적 기본 원리를 알아보고,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선 안전에 대

한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대해 생각해본다.

E079590 스마트코딩(Smart Coding) 3-3-0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인

스크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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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반응 및 방사성 붕괴, 그에 따른 방사선 방출 등 핵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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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적인 회로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S052650 빅데이터기초(Introduction to Big Data) 3-3-0

빅데이터 분석과 연관된 기초이론, 분석방법론 및 기반기술, 다양한 응용분야 등의

기본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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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

기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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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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83440 방사선취급기술(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3-0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안정적인 취급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

한다. 방사선 종류별 발생원 및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 작용에 대한 핵적 지식을 함

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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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습 및 실습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E070730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3-3-0

본 과목은 제어동작, 안전성평가, 상태공간분석 등 제어이론을 원자력발전소 및 양

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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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의이해(Understanding of Machine Learning) 3-3-0

인공지능의 역사와 머신러닝의 여러 개념들을 소개하고 딥러닝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E083270 원자로이론(Nuclear Reactor Theory and Management) 3-3-0

원자로 관련한 기본 개념인 중성자운동, 핵분열 및 연쇄반응 체계를 다루는 기초

원자로이론을 다루며, 중성자와 물질의 다양한 핵반응, 무한매질에서의 중성자감속,

중성자 확산이론, 소수군 근사법 및 임계계산의 취급, 비균일 원자로, 동특성 및 반

응도 피드백의 소개, 주요 원자로이론 분야의 전산체계 소개 등의 학습을 통해 원

자로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E083430 방사선장해방어(Radiological Protection Technology) 3-3-0

방사선의 기본 개념, 피폭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지식, 방어 및 차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다.

E070690 전력공학(Power Engineering) 3-3-0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401

전력공학은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높은 전압으로 변전소까지 일괄하여 전송하

는 것으로 송전선로의 개요 및 송전방식, 가공송전선로의 구성, 선로정수와 코로나,

송전특성, 중성점 접지방식과 유도장해, 송전선로의 고장계산, 전력계통의 안정도,

이상전압과 절연협조, 전력계통의 보호계전방식, 지중송전방식 등에 대해 다룬다.

E083520 원자력재료(Nuclear Materials) 3-3-0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원자력용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

의 미세구조, 제조 공정, 물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초 원리를 학습하고 이러한 재

료들이 사용되는 핵연료, 핵융합 재료, 방사선 응용 재료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E083530 모바일웹프로그래밍(Mobile Web Programing) 3-3-0

모바일 웹을 개발하기 위해 웹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적인 개념 및 문법을 익히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키운다.

E083170 방사성폐기물관리(Radioactive Waste Management) 3-3-0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환경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방사

성폐기물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처리처분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

한다.

S081420 원자력정책과법령(Nuclear Policy and Regulations) 3-3-0

원자력법을 중심으로 법의 일반적인 이해와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규제의 기본사항

규정, 분야별 상세 기술 기준 등을 학습한다.

S092840 창의적정보시각화(Data Visualization) 3-3-0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빅데이터에 내재된 복잡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효과적인 정보 분석을 위해 이

러한 데이터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정보시각화의 다양한 이

론과 응용을 학습한다.

■ 스마트자동차전공

E078080 IT공학개론(Introduction to IT Engineering) 2-2-0

IT와 전자전기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기본 지식들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과목

이며, 평소 많이 사용하고 신문 방송 등에서 접했던 현재와 미래의 IT 관련 기술들

을 원리부터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E045300 산업공학의 이해(Introduction to Industrial Engineering) 3-3-0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품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산업공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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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학습한다.

S052270 스마트팩토리개론((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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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

와 전자회로의 종류, 동작원리, 응용 등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E061900 자동차공학개론(Automotive Engineering) 3-3-0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 및 IT와 융합되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의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배양한다.

E070300 디지털시스템(Digital System) 3-3-0

이진수로 이루어진 디지털신호는 컴퓨터신호처리의 기본으로 사용되어 각종 멀티미

디어, 이동통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핵심인 디지

털기술의 기초이론과 디지털응용 기기들을 학습한다.

E070860 회로이론(Circuit Theory) 3-3-0

전기회로에서의 회로변수, 회로소자, 회로해석기법, 연산 증폭기, 인덕턴트 등에 대

한 학습으로 전반적인 회로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해석 능력을 배양한다.

E110100 CAD(Computer Aided Design) 3-2-2

정밀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작도 및 모델링 방법, CAD

시스템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 모듈의 개발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063700 자동차역학(Automotive Dynamics) 3-3-0

자동차를 구성하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가장치 등의 역학적인 관계를 학습한다.

E062720 센서및계측공학(Sensor & Data acquisition) 3-3-0

다양한 센서의 구조 및 원리를 학습하고 기본적인 센서 및 계측 실습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E078240 PLC기본(Bascis of PLC) 3-3-0

PLC는 산업시설의 자동화 필요한 중요한 장치로서, 본 교과목에서는 시퀀스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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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요와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회로 및 PLC의 프로그래밍 기법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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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63710 구동시스템(Electrical Vehicles Driving System) 3-3-0

미래 전기자동차의 핵심기술인 모터, 감속기, 인버터 등을 학습한다.

E070370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3-3-0

정보통신 및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언어를 학습하며, 각종 제어기, 네트워킹

및 임베디드 시스템을 운용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에 대

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E070730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3-3-0

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먼저 실제의 시스템을 수학적

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수학적으로 표현된 간단한 시스템에 대하여 시간응답과 주파

수 응답에 대해 배운다. 마지막으로 제어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안정도, 감도,

외란, 정상편차, 과도응답 등에 대해 학습한다.

E079490 머신러닝의이해(Understanding Machine Learning) 3-3-0

AI 의 역사와 머신러닝의 여러 개념들을 소개하고 딥러닝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

한다.

E062220 자동화실무(Engineering Practice for Automatio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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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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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차 사이의 통신, 자동차와 기간망과의 통신 등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통신 방식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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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83680 에너지시스템(Energy System) 3-3-0

전기자동차의 현재 및 미래기술을 설명하고, 환경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을 이

해하고, 전기, 하이브리드전기, 비접촉주행중 충전방식, 연료전지를 적용하는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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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73530 전기기기(Electric Machine) 3-3-0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기본적 구동원이 되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및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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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9390 실무빅데이터분석(Practical Big Data Analysis) 3-3-0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무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

터의 수집, 적재, 처리, 분석 아키텍처와 10여 개의 핵심 기술 요소들과 더불어 빅

데이터 실무 기술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E078310 인간/기계인터페이스(Human Machine Interface) 3-3-0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협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인간과 기

계간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상호 연결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S046810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3-3-0

종합적 품질경영을 위하여 품질의 전략과 설계, 품질의 관리, 품질의 보증, 품질의

개선, 품질경영의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더불어 조직적이

고 체계적인 품질경영을 위하여 전사적 품질관리(TQM), 품질 코스트 시스템, 품질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법을 학습한다.

■ 스마트팩토리전공

E078080 IT공학개론(Introduction to IT Engineering) 2-2-0

IT와 전자전기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기본 지식들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과목

이며, 평소 많이 사용하고 신문 방송 등에서 접했던 현재와 미래의 IT 관련 기술들

을 원리부터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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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5300 산업공학의 이해(Introduction to Industrial Engineering) 3-3-0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품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산업공학의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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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

와 전자회로의 종류, 동작원리, 응용 등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E070300 디지털시스템(Digital System) 3-3-0

이진수로 이루어진 디지털신호는 컴퓨터신호처리의 기본으로 사용되어 각종 멀티미

디어, 이동통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시대의 핵심인 디지

털기술의 기초이론과 디지털응용 기기들을 학습한다.

E070830 프로그래밍기초(Programming Basics) 3-2-2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특히,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여 다

양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공통적인 개념인 자료형, 변수와 상수, 제어문, 함수 등

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다룬다.

E070860 회로이론(Circuit Theory) 3-3-0

전기회로에서의 회로변수, 회로소자, 회로해석기법, 연산 증폭기, 인덕턴트 등에 대

한 학습으로 전반적인 회로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해석 능력을 배양한다.

E110100 CAD(Computer Aided Design) 3-2-2

정밀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작도 및 모델링 방법, CAD

시스템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응용 모듈의 개발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062720 센서및계측공학(Sensor & Data acquisition) 3-3-0

다양한 센서의 구조 및 원리를 학습하고 기본적인 센서 및 계측 실습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E078300 생산공학개론(Introduction to Production Engineering)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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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에 대한 설계 기술과 방법 등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공정 관련 기술들을 학습한다.

E078240 PLC기본(Bascis of PLC) 3-3-0

PLC는 산업시설의 자동화 필요한 중요한 장치로서, 본 교과목에서는 시퀀스 제어

의 개요와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회로 및 PLC의 프로그래밍 기법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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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70370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3-3-0

정보통신 및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언어를 학습하며, 각종 제어기, 네트워킹

및 임베디드 시스템을 운용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에 대

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E070730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3-3-0

제어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먼저 실제의 시스템을 수학적

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수학적으로 표현된 간단한 시스템에 대하여 시간응답과 주파

수 응답에 대해 배운다. 마지막으로 제어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안정도, 감도,

외란, 정상편차, 과도응답 등에 대해 학습한다.

E079490 머신러닝의이해(Understanding Machine Learning) 3-3-0

AI 의 역사와 머신러닝의 여러 개념들을 소개하고 딥러닝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

한다.

E090050 제품공정품질설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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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62220 자동화실무(Engineering Practice for Automation)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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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한 자동화시스템 분석 및 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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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8270 스마트팩토리운영(Smart Factory Management) 3-3-0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장비와 물류 시스템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폭넓게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운용되는 공장으로, 스마트팩토리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학습

한다.

S047490 ERP실무(ERP Practice) 3-3-0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경영의 필

수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적용사례를 학습한다.

E073530 전기기기(Electric Machine) 3-3-0

각종 산업기기장치의 기본적 구동원이 되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 및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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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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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S049390 실무빅데이터분석(Practical Big Data Analysis) 3-3-0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무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

터의 수집, 적재, 처리, 분석 아키텍처와 10여 개의 핵심 기술 요소들과 더불어 빅

데이터 실무 기술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E078310 인간/기계인터페이스(Human Machine Interface) 3-3-0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협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인간과 기

계간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상호 연결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S046810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3-3-0

종합적 품질경영을 위하여 품질의 전략과 설계, 품질의 관리, 품질의 보증, 품질의

개선, 품질경영의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더불어 조직적이

고 체계적인 품질경영을 위하여 전사적 품질관리(TQM), 품질 코스트 시스템, 품질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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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경영학부 ■

1) 개 황

스마트경영학부는 2018년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현재

수요맞춤형 평생교육체제로 설립된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부로써 부동산·재테크전공, 사회복

지실무전공, 융합경영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경영학부는 현장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의 전문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산업과 개인의 조화로운 성장 지원’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2) 교육목표

❍ 부동산·재테크전공

① 부동산학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능력을 갖게 한

다.

②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협업능력을 갖게 한다.

③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도전정신을 갖게 한다.

❍ 사회복지실무전공

① 사회복지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갖춘 참된 사회복지사를 양성한

다.

②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③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열정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한

다.

❍ 융합경영전공

① 글로벌화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리

더십을 갖춘다.

② 경영학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여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경영관리 능력 및 현실 적응능

력을 기르도록 한다.

③ 모든 경영의사결정 단계에서 최적화된 결정능력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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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방침

❍ 부동산·재테크전공

① 부동산학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연계학습을 통해 융

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현장학습을 통해 생동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부동산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제고한다.

③ 부동산시장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사회복지실무전공

① 사회복지학과 관련한 전반적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복지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무중심

의 교육을 제공한다.

②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도록 교육한다.

③ 사회복지 관련 현장과의 끊임없는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다.

❍ 융합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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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재테크전공

부동산‧재테크전공은 자산관리경영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적인 부동산 재테크와 부동산종

합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도시재생, 감정평가, 부동산 금융론 등의 교과를 이수하

며 부동산 개발, 기획, 거래 및 금융투자와 관련한 지역 개발과 성장을 주도하는 전문가

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실무전공

사회복지실무전공은 사회복지학 이론 탐구와 현장교육으로 복지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

회복지전문가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행정,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지역사회 복지

등의 교과를 이수하며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및 국가시험을 거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융합경영전공

융합경영전공은 능률적 생산성 향상과 정보시스템 분석 설계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생산/물류혁신, 전략/기획 실무, 창업실무 등의 역량을

함양하여 기업과 조직의 정보지능화 및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역량 구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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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육과정표

❍ 부동산·재테크전공

1학기 2학기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전공기초(T) 부동산학입문 3 3 　 전필 전공기초(T) 부동산경제학 3 3

　 　 　 　 　 　 전선 전공기초(T) 부동산산업과윤
리 2 2

계 3 3 계 5 5

2

전필 전공핵심(R) 부동산사법 3 3 　 전선 전공핵심(R) 부동산권리분석 3 3

전선 전공핵심(U) 부동산중개및계약실무 3 3 　 전필 전공핵심(R) 부동산시장분석 3 3

전선 전공핵심(R) 부동산입지론 3 3 　 전선 전공핵심(R) 부동산공법 3 3

　 　 　 　 　 　 전선 전공핵심(R) 부동산정보공시 3 3

계 9 9 계 12 12

3

전선 전공핵심(U) 부동산경매실무 3 3 　 전선 전공핵심(U) 부동산마케팅 3 3

전선 전공핵심(R) 국토및도시계획 3 3 　 전선 전공핵심(U) 부동산개발사례연
구 3 3

전선 전공핵심(R) 도시재생의이해 3 3 　 전선 전공핵심(U) 부동산투자분석 3 3

전선 전공핵심(R) 감정평가론 3 3 　 전선 전공핵심(R) 부동산금융론 3 3

계 12 12 계 12 12

4

전선 전공심화(S) 부동산컨설팅 3 3 　 전선 전공심화(S) 시사이슈 및
취창업세미나 2 2

전선 전공심화(T) 부동산개발실무 3 3 　 전선 전공심화(T) 부동산자산관리 3 3

전선 전공심화(S) 부동산조세 3 3 　 전선 전공심화(S) 부동산정책론 3 3

계 9 9 계 8 8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0 학점

전공필수 : 9 학점 전공선택 : 61 학점 70 학점

7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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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무전공

1학기 2학기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사회문제론 3 3 　 전필 　 지역사회복지론 3 3

전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전선 　 사회복지실천론 3 3

전선 　 사회복지학개론 3 3 　 전선 　 사회복지정책론 3 3

계 9 9 계 9 9

2

전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전선 　 사례관리론 3 3

전선 　 노인복지론 3 3 　 전선 　 사회복지법제와실
천 3 3

전필 　 사회복지행정론 3 3 　 전필 　 사회복지조사론 3 3

계 9 9 계 9 9

3

전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전선 　 사회복지현장실
습 3 2 2

전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3 　 전선 　 청소년복지론 3 3 　

전선 　 자원봉사론 3 3 　 전선 　 사회복지역사 3 3 　

계 9 9 계 9 8 2

4

전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3 3 　 전선 　 빈곤론 3 3

전선 　 산업복지론 3 3 　 전선 　 정신건강론 3 3

전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3 　 전선 　 사회복지경영론 1 1

계 9 9 계 7 7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0 학점

전공필수 : 9 학점 전공선택 : 61 학점 70 학점

7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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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경영전공

1학기 2학기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전공기초(T) IT공학개론 2 2 전선 전공기초(T) 회계학원론 3 3

전선 전공기초(T) 마케팅원론 3 3

전필 전공기초(T) 경영학의 이해 3 3

계 2 2 계 9 9

2

전필 전공기초(T) 기초통계학 2 2 　 전선 전공핵심(R) 의사결정론 3 3

전선 전공기초(T) 인적자원관리 3 3 　 전필 전공핵심(R) 생산운영관리 3 3

전선 전공핵심(R) 소비자행동의이해 3 3 　 전선 전공핵심(U) 시장조사론 3 3

계 8 8 계 9 9

3

전선 전공핵심(R) 품질경영 3 3 　 전선 전공핵심(R) 공급사슬관리 3 3

전선 전공핵심(U) 경영정보시스템 3 3 　 전선 전공핵심(U) ERP실무 3 3

전선 전공핵심(U) 실무빅데이터분석 3 3 　 전선 전공핵심(R) 기술경영 3 3

전선 전공핵심(U) 재테크관리 3 3 　 전선 전공핵심(R) 소셜미디어분석 3 3

계 12 12 계 12 12

4

전선 전공핵심(R) 서비스사이언스 3 3 　 전선 전공심화(T) 경영시뮬레이션 3 3

전선 전공심화(S) 경영전략 3 3 　 전선 전공심화(T) 비즈니스혁신 3 3

전선 전공심화(T) 창업실무 3 3 　 전선 전공핵심(U) 자산관리 3 3

계 9 9 계 9 9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0 학점

전공필수 : 8 학점 전공선택 : 62 학점 70 학점

7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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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과목 해설

❍ 부동산·재테크전공

S120580 부동산학입문(Introduction to Real Estate Studies) 3-3-0

부동산학 분야의 기초이론을 강의함으로써 부동산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S120150 부동산경제학(Real Estate Economics) 3-3-0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분석, 토지이용, 부동산투자의 경제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등 부동산학 분야에 연계·활용되는 경제학의 이론들에 대해 학습한다.

S045610 부동산산업과윤리(Real estate industry and ethics) 2-2-0

부동산 관련 다양한 산업의 종류를 이해하고, 각 분야에서 부동산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해 학습한다.

S120040 부동산사법(Property Private Law) 3-3-0

부동산활동과 관계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기초 이론 및 법규의 해석을 통해 부동산

거래(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 및 관리 영역에서 파생되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종합적인 이

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한다.

S121040 부동산중개및계약실무(Real estate brokerage and contract practice) 3-3-0

부동산중개활동 및 계약과 관련한 기본 법률인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학습하고 실무적 문

제해결능력을 제고한다.

S120470 부동산입지론(Real Estate Location) 3-3-0

부동산 입지의 영향요인과 결정요인 등 개별 부동산의 입지와 관련된 기초 이론을 학습하

고, 부동산시장의 형성과 상권조성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적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E045390 부동산권리분석(Real Estate Rights Analysis) 3-3-0

경매의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부동산 권리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한 관계 장부의 판독 및

분석기법 등을 교육한다.

S121050 부동산시장분석(Real Estate Market Analysis) 3-3-0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기초적 이론을 학습하고 부동산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S120320 부동산공법(Public Law of Real Estate) 3-3-0

부동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공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하고, 사인의 토지

재산권에 가해지는 공법상의 각종 및 그에 부수되는 인ㆍ허가 과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개별법의 내용을 교육한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415

E045620 부동산정보공시(Real Estate Information Disclosure) 3-3-0

부동산정보공시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률의 내용을 학습한다.

S121060 부동산경매실무(Real Estate Auction Practice) 3-3-0

부동산경매의 절차, 방법, 권리분석 등을 학습하고 실제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실무적 능력을

함양한다.

S120020 국토및도시계획(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3-3-0

국토 및 도시의 이용ㆍ개발에 따른 각종 계획의 체계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입안ㆍ결정

과정 및 계획집행에 따르는 전반적인 부분을 학습하고,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

사결정구조 및 그 세부 내용을 교육한다.

S121070 도시재생의이해(Understanding Urban Regeneration) 3-3-0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변

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S120010 감정평가론(Real Estate Appraisal) 3-3-0

불완전한 부동산시장에서 적정한 부동산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부동산감정평가

에 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부동산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자료분석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실무 응용 내용을 교육한다.

S120430 부동산마케팅(Real Estate Marketing) 3-3-0

마케팅에 대한 개념, 특성, 유형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구체적인 마케팅 기법 등을 학습하

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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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1080 부동산개발사례연구(Real Estate Development Case Study) 3-3-0

부동산개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실무적 감각을 익히고 개발기획 능

력을 함양한다.

S120540 부동산투자분석(An Analysis of Real Estate Investment) 3-3-0

투자의 개념 및 수익용부동산 투자 관련 내용으로 부동산 투자환경 및 시장 분석，화폐의

시간가치를 활용한 내부 수익률 및 순현가 개념，간접투자방과 위험관리기법 등 성공적인

투자방안을 논의한다.

S120380 부동산금융론(Real Estate Financing) 3-3-0

금융에 관한 일반론 및 부동산유동화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 금융상품의 유형

별 특성, 내용,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학습한다.

S121090 부동산컨설팅(Real Estate Consulting) 3-3-0

부동산컨설팅에 대한 이론 및 국내외 제도 등을 학습함으로써 부동산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한다.

S120280 부동산개발실무(Practice in Real Estate Development) 3-3-0

부동산개발의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유형별 절차 및 방법, 관계 법규, 사업성 분

석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행방법에 관한 실무적 내용을

교육한다.

S120490 부동산조세(Real Estate Taxation) 3-3-0

부동산관련 조세의 체계, 즉 취득, 보유, 개발 양도시에 발생되는 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고 조세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S093140 시사이슈및취창업세미나(Current issues and job search seminars) 2-2-0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산업 전반의 시사 이슈를 확인함으로써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와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S121100 부동산자산관리(Real Estate Asset Management) 3-3-0

부동산 자산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동산 자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분석방

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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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0480 부동산정책론(Real Estate Policy) 3-3-0

정책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의 개념, 유형, 특성, 과정 및 부동산시장에서 정

부개입의 근거,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구조 등 부동산활동 전반에 걸친 국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는 내용을 교육한다.

사회복지실무전공

S050090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 3-3-0

사회문제론은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을 소개한 후 한국사회의 주요 사

회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이론적, 실천

적 능력을 함양한다.

S05124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3-3-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의 기초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교과목 구조는 전 생애 주기의 발달

맥락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이론들과 인간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지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S053060 사회복지학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학개론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

한 지식과 가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과 동기, 사회복지의 실천적, 제도적 가치와 이념,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달을 이해한 후

사회복지의 실천적, 제도적 방법,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등

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S051330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 Practice) 3-3-0

지역사회복지론은 지역사회를 개입의 단위로 삼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섭렵하되,

특히 전문적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 대한 이론과 기술의 학습에 역점을 두는 교과목이

다. 따라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들이 지니는 사회적 문제와 욕구의 해결에 관여하는 사회

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교과목을 구성한다.

S050110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3-3-0

사회복지실천론은 실천교육의 개론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관

점을 정립하고 실천의 토대가 되는 사회와 현장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전문직과 자신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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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0130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3-3-0

사회복지저책 형성과 집행, 분석과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관점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내

용과 발전방안을 분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분석적, 개입적 역량과 비판적, 관계적 역량을 배

양한다.

S050280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for Social Work Practice) 3-3-0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을 학습하고 상담 외에도 사회복지실천 특성에 맞는 연계기술 및 간접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한다.

S050030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with Elders) 3-3-0

고령사회의 특성과 노인복지과제를 이해하며 노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노

인복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실천적 개입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한다.

S050150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3-0

사회복지행정론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행정이 차지하는 위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의 조직적 활동 전반을 기획, 실행, 관리, 평가, 혁신하는 데 필요한 지

식을 익히게 한다.

S052150 사례관리론(Case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3-3-0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 영역에서 수행되는 사례관리의 이론적 및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고 각 실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사례관리 수행 역량을 제고토록 한다.

S081460 사회복지법제와실천(Social Welfare Legal System and Practice) 3-3-0

사회복지교과목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교육하고 다양한 현행법령에 대한 이해 및 이의 실

제 사회복지현장 적용에 대해 교육한다.

S050140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3-3-0

사회복지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사회과학 연구역량을 함양하고 증거기반 실천

역량을 가진 현장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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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50240 프로그램개발과평가(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for Social Welfare) 3-3-0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사회복지 실천가가 수행해야 할 핵심 직무이다. 이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의의를 학습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실행 및 평가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법을 학습한다.

S050120 사회복지자료분석론(Statistics in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기초

사회통계의 기본 개념 및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컴퓨터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한다.

S050200 자원봉사론(Volunteer and Social Welfare) 3-3-0

자원봉사론은 자원봉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자원봉사 관리에 필요한 전공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자원봉사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S050290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elfare Practicum) 3-2-2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과정 및 기술을 사회

복지 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교육,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051350 청소년복지론(Social Welfare with Youths) 3-3-0

이 교과목은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제반 이론과 실천 영역과 방법을 학습하여 청소년복지전

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을 학습하고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욕구와 청소년문제를 학

습한다. 아울러 청소년을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및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학습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습득함으로써 청소년

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탐구한다.

S053950 사회복지역사(Social Welfare History) 3-3-0

사회복지역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복지 제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조명

함으로써 과거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미래 사회복지의 전개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 발전에 영향을 끼친 사회복지 사상과 철학, 정치·경제·사

회문화 요인 들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 및 제

3세계 사회복지역사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한다.

S052160 가족상담및가족치료(Family Counseling & Family Therapy) 3-3-0

개인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 실천기술로서 가족치료의

주요 모델과 실제를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가족치료가 기반하고 있는 가족

체계이론의 주요개념을 이해하고, 주요 가족치료 모델을 학습하며, 사례분석과 역할연습을

통하여 가족치료의 과정 및 기법을 훈련한다.

S053960 산업복지론(Industrial Social Work)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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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란 업무조직 안팎에서 근로자들의 업무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정부나 기업주, 혹은 노동조합의 지원 하에 행해지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가리킨다.

본 교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문제와 개별 업무조직에서 근로

자들이 당면하는 제(諸)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임상적, 행정적, 조직적, 그리고

정책적 개입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S050900 사회복지윤리와철학(Social Welfare Ethics and Philosophy) 3-3-0

이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의 사명과 실천 활동에 담겨있는 규범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필요

한 가치, 윤리이론 및 철학적 지식을 학습하고 실천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에 대처

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S050080 빈곤론(Poverty and Social Welfare) 3-3-0

본 교과목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중심적인 사회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빈곤 문제들의 양상 및 원인과 영향, 그리고 빈곤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

및 실천들의 유형과 특성, 쟁점에 대 한 체계적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H030690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and Mental Disorders) 3-3-0

본 교과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다양한 정신건

강의 문제와 질 환(장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를 이해하고 정신건강 관련 사회

복지실천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천역량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둔다.

S052130 사회복지경영론(Business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1-1-0

본 과목은 경영이론과 사회복지 이론을 접목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되, 사회복지조직 경영사례에 대한 고찰과 분

석을 하도록 한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421

❍ 융합경영전공

E078080 IT공학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2-2-0

IT와 전자전기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기본 지식들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며, 학

생들은 평소 많이 사용하고 신문 방송 등에서 접했던 IT 관련 내용들을 원리부터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 한다.

S047360 회계학원론(Principles of Accounting) 3-3-0

회계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회계에 관한 기초개념과 원리를 익혀 회계의 제 문제를 명

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하도록 한다.

S040280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3-3-0

본 교과목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모든 조직에서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마케팅의 원리

와 개념 등을 학습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진행은 소비재에서 산업재로, 내수시

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유형재에서 무형재로, 그리고 기업조직에서 비영리조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며 이루어진다.

S040100 경영학의이해(Understanding in Business Management) 3-3-0

경영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실무분야에서 관심이

높은 학문이다. 본 교과목은 경영학의 입문서로서 경영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며, 경영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S040510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3-3-0

기업의 경영활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다루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직무분석 및 직무설계, 인력모집과 선발, 역량 및 경력관리,

성과관리 및 직무수행 평가, 보상관리, 조직개발과 변화관리 등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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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1190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3-3-0

본 교과목은 조직의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법들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강생들의 경영문제 해결능력과 과학적인 사

고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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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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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모케 하여 효율적으로 기업 목적을 달성케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S044830 시장조사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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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으로 한다.

S046810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3-3-0

품질경영에 대한 기본개념과 품질개선을 위한 활동 및 통계적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품질정

의, 품질경쟁력 및 품질경영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품질경영의 핵심적 활동인 고객중심경

영, 품질전략 및 리더십, 프로세스개선 등을 학습한다. 품질경영의 사례 연구와 연습문제에

대한 학습을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품질경영상의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한다.

S041430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

기업의 주요 활동을 지원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의 유형, 구성, 개발 및 통제방법을 다루고 정

보시스템의 현행 발전추세를 논의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

하여 정보기술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S049390 실무빅데이터분석(Practical Big Data Analysis) 3-3-0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무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수

집, 적재, 처리, 분석 아키텍처와 10여 개의 핵심 기술 요소들과 더불어 빅데이터 실무 기술

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S053970 재테크관리(Finance Technology) 3-3-0

본 교과목은 재테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그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실용적인 강

좌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써 채권과 주식을 비롯한 각종 증권의 종류 및

특성, 그리고 그 투자방법 및 투자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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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7490 ERP실무(ERP Practice) 3-3-0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의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경영의 필수 요소로

서 인식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적용사례를 학습하

고 기업에서 도입된 ERP시스템 프로세스, 운영현황 등을 알아본다.

S040840 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 3-3-0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원가 절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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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우위를 높이는 과정과 관련된 전략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학

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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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9360 서비스사이언스(Service Science) 3-3-0

본 교과목은 서비스의 개발, 운영, 개선을 위하여 과학적 방법론 및 응용기술을 연구하는 학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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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0900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 3-3-0

동태적 환경에서 어떻게 기업이 전략적으로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지의 기업경영원리를 이해

시키고 어떻게 기존 사업의 활용 및 신규 사업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의 부 창출 체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게 된다.

S046230 창업실무(Start-up Practice) 3-3-0

창업과 관련된 시장분석,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출원 등 전반적인 기

술사업화 프로세스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기술사업화 사례의 리뷰 및 학습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S053600 경영시뮬레이션(Business Simulation) 3-3-0

최근 경영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하고, 문제를 발

굴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영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접목하여 재학생들의 실무능력을 제고

시키고자 한다.

E083780 비즈니스혁신(Business Innovation) 3-3-0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비즈니스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활동의 의

미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기업의 프로세스의 모델링,

프로세스 분석, work flow, 기업 경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학습한다.

S053980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3-3-0

경기변동에 대응한 합리적인 금융자산관리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자산을 운영 관리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이다. 거시경제분석 및 분산투자기법, 자산운용결과

분석, 주식운용 및 투자전략, 채권운용 및 투자전략, 파생상품운용 및 투자전략을 학습하고,

은행, 보험, 금융투자상품, 자산유동화증권 및 주택저당증권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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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학부 ■

1) 개 황

평생교육학부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생교육분야의 교육전

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평생교육전공, 재활심리치료전공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

성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발달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재활심리치료 전문가

를 양성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학부비
전 ▶

학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모습

평생학습 통합사회를 선도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목
표 ▶

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인재육성 방향
Ÿ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Ÿ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

재 양성
Ÿ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도전의 장벽을 뛰어넘어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도전적 인재 양성

① 평생교육전공 : 평생교육전공은 학교교육, 기업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함으로써 전 분야의 인적자원개발(HRD) 요구에 선도

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양성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② 재활심리치료전공 : 재활심리치료전공은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다양

한 특성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개인의 사

회적응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재활심리치료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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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방침

■평생교육학부 인재상

인
재
상

학과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전공능력과 핵심역량을 체화한 
바람직한 인재의 모습 

평생학습 통합사회를 선도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신(信‧新‧伸) 인재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

새로운 교육환경을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도전적 인재

생애단계별 특성에 대한 
이해(지식)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감(태도)하여 

대상자와 소통(기술)할 
수 있는 인재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정보를 수집‧종합분석 
하고 대상별 맞춤 지원 
방법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

다양한 현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차원적 지원 및 
네트워킹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재

■평생교육전공 주요 전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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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

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할 수 있는 평생교육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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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능
력

경일대학교 평생교육학부(평생교육전공) 인재가 체화해야 할 전공능력
생애단계별 특성이해 능

력【◯信 】
이슈 발굴 및 정보 분석 

능력【◯新 】
사회 변화 촉진 능력

【◯伸 】
생애주기에서 인간발달 
단계별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현장의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사회변화 촉진에 필요한 
실천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상담 및 컨설팅 능력
【◯信 】 교육 기획 능력【◯新 】 교육 운영 능력【◯伸 】

대상자의 
인지‧행동‧정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감 및 

소통 능력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

다양한 현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효과적으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

청소년 문화 이해 능력
【◯信 】 청소년 지도 능력【◯新 】 청소년 네트워킹 능력

【◯伸 】

청소년 문화의 특징과 
환경에 대한 이해 능력

청소년의 바람직한 
자아성장과 전인성의 
함양을 위해 청소년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청소년에 대한 다차원적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능력
※ ◯信 :信인재 전공능력, ◯新 :新인재 전공능력, ◯伸 :伸인재 전공능력, ◯공 :공통 

■재활심리치료전공 주요 전공능력

①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질환 및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조력하고 재활을 촉진할 수 있는 재활심

리치료사 양성

② 현장에서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주요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③ 학교교육, 기업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함으로써 평생교

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할 수 있는 평생교육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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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능
력

경일대학교 평생교육학부(재활심리치료전공) 인재가 체화해야 할 전공능력
생애특성 이해 능력

【◯信 】
이슈 발굴 및 정보 분석 

능력【◯新 】
사회 변화 촉진 능력

【◯伸 】
생애주기에서 인간발달 
단계별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현장의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사회변화 촉진에 필요한 
실천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상담 및 컨설팅 능력
【◯信 】 교육 기획 능력【◯新 】 교육 운영 능력【◯伸 】

대상자의 
인지‧행동‧정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감 및 

소통 능력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

다양한 현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효과적으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

개별화 맞춤형 지원 능
력【◯新 】 사례 관리 능력【◯伸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 방법 창출 
능력

대상자의 잠재능력과 
심리‧신체‧환경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연계·지원 관리하는 

능력
※ ◯信 :信인재 전공능력, ◯新 :新인재 전공능력, ◯伸 :伸인재 전공능력, ◯공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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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소개

■평생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은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하여 학교 및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

장의 평생교육과 청소년 교육에 특화된 교육전문가를 매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

다. 평생교육전공 졸업생들은 졸업과 함께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으며, 졸업 후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및 일반기업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 청소

년수련시설, 청소년보호시설 등 청소년교육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본

교 교육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교

육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재활심리치료전공

재활심리치료전공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개인의 생애주기별 발달 및 학습욕

구를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개입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표

를 두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가능한 국가자격증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재활심리사(보건복지부)와 평생교육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증으로 취

업의 기회를 높이고, 전문적 자질을 갖춘 재활심리치료사로 활동을 지원한다. 재활

심리치료전공의 졸업생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의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환경적

어려움 지원과 관련된 교육 및 지원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바탕

으로 대구자활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발달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제공기관 등에서 현장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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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표

■평생교육전공

1학기 2학기

시수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전필 전공기초(T) 평생교육론 3 3 0 전선 전공기초(T) 심리학의이해 3 3 0

전필 전공기초(T) 상담심리학 3 3 0

소계 6 6 0 3 3 0

전선 전공핵심(R) 청소년문제 3 3 0 전필 전공핵심(R) 평생교육방법론 3 3 0

전선 전공핵심(R) 청소년상담 3 3 0 전선 전공핵심(R) 성격심리학 3 3 0

전필 전공핵심(U) 교육공학 3 3 0 전선 전공핵심(U) 문화예술교육론 3 3 0

전선 전공핵심(U) 청소년문화 3 3 0 전선 전공핵심(U) 청소년지도방법론 3 3 0

소계 12 12 0 12 12 0

전선 전공핵심(R) 청소년복지 3 3 0 전선 전공핵심(R) 심리진단및평가 3 3 0

전선 전공핵심(R) 노인교육론 3 3 0 전선 전공핵심(U) 평생교육경영론 3 3 0

전선 전공핵심(U)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3 0 전선 전공핵심(U) 원격교육론 3 3 0

전선 전공핵심(U) 청소년수련활동 3 3 0

소계 12 12 0 9 9 0

전선 전공심화(S) 시민교육론 3 3 0 전선 전공핵심(U)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전선 전공심화(S) 학습심리학 3 3 0 전선 전공심화(S) 평생교육실습 3 0 6

전선 전공심화(T) 청소년정책론 3 3 0 전선 전공심화(S) 평생교육세미나 1 1 0

소계 9 9 0 7 4 6

교양필수 : 0 학점 교양선택 : 0 학점 0 학점

전공필수 : 12 학점 전공선택 : 58 학점 70 학점

2022학년도 교육과정표

학부(과) : 평생교육학부

전     공 : 평생교육전공

학년
구분 교과목 학점 구분 교과목 학점 

편 성 학 점

4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1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2

편 성 학 점 편 성 학 점

3

편 성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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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심리치료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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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해설

■평생교육전공

S092690 평생교육론(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3-3-0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운영체제를 파악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

점을 정립한다.

H031070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 3-3-0

인간 정신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담이론을

학습한다.

H030560 심리학의이해(Introduction to Psychology) 3-3-0

성격에 대한 정의와 성격심리학의 여러 쟁점을 탐색하고, 다양한 성격이론들이 제

시하는 인간모습과 특성에 관한 견해를 학습한다.

S052710 청소년문제(Problems in Adolescence) 3-3-0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들을 이해하여 이에 대한 해

결방안을 모색하고 예방적 접근에 대해 알아본다.

S052690 청소년상담(Counseling for Adolescence) 3-3-0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 상담의 과정과 방법을 익힌다.

S053180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 3-3-0

교육공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론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론의

변화 동향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S052670 청소년문화(Youth Culture) 3-3-0

청소년 문화의 특성과 청소년 문화의 다양한 영역별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이

해한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개념과 이론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영역별로 나누어

청소년의 삶의 특징을 조망하여 청소년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S091790 평생교육방법론(Introductional Method in Lifelong Education) 3-3-0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학습목적과 학습내용에 따라 활용되는 평생교육방법들을

습득한다.

H030410 성격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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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대한 정의와 성격심리학의 여러 쟁점을 탐색하고, 다양한 성격이론들이 제

시하는 인간모습과 특성에 관한 견해를 학습한다.

A050140 문화예술교육론(Introduction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ory)

3-3-0

평생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S052680 청소년지도방법론(Youth Guidance Methodology) 3-3-0

청소년지도를 위한 이론적 지식과 개념을 학습한다.

S052660 청소년복지(Social Welfare with Youth) 3-3-0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문제 및 청소년 복지에 관한 제

반이론과 실천영역의 현황 및 과제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S092900 노인교육론(Introduction to Education Gerontology) 3-3-0

노인들의 학습특성과 발달특성을 이해하여 노인학습자들의 학습기회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른다.

S05260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3-3-0

평생교육사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습득해야 할 기숙을

익힌다.

S052720 청소년수련활동(Youth Work and Practice) 3-3-0

청소년 활동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 영역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H031180 심리진단및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and Diagnosis) 3-3-0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주요 심리

진단 도구들과 대표적인 심리검사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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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3140 원격교육론(Theory of Distance Education) 3-3-0

원격교육의 개념적 특성과 필요성, 역사적 발전 과정, 주요 이론 등 원격교육에 대

한 이해를 다지기 위한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한 실제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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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71800 시민교육론(Introductional Citizen Education) 3-3-0

시민교육의 기초적인 이론과 시민교육의 주체와 방법 등을 학습한다.

H030810 학습심리학(Learning Psychology) 3-3-0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학적 기제를 학습한다.

S052700 청소년정책론(Adolescent Policy) 3-3-0

사회구성원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하여 탐

색한다.

S053120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Adolescent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3-3-0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여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전문지도사로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방법을 학습한다.

S052590 평생교육실습(Lifelong Education Practicum) 3-0-6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기관에 나가 참관, 참가, 실제 실습을 통하여 평생교육 전반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 실천하여 연구 검토한다. 또한, 사전교육 및 실습 후 평가

교육을 실습 전후에 부과한다.

S093090 평생교육세미나(Lifelong Education Seminar) 1-1-0

현장 전문가로서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재활심리치료전공

S092690 평생교육론(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3-3-0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운영체제를 파악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

점을 정립한다.

H031070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 3-3-0

인간 정신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담이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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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30560 심리학의이해(Introduction to Psychology) 3-3-0

성격에 대한 정의와 성격심리학의 여러 쟁점을 탐색하고, 다양한 성격이론들이 제

시하는 인간모습과 특성에 관한 견해를 학습한다.

H030140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 3-3-0

마음의 이상을 이해하는 응용심리학으로서 심리학적 이론들과 정신장애의 주요 진

단기준에 대해 학습한다.

E044390 안전관리와응급처치(Safety Education and Emergency Treatment) 3-3-0

구조·구급·안전을 위한 응급처치에 관한 응급처치의 개요와 근육상해와 골상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방법을 습득한다.

S053180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 3-3-0

교육공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론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론의

변화 동향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S053570 장애아동의이해(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3-3-0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관련법, 장애아동의 정의 및 특성, 진단방법, 중제방법, 교수방

법 및 전략, 지원환경 등에 대해 학습한다.

S091790 평생교육방법론(Introductional Method in Lifelong Education) 3-3-0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학습목적과 학습내용에 따라 활용되는 평생교육방법들을

습득한다.

H030410 성격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 3-3-0

성격에 대한 정의와 성격심리학의 여러 쟁점을 탐색하고, 다양한 성격이론들이 제

시하는 인간모습과 특성에 관한 견해를 학습한다.

A050140 문화예술교육론(Introduction to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ory)

3-3-0

평생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H031190 재활상담(Rehabilitation Counseling) 3-3-0

재활상담의 개념과 재활상담의 이론, 사례관리 기술 등을 학습하여 재활현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에 대해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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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30040 발달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인간발달적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주요 심리장애의 정의 및 특성, 원인과 경과,

그리고 진단방법과 중재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S092900 노인교육론(Introduction to Education Gerontology) 3-3-0

노인들의 학습특성과 발달특성을 이해하여 노인학습자들의 학습기회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른다.

S05260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3-3-0

평생교육사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습득해야 할 기숙을

익힌다.

H031180 심리진단및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and Diagnosis) 3-3-0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주요 심리

진단 도구들과 대표적인 심리검사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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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3580 장애아동청소년심리재활(Psychological R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y) 3-3-0

장애아동의 심리적 재활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

의 이해를 토대로 장애아동청소년의 독특한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재활심리 서비스

를 제공할 이론적 토대를 학습한다.

S052590 평생교육실습(Lifelong Education Practicum) 3-0-6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기관에 나가 참관, 참가, 실제 실습을 통하여 평생교육 전반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 실천하여 연구 검토한다. 또한, 사전교육 및 실습 후 평가

교육을 실습 전후에 부과한다.

S071800 시민교육론(Introductional Citizen Education) 3-3-0

시민교육의 기초적인 이론과 시민교육의 주체와 방법 등을 학습한다.

H030810 학습심리학(Learning Psychology) 3-3-0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학적 기제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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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31200 재활심리사례연구법(Case Study Methods for Rehabilitation Psychology)

3-3-0

심리재활이 필요한 내담자의 현재 인지 및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담

자의 변화를 기반으로 재활을 실시하는 방안을 학습한다.

H031210 긍정심리재활(Positive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3-3-0

인간의 긍정적 성품을 탐구하고 인간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H031220 재활심리현장실습 3-0-6

재활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재활서비스 현장에서

실습을 실시한다.

S093090 평생교육세미나(Lifelong Education Seminar) 1-1-0

현장 전문가로서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 국제KIUM학부 ■

1) 개황

경일대학교 학부(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 지식 함양과 대학 생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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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일대학교 학부(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월하게 전공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학생 친화적 교육 환경을 구축함과 더불어 한국어 및 한국 문

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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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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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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Ÿ 추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양한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유학생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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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4)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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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해설

한국어응용I, II(Korean application I, Ⅱ)

토픽 3급을 목표로 토픽 기초과정 진행

태권도(Taekwondo I, Ⅱ)

태권도의 단계별 수련을 통한 한국의 예의범절 교육 및 품성 함양

한국어심화I, II(Intensive course of Korean, I, Ⅱ)

토픽 4급 이상을 목표로 토픽 심화과정 진행

음악으로배우는한국어(Korean to learn with music)

다양한 K-pop을 활용하여 한국어 듣기 능력 향상

스포츠활동과커뮤니케이션(Sports activities and communication)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움으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

K-뷰티&패션트랜드(K-Beauty and fashio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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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한국사회의이해(Understanding of modern Korean society)

한국의 지리, 한국의 정치, 경제문제, 가족문제, 사회갈등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 및 발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 향상

한국사회와정보통신기술(Korean Societ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과학 및 창의적 소프트웨어 설계 학습 및 역량

강화

한국인의법과생활(Korean Law and Life)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알아야 할 각종 법률 지식과 법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상식 학습

글로벌매너와리더십(Global Manners and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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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직장 내 예절, 에티겟, 테이블매너, 음주매너, 공공장소에서의 생활매너 및 다양

한 상황들을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능력 및 리더십 함양

한국어종합발표(Comprehensive skills for Korean presentation)

다양한 발표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 해봄으로써 종합적인 한국어 구사능력

함양

■ 스마트융합학부 ■
1) 개황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면서 미래사회 핵심기술인 Big Data, IoT, Mobile, AI,

Cloud의 5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 학부인 스마트 융합학부를 통해 재

학생들에게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융합기술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융합적 소양

을 지닌 인재양성을 하고자 한다.

2) 교육목표

스마트 융합학부를 통해 소프트웨어 및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기반 융합기술 교육·연

구·개발을 진행하며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와 다양한 非 IT분야의 창의적 융합을 통한 혁신

인력을 양성한다.

3) 교육방침

가상 학부로 구성되어 모든 과목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

BIMAC 관련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여 나노디그리, 부전공, 복수 전공을 학위를 추

가로 취득 가능

BIMAC 분야

① Big Data

② IoT

③ Mobile

④ A.I

⑤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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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표

학년

제 1 학기 제 2 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구분 교과목 학점 
시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선 파이썬프로그래밍응
용(B) 3 3 0 전선 파이썬프로그래밍

기초(B,I,M,A,C) 3 3 0

전선 앱프로그래밍(I,M) 3 3 0 전선 웹프로그래밍(I,M,
C) 3 3 0

전선 오픈소스코딩(M) 3 3 0 전선 알고리즘입문(A) 3 3 0

전선 데이터와통계(B,A) 3 3 0 전선 스마트기초수학(I,
C) 3 3 0

전선 딥러닝의이해(A) 3 3 0 전선 머신러닝의이해(A) 3 3 0

전선 AR/VR의이해와응용
(M) 3 3 0 전선 사물인터넷심화(I) 3 3 0

전선 빅데이터심화(B) 3 3 0 전선 데이터베이스의이
해(B,C) 3 3 0

전선 블록체인기술(B,I,M,
C) 3 3 0 전선 클라우드심화(C) 3 3 0

전선 BIMAC종합설계 3 2 2 전선 BIMAC종합설계 3 2 2

소계 편 성 학 점 27 26 2 편 성 학 점 27 26 2

- 이수체계도

스마트 코딩세부 기술 분류 교양 스마트 심화스마트 수학 스마트 활용

딥러닝의
이해(A)

AR/VR의
이해와 응용(M)

빅데이터의
심화(B)

파이썬프로그
래밍 응용(B)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BIMAC)

알고리즘
입문(A)

머신러닝의
이해(A)

사물인터넷
심화(I)

데이터베이스
의 이해(BC)

클라우드
심화(C)

유쾌한 코딩

데이터와
통계(BA)

앱프로그래밍
(IM)

웹프로그래밍
(IMC)

스마트
기초수학(IC)

오픈소스
코딩(M)

BIMAC 
종합설계

IoT가 바꾸는
세상

사례로 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이해

블록체인기술
(BIMC)

2학기 개설 2학기 개설1학기 개설 1학기 개설

1,2학기 개설

기초 교양

5) 교과목 해설

E056950,BIMAC종합설계(BIMAC Design),3/2/2

- 스마트융합학부 학생들의 종합설계 능력 향살과 인접 학문의 융합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교과목

-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창의적사고력,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고 팀플레이를 통해 협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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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

E078710,앱프로그래밍(App Programming),3/3/0

- 컴퓨터사이언스 학부의 전공적 기본 역량을 토대로 스마트폰 앱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바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는

앱프로그래밍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다.

E079730,파이썬프로그래밍응용(Application of Python),3/3/0

-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응용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실무 중심 분석 및 모델링을 실습하여 파이썬 프로그래밍 역량을 강화한다.

E079740,오픈소스코딩(Open Source Coding),3/3/0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과학 및 오픈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본 교과목은 데이터 표현과 논리회로부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과학 및

소프트웨어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E079750,데이터와통계(Data and statistics),3/3/0

- 본 교과목은 통계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통계학 수업이다. 본 수업에서는

오픈소스인 R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R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면서, 통계

분석의 핵심적 이론을 습득한다.

E079780,딥러닝의이해(Understanding of Deep Learning),3/3/0

- 이 교과목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딥러닝의 기본 원리 및 이를 응용한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

E079790,AR/VR의이해와응용(Understanding of AR/VR),3/3/0

- AR과 VR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디스플레이의 역사 및 AR VR의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AR과 VR을 구현하기 위한 영상, 소리등의 처리 방법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E079800,빅데이터심화(Deep Understanding of Big Data),3/3/0

-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영역 중 하나인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활용에 대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기초적 R언어와 데이터의 다양한 입출력, 데이터

시각화, 기초통계학, 시계열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학습한다.

E079810,블록체인기술(blocking chain technology),3/3/0

- 본 강의는 블록체인의 역할과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분석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하는 것에 주된

목표가 있다.

E072900,웹프로그래밍(Web Programming),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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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인 웹프로그래밍 기술 및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내용을 익히고

웹프로그래밍을 위한 중요 언어인 HTML5(웹언어), CSS3(Cascading Style Sheets,

스타일적용), JavaScript(움직임, 계산)를 학습한다.

E079490,머신러닝의이해(Understanding of Maching Learning),3/3/0

- 본 강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 기계 학습 문제들을 해결하는 코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파이썬 기반

인공지능 기초 학습, 기계학습의 지도학습 및 비지도학습에 대해 배운다.

E079690,파이썬프로그래밍기초(Python Programming Basic),3/3/0

- 본 교과목은 프로그래밍 기초 교과목으로 코딩의 전반적인 개념,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의 이해 및 구현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E079700,알고리즘입문(Understanding of Algorithm),3/3/0

- 고급 자료구조, 알고리즘 성능분석 기법, 그리고 알고리즘 설계기법을 숙지하여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알고리즘 성능 분석 방법과 설계

기법을 교육한다.

E079760,사물인터넷심화(Deep Understanding of IoT),3/3/0

- 사물인터넷 기술은 4차산업기술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교과목을 통하여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아두이노를 활용한

사물인터넷기술에 대하여 배워본다.

E079770,클라우드심화(Deep Understanding of Cloud),3/3/0

- 클라우드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기법 및 클라우드의 최신 동향 및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여러 기법 들에 대해 학습한다.

N010440,스마트기초수학(Smart Basic Math),3/3/0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수학적 요소에 대해 이해하며, 이를 파이썬 코딩을 통해

구현해보면서 향후 AI 학습에 기초가 된다.

S020440,데이터베이스의이해(Understanding of database),3/3/0

- 테이터를 컴퓨터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기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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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직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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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사 업 명 : 대학혁신지원사업(UI)

○ 주관/전담기관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총사업기간 : 2022.03.01.~2025.02.28.(3년)

○ 사업 기본방향

-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 추진

○ 사업비전 및 목표

- 대학중장기발전기계획 ｢K1U 2030｣의 비전 및 발전목표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목표를 ʻ산업전환(IX)의 신 가치창출 대학ʼ으로 설정

- 각 영역별 혁신전략을 바탕으로 ʻ특성화 분야의 산업전환 지원 지역혁신 허브 구축ʼ을
위한 [K1U IX Rd. 혁신모델 – IX지원을 통해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확실한 길]을

설정하고 대학의 IX 특성화 역량 강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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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조직 및 추진 체계

○ 연혁

-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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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1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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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KIU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 개최

2020.03.10.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

2020.03.24. 1차년도 실적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2020.04.16.~23. 1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2020.05.29. 1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2020.07.07.~10.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2020.09.02. KIU 교육혁신 포럼 개최

2020.09.18.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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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U인권센터

1)설립목적

KIU인권센터는「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

KIU인권센터는 경일대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을 목

적으로 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한 성고충 상담과 인권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성과 인

권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고 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2)연 혁

- 2017. 04 학생행복상담실 설치

- 2017. 04 학생행복상담실 규정 제정

2020.10.16. 2020년 클라우드형 비교과 컨소시엄 협약식 개최

2020.10.30.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

2020.11.10.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1차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021.01.15.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2차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021.01.27. 2차년도 성과 공유회 개최

2021.03.10. 3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1차 교부

2021.03.22. 2차년도 실적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2021.04.02. 3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2021.04.23.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2021.05.07.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포함) 사업비 사
용실적보고서 제출

2021.08.03.~18. 3차년도 연차/3개년 종합 실적보고서 제출

2021.09.08. 3차년도 대학혁신포럼 개최

2021.10.29. 3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022.02.17. 3차년도 비대면 성과공유회 개최

-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2022.03.18. 2022년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체결

2022.03.23. 3차년도 실적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2022.04.01. ‘대학혁신운영위원회’ 구성

2022.04.14. 3차년도 실적보고서 제출

2022.05.10. 대학 간 공유‧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05.20.~25. 2주기(`22년~`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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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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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성

인권대책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팀  원

김현정

정진규

김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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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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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계약학과 신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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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2021년 02월 미래융합대학 첫 1회 졸업생 31명 배출

2022.03.02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학위과정 미래융합대학 143명 입학

2022.06.0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6년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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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윤리위원회
1) 설치 근거와 목적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본교「생명윤리위원회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연구의 윤리성 확보와 연구

자·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업무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1964), 「생명윤

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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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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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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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03. 01. 5대 위원장 양인숙 교수(간호학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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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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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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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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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스마트혁신본부 스마트콘텐츠&미디어랩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실감형 콘텐츠(AR, VR, MR)와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감 콘텐츠 제작

과 단계별 테스트 베드, 상용화 서비스 가능한 Media Lab 공간 확보 및 관련분야의 지역

거점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메타버스 관련 산업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 및 디자인 연구

- 디지털콘텐츠 기획, 제작, 상용화 연구

2) 주요사업

- 국내 실감형 콘텐츠와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론 및 응용연구

-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실감형 콘텐츠와 메타버스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용

역

- 실감형 콘텐츠와 메타버스 관련 산업체의 필요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 국내외 실감형 콘텐츠와 메타버스 관련 타 기관과의 산업기술의 협력

- 실감형 콘텐츠 분야 특화장비 확보 및 테스트베드 활성화

- 실감형 콘텐츠 관련 장비운영, 콘텐츠 제작, 상용화, 인력양성

- 실감형 콘텐츠와 메타버스 관련 연구발표회 및 산학 협력 강연회 개최

- 실감형 콘텐츠와 메타버스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 실감형 콘텐츠와 메타버스 관련 첨단기술 분야 연구의 활성화

- 실감형 콘텐츠와 메타버스 관련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7. 스마트혁신본부 스마트 웰니스 융복합 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스포츠 및 웰니스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업 연계

테크놀러지를 개발 보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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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선수들의 동작 분석 및 종목별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수집

- 일반인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관련 연구 수행

2) 주요사업

- 축구경기 분석 프로그램 교육 및 운영

- 골프경기 빅데이터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기업을 포함한 조직 내 건강관리 프로그램 분석

- 스포츠 IoT 관련 산업체의 필요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스포츠 및 웰니스 관련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용역

- 스포츠 및 웰니스 관련 연구발표회 및 산학 협력 강연회 개최

- 스포츠 및 웰니스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 스포츠 IoT 관련 첨단기술 분야 연구의 활성화

- 웰니스 관련 IoT관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8. 스마트혁신본부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1) 연구목적

-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SW기술력이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다양한 IT 융합 분야의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SW핵심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대학 내의 소

프트웨어융합 관련 교육 및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산학협력을 통하여 소프트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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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의 우수한 고급 소프트웨어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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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사업
- 국내외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후 혁신적인 교육 기술에 관련

된 연구 개발(IT 융합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 활용)

- 국내외 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연구개발 인력 교환

- 국내외에서의 학술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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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화, 학제간 공동연구 추진 등의 연구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9. 창업지원단
1) 설립목적

창업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9호)에 의해 창업지원 역량

및 인프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지원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지역별 거점대학

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업기반조성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2) 연 혁

- 2011.01.01 창업지원단 설립

- 2011.02.16 경북 거점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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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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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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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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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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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최우수 창업보육센터 선정

- 2021.02.24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평가 (S등급, 6년연속)

- 2021.0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선정

- 2022.03.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사업 선정

- 2022.04.1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2021년 경영평가 A등급 선정

- 2022.04.1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선정

- 2022.04.2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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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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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단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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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단

우수(예비)창업자 및 연구소기업발굴

창업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

• 상하반기 교육과정 홍보/모집/선발/운영/평가

• 워크숍, 기술Mart설명회, 취업매칭데이 운영

• 수료우수창업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대구청년창업

사관학교

우수 청년창업자 발굴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 보유)

입교생 대상 창업 인프라 지원

특화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입교생 관리 및 상담, 입주공간 제공, 창업교

육 및 코칭 운영

•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촬영 및 홍보 지원

• 투자교육 및 연계, 창업유관기관 협업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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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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INC3.0 사업단
1) 사업단현황

○ 사 업 명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수요맞춤성장형)

○ 사업기간 : 2022.03.01.~ 2028.02.29.(3년+3년)

○ 사업단장 : 2022.03.01.~ 현재 / 김현우(철도학부)

○ 사 업 비 : 금3,862,412,000원

2)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대구‧경북 산업 분석에 따른 산업전환(IX: Industrial Transformation)의 요구

를 반영한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신기술 기반 산업전환을

위하여 DX모빌리티, XR미디어를 신기술 분야로 선정

※DX: Digital Transformation, XR: Extended Reality

○ 주요내용

- 산학연 융합 교육을 통한 信 IX 인재 양성, IX 선도 R&BD 고도화를 통한 新

가치 창출, 공유·협업 선도모델을 통한 伸 Open Innovation을 목표로 「미래 신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의 비전 제시

3) 참여학사조직(2021.04.01.字 정보공시 기준)

단과
대학 학부(과) 교원

(명)
학생
(명)

단과대
학 학부(과) 교원

(명)
학생
(명)

SMART
엔지

니어링
대학

기계자동차학부 12 411 SMART
인프라
대학

국토정보학부 공간정보전공 3 64
기계
자동
차

학부

자율주행자동차전공 4 46 화학공학과 9 238
부동산지적학과 4 191

로봇‧모빌리티전공 4 152

SMART
라이프
대학

사진영상학부 11 460

전자공학과 7 158 영상콘텐츠제작학과 4 56
컴퓨터사이언스학부 13 316 만화애니메이션학부 6 174

SMART
인프라

철도학부 8 164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4 121

소방방재학과 11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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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및 구성원

소속 직위 성명

LINC3.0사업단 단장 김현우

LINC3.0사업단 부단장 노광택

LINC3.0사업단 부장 이진우

LINC3.0사업단 전임 김민정

LINC3.0사업단 산학교육센터장/창업교육센터장 오진탁

LINC3.0사업단 DX모빌리티ICC센터장 김동길

LINC3.0사업단 XR미디어ICC센터장 김유진

LINC3.0사업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노광택

LINC3.0사업단 KOLLABO공유협업센터 엄태영

○ 산학인재교육원 : D-DIM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산학교육센터

§ 신산업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운영

§ GPS현장실습(글로벌, 자율, 표준 현장실습) 운영

§ LED캡스톤디자인 지원(일반, 기업연계, 글로벌 및 다학제 캡스톤디자인)

운영

§ 특화분야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

대학

건설방재공학과 7 201 사회복지학과 6 187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6 182 K-뷰티화장품산업학부 3 17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5 164 상경학부 경영학전공 8 170
전기공학과 5 206 식품개발학과 2 75

합계 142 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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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센터

§ BE the CEO 창업교육 지원

§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운영 및 지원

§ 창업역량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DX모빌리티ICC

- DX모빌리티 특화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 DX모빌리티 특화분야 TEC패키지 등 단기 산업체 연계과제 운영

○ XR미디어ICC

- XR미디어 특화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 XR미디어 특화분야 TEC패키지 등 단기 산업체 연계과제 운영

○ 기업성장지원센터

- 기업의 단기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업자문 프로그램 운영

- 산업체 재직 교육 지원

- 미래 신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연 포럼 및 세미나 운영

- 평생가족회사 관리

○ KOLLABO공유협업센터

- 대학ž산업체ž지역 간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유ž협업체계 구축 및 플

랫폼 연계

- 대경권, 초광역권, ICC간 공유ž협업 협의체 구축 및 플랫폼 연계

○ 기획운영팀

- 예산, 사업계획, 운영, 평가 지원

- 각종 위원회 관리 및 홍보 지원

- 산학협력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 성과관리팀

- 산학연 성과관리 및 확산

- 산학협력 통합정보시스템(KOLLABO플랫폼 등)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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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단
1) 사업개요

사업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교육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총사업기간 2018.09.01~2024.02.28 [4+2년]

사업개요

m 고졸자의 진학욕구와 조기취업목적 달성→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의

조기 확보

m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하여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중심의 기업현장 교육을 결합한 3년

6학기제 운영원칙

m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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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9. 교육부주관 ‘1차년도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 협약(14억 6천 5백)

2018.10. 사업단 조직 신설 / 사업단장 취임(안승섭, 토목공학과)

2019.02.25~26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신입생 71명 입학)

2019.04. 사업단장 취임(홍재표, 전자공학과)

2019.06.24. 교육부주관 ‘2차년도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 협약 (11억 4천)

2019.10.08. 사업단장 취임(이진춘, ICT경영학부)

2020.03. 단과대학(기업인재대학) 체제로 전환

2020.03.02.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51명)

2020.06.08. 교육부주관 ‘3차년도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 협약 (11억 6천)

2021.03.01. 스마트경영공학과 신설운영

2021.03.02.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57명)

2021.06.17. 교육부주관 ‘4차년도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 협약(11억 4천 5백)

2021.07.01. 사업단장 취임(박광서, 전기공학과)

2022.01.01. 사업단장 취임(남지운, 스마트푸드테크학과)

2022.03.02.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64명)

2022.05.24. 교육부 주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단계평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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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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운 사업총괄 2022.01.01.

부단장 장부환 사업총괄 2022.01.01.

전담

교수

우종현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운영 제반업무

(입학, 기업 발굴, 학생지도)
2020.03.01.

최원국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운영 제반업무

(입학, 기업 발굴, 학생지도)
2021.03.01.

손상수
스마트푸드테크학과 운영 제반업무

(입학, 기업 발굴, 학생지도)
2019.12.01.

이재웅
스마트경영공학과 운영 제반업무

(입학, 기업 발굴, 학생지도)
2021.03.01.

부장 이종덕 사업 실무총괄 2018.10.01.

팀원 이정민 사업비관리, 사업단 총무업무(업적평가, 출장복명 등) 2018.11.01.

팀원 채윤아 학사관리 제반업무(수강, 성적, 장학, 졸업 등), 자산관리 2020.04.01.

팀원 박주영 입학 제반업무, 협약기업 관리업무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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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속기관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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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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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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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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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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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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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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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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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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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9. 10 중국 충칭재경전문대학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20. 12. 17 중국 제남직업학원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21. 05. 26 중국 신장사범대학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21. 05. 31 중국 제남직업대학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21. 07. 01 국제교류교육원장 및 한국어학당원장 강형구 교수 취임

․2021. 07. 30 중국 대련예술대학 학술교류 협약 체결

․2021. 08. 05 중국 서남의과대학 학술교류 협약 체결

․2021. 09. 29 중국 서남의과대학 자매결연 협약 체결

3) 조직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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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교육원 원장

국제교류교육원 부원장

운영위원회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 한국어학당

팀장 김홍석 팀장 김홍석 팀장 김홍석

계장 조현정 계장 조현정 팀원 김종율

팀원 김민지 팀원 김종율 팀원 김민지

팀원 최세헌

4) 한국어 강좌 및 시설현황

가. 주요업무

팀 주요 업무

국제교류팀

․국외 대학 및 기관 MOU 현황 관리

․국내 외 협력업체 발굴 및 관리

․중외합작판학프로그램 관리

․해외 거점 센터 관리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 관련 업무

․유학생 유치 홍보 업무

국제학생지원팀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입학 관련 업무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학사 관련 업무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상담, 생활, 민원 지원 업무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체류 관련 업무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통번역 지원 업무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학생생활관 관리 업무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 문화체험 및 교류 행사 관련 업무

한국어학당 ․어학연수과정 입학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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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설강좌

다. 시설현황

2. 평생교육원

1) 설립목적 및 취지

평생교육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경일대학의 교육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

에 열린교육을 제공함으로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다

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급하여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설립의 목적

이 있으며, 설립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어학연수과정 상담, 생활, 민원 지원 업무

․어학연수과정 체류 관련 업무

․어학연수과정 학생생활관 관리 업무

․어학연수과정 수료식, 학기별 문화체험 관련 업무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 학적 관련 업무/ KIU TOPIK

시행 / 제증명 발급

․강사 초빙, 시수배정, 강사료 지급 관리 업무

시 설 세부사항

행정 및 강의 시설

․국제교류교육원 원장실 (22-101)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 (22-106)

․국제교류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세미나실 (22-203 ∼ 205)

․한국어학당 강사 대기실 (22-107)

․한국어학당 강의실 (22-102 ∼ 105)

강 좌 세부사항

한국어과정

․매년 4회 신입생 모집

․4학기 과정(학기당 10주)의 강좌 개설 및 운영

․급수별 1~6단계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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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교양교육, 예술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

에 기여 한다.

셋째, 급변하는 정보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

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재학생에게 어학 및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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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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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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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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담당교사 직무연수 심화과정 연수실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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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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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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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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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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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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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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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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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구성(2022.05.01. 기준)

평생교육원 원장 엄태영

운영위원회

평생교육원 부장 윤성일

담당 김신혜

KALS-TS
센터장 : 박용경

BLS-TS
센터장 : 김아정

재해구호전문
인력양성센터
센터장 : 김아정

임상간호
시뮬레이션센터
센터장 : 박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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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 산하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BLS-TS, KALS-TS 조직 편입

2019.11.08 평생교육원 원장 이홍배 교수 취임

2019.12.30 울진군 경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장 사용 승인허가

2021.08.23 평생교육원 원장 엄태영 교수 취임

2021.12.16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2022.03.14 비학위과정 프로그램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국가자격증 과정”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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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ALS-TS

1) 설립목적 및 취지

KALS-TS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정한 KALS Training Site로 한국전문소생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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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혹은 그 과정에 있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한심폐소생협회의 한국전문소생술 운영 지침에 따라 KALS(Korean Advanced

Life Support) Provider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병원내 심정지 상황에서 고품질의 심

폐소생술, 수동 제세동, 약물처치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한심폐소생협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

화된 국제적인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KALS-TS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 우수한 인

력을 배출함으로써 대학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2) KALS-TS 연혁

‧ 2018. 06. 01. KALS-TS 신설

‧ 2018. 06. 01. 센터장 양인숙 교수 취임

‧ 2019. 03. 01. 센터장 엄지연 교수 취임

‧ 2020. 02. 01. 센터장 김미정 교수 취임

‧ 2022. 01. 01. 센터장 박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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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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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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LS-TS

1) 설립목적 및 취지

BLS-TS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이하 AHA)에서 지정한 AHA BLS

Training Site로 의료인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소속 강사를 관리함으

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보건의료나 건강증진에 관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혹은 그 과정에 있는 학부생

을 대상으로 AHA 지침에 따라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Provider 교육과정

을 운영

- 의료종사자 및 의료종사계열 학부생을 제외한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인 교

육과정 운영

- 대한심폐소생협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화된 국제적

인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BLS-TS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대

학 및 지역사회에 기여

2) BLS-TS 연혁

‧ 2015. 09. 16. BLS-TS 신설

‧ 2015.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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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4. 01. 2019년 경상북도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 2020. 03. 01. 센터장 황정현 교수 취임

‧ 2020. 04. 01. 2020년 경상북도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 2021. 02. 01. 센터장 김아정 교수 취임

‧ 2021. 04. 01. 2021년 경상북도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 2021. 04. 01. 2021년 대구광역시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 2022. 04. 01.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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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BLS-TS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총괄
Ÿ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총괄
Ÿ 경북교육청/대구교육청 교원실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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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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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Ÿ 연간 계획에 따른 운영

대구광역시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Ÿ 연간 계획에 따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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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학과 교육시설 위치 비고

응급구조학과 기본심폐소생실습실 07호관 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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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

1) 설립목적 및 취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62호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가 「재해구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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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공모를 거쳐 지정됨

가. 센터의 교육 목표

-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현장구호요

원 및 관리자, 강사 등의 믿음직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및 배출

- 응급구조학과, 소방방재학과, 심리치료학과 둥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 운영

- 기본과정, 전문가 및 실무자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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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01. 01. 센터장 김아정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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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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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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의 보수교육

나) 시설현황

관련학과 교육시설 위치 비고

응급구조학과

e-강의실 07호관 312호

기본심폐소생실습실 07호관 220호

응급임상술기 실습실 07호관 211호

전문심장소생실습실 07호관 213호

전문손상소생실습실 07호관 221호

상담심리학과
실험실 03호관 104-1호

놀이치료실 03호관 104-2호

집단상담실 03호관 1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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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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센터와

상호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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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하여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함

나) 경일대학교 특성화 전략과 연계

  - 고등교육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본과정, 기본과정(블렌디드), 보수교육과정(대면), 전문
가과정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도록 소방방재학부, 상담심리학과, 응급구조학과의 전임교수와 소방 실
무를 하고 있는 현직 소방관을 포함한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내실있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운
영하고자 함
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지역내 재난관련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강
화 
 - 출장강의 진행: 울진권, 부산권, 진주권, 안동권의 4개 지역내 권역을 중심으로 일정 규
모 이상의 교육인원이 집합 가능할 경우, 강사진의 출강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본교 교
수진과 현지 전문외래강사가 함께 과정을 진행하도록 계획 중임

소방방재학부
소방기계종합실습실 08호관 B102호

소방경보종합실습실 08호관 223호

화재조사분석실습실 08호관 B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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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상간호시뮬레이션센터(KIU CARE CENTER)

* KIU CARE(Clinical Advanced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CENTER

1) 설립목적 및 취지

가) 목표

- 실습교육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실습교육의 내실화 제고

-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관리인력 양성으로 실습교육

의 질 개선

- 다양한 임상현상을 구현한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간호 전문인로서 갖추

어야 할 필수 간호역량 및 현장적응력 증진

- 지역선도대학으로서 양질의 시뮬레이션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인근 간호학과 교원,

학생, 간호전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간호 수준 향상에 기여

나)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보건복지부 주관「2021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공모를 거쳐 수행기

관으로 선정됨(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29호, 21. 5. 25.)

-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금 받음

2) 임상간호시뮬레이션센터 연혁

‧ 2021. 04. 01. 임상간호시뮬레이션센터 신설

‧ 2021. 04. 20. 센터장 박용경 교수 취임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임상간호시뮬레이션센터 센터장

Ÿ 센터 운영관리
§ 운영 총괄 감독 및 지도
§ 시뮬레이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 교원 및 직원의 시뮬레이션 관련 역량 관리
§ 시뮬레이션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시뮬레이션교육운영위원회

Ÿ 사업 관리 및 운영
§ 인력관리
§ 사업평가
§ 학생지원
§ 교육역량 지원

Coordinator

Ÿ 시뮬레이션 센터 운영 관련 행정 업무
Ÿ 시뮬레이션 센터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Ÿ 시뮬레이션 교육 기자재 및 실습소모품 준비
Ÿ 시뮬레이션 센터 운영 관련 행정 업무 보조

4) 강의 및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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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설강좌

나) 시설현황

※ KIU CARE center – 7, 8호관 4층

강 좌 세부사항

모든 실습 교과목

Ÿ 모든 실습 교과목에서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
Ÿ 관련 교과목: 기본간호학실습, 성인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모성간호학실습, 정신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실습, 노인간호학실습, 간호관리학실습

캡스톤디자인 통합 실습 교과목
Ÿ 간호캡스톤디자인Ⅱ교과목에서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

교원 시뮬레이션 역량강화 연수 Ÿ 연간 계획에 따라 워크샵 및 학술대회 운영

시뮬
레이션
룸

성인
시뮬레이션
실습실

모성
시뮬레이션
실습실

아동
시뮬레이션
실습실

감염관리
시뮬레이션
실습실

정신/
지역사회
시뮬레이션
실습실

기본간호학
실습실

자율
실습실

1 1 1 1 1 1 1

기타
시설

디브리핑룸 통제실 OSCE룸 중앙
공급실

1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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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계획 및 전망

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교육

-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전문

인로서의 갖추어야 할 필수 간호역량 증진

- 질환 및 과목 특성 맞춤형 실습 교육 확대

나) 시뮬레이션 지도교원 역량 강화

- 교내 연수를 통한 시뮬레이션 역량 강화

- 전문 학회 연수를 통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운영

- 수업 컨설팅을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질 관리 및 개선

다)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확대

- 교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개발

- 개발된 교육과정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확대

라) 인근대학 교원의 시뮬레이션 교육역량 강화

- 경북지역 소재 간호대학 교원의 시뮬레이션 간호교육 역량 강화

- 인근대학교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KIU CARE CENTER 학술대회 개최

- 임상중심의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컨설팅

마)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 시뮬레이션실습실 추가 확충

- Virtual reality 실습실 신설

- 보건의료교육 장비 확충

바) 기대효과

- 시뮬레이션 센터 활용을 통한 간호학과 학생 수업에 대한 질적 향상 제고

- 대외적 이미지 확립 및 간호학과 홍보

- 인근 대학 교수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및 병원 감염/재난 안전망 구축

- 인근 병원과 협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호사 교육 운영으로의 확대를 통

해 사회 결속력 강화 및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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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정보원

1) 개 황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교수, 학

생, 직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기본시설이

다.

우리 도서관은 1968. 7. 1.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서 개관하여 1994년 대학 캠퍼스

이전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6층 단독 건물로 현재의 경산시 하양캠퍼스시대를 열었

다. 2016년 08월, ‘차세대 KIU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에는 학생복지시

설 확충 및 서비스 지원 고도화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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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바꿈하

였다. 또한 지역 최초로 스마트 RFID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인자동화 서비스 체계를

실현하였으며, 2022년에는 노후화된 서가를 교체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새로운 정보유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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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3. 1. 경일대학교 정보지원센터로 개칭

2003. 9. 1. 학술정보원으로 개칭

2015. 2. 28. 멀티미디어정보실 리모델링(멀티미디어 라운지)

2016. 8. 16. 차세대 KIU 학술정보시스템 구축

2017. 2. 21. 도서관 환경개선(열람실/자료실 LED조명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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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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평가 및 각종통계 지표관리

나) 주요업무

연 월 일 내 용

2019. 6. 1. 도서관 환경개선(지하1F ~ 6F 전층 리모델링)

2019. 10. 1. 스마트 RFID시스템 구축(무인도서반납기 등)

2022. 2. 28. 도서관 환경개선(제1자료실(3F) 서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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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국제교류교육원

- 학부생/대학원생/교직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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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개발팀 - 학술정보시스템 운영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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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장자료

- 서버/네트워크 관리

- 데이터 백업

온라인

학위논문원문접수

(KERIS dCollection)

대학원
- 온라인 학위논문 원문등록

- 논문납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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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정보자료 주제분류

- DB구축, 종합목록 업로드/유지

- 학술정보자료 정리/장비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기획팀

총무팀

-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

- 경일대학교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 경일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31조

대학평가 및 각종

통계 지표관리

평가인증팀

간호학과

건축학과

공학인증

- 대학기관평가인증

- 대학알리미(정보공시)

- 대학도서관평가

- 간호/건축/공학교육 인증평가

도서관 서무․행정 -
- 도서관 서무 및 행정

- 도서관 시설 및 재물관리

구분 수량 비고

단행본
국내 371,743권

국외 51,242권

e-Book

국내 18,059권 대학도서관진흥법 장서 기준
- 국내e-book : 복권 인정
- 국외e-book : 복권 불인정국외 83,286권

학위논문 5,000권

멀티미디어자료 국내외 16,387점 DVD, Blu-ray 등

연속

간행물

인쇄잡지 국내 374종 구입 : 83, 기증 : 250

전자잡지 국내 240종 국내 215, 해외 25

전자자료
학술 DB

국내 4 패키지

국외 33 패키지 KERIS대학라이선스 24패키지포함

e-러닝 국내 4 패키지 외국어, 기사자격증, 공무원시험, IT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489

라) 단행본(e-Book제외) 분류별 분포

마) 전자자료 분류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위
논문

계

국내 30,799 20,152 7,447 91,195 15,110 9,190 54,628 21,927 91,605 20,560 9,130 371,743

국외 4,551 1,328 238 12,744 1,377 6,050 14,890 5,532 3,515 910 107 51,242

계 35,350 21,480 7,685 103,939 16,487 15,240 69,518 27,459 95,120 21,470 9,237 422,985

구분 자료명 서비스 내용

학

술

DB

국

내

DBpia 전 주제
KISS 전 주제
Scholar 전 주제
KSDC 조사/통계자료

국

외

Academic Search Complete 전 주제
Academic Video Online 사회과학, 미술, 음악
Annual Reviews 과학 저널
Bentham Science Publishers Journals
Full Collection

약학(제약)연구 등

Brill journal Collection 지역연구, 아시아 연구
Business Source Complete 경영, 경제
CINAHL Complete 간호, 보건학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인문·사회과학,

경영·경제, 교육학
Education Source 교육학
EECT 공학, 기술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사회과학, 교육, 경영
JSTOR Arts & Sciences Ⅵ+ⅩⅡ
Collection

JSTOR 저널 아카이브

JSTOR Life Sciences Collection 자연과학, 의약학
LWW Premier Journals 의학 핵심저널
MasterFILE Premier 전 주제
MasterFILE Reference eBook Collection 전 주제 참고정보원
MEDLINE 의학
Music and Dance Online 예술, 체육, 인문
Newspaper Source Plus 사회과학, 교육, 경영
Newswires 전 세계 뉴스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s
collection

전 주제

PAO 문학, 철학, 종교
ProQuest Historical Periodicals 인문, 예술, 사회 분야
ScienceDirect 전 주제
The New York Times in Education 온라인 교육
The Vogue Archive 예술, 체육, 실용

Web News 전 세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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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 및 장비

Web of Science -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문헌 색인 정보

Wiley Online Library 전 주제
GVRL 참고서적 전자책
O’Relly Higher Education 전자책
Oxford English Dictionary 전자책
ProQuest eBOOK Reference Collection 전자책

e-러닝

해커스 챔프스터디 토익, 일본어, 중국어
KISA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박문각 에듀스파 7,9급 공무원시험
ITGO IT 자격증/실무

전자잡지 모아진 모바일/키오스크
전자신문 티페이퍼 키오스크 전용

구분 수량 내용

일반

자료실 2실

제1자료실(3F) 분류번호 600 ~ 900, 서양서
제2자료실(4F) 분류번호 000 ~ 500
RFID 도서대출반납기 3/4F 각1대(총2대)
도서소독기 1대(4층)

열람실 12실

일반열람실 2실
- 제1열람실(5층) 369석
- 제2열람실(6층) 75석
그룹열람실(3~5층) 10실
- 4인실X4실(4~5F), 8인실X2실(3F)

멀티미디어라운지 1실

PC30대
- 국회도서관 원문검색, 웨이브 전용 5대
노트북 공간 및 캐럴 4실
블루레이 플레이어 2대
DVD 플레이어 2대

세미나실 1실
Projector 1대 및 전자교탁 1식
음향시스템 1식(전용스피커 포함)

통합정보
서비스데스크

1홀

RFID 도서반납전용기 1대
도서소독기 1대
전자신문/잡지 키오스크 2대
프로젝터 및 스크린 1식

기타
지하보존서고 1실(지하1층)
행정사무공간 1실(지상2층)
개인사물함 240개(3층~6층)

정보
운영시간

09시~21시
(학기중)

시험기간 및 주말 연장개방
방학기간 별도 운영

연면적 7,388㎡ 2층～ 6층 도서관 전용공간
좌석수 1,25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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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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개발팀/학술정보운영팀)
사회공헌원/예비군연대

1F
키울마당(KIULibrary)
학생종합서비스센터(수업학적팀/학생지원팀)
복사실, 카페

B1F
콜라보 스퀘어, KIUM Zone(창업지원단)
서점

나) 홈페이지 주소 : http://lib.kiu.ac.kr

다) 개관시간 및 휴관일

(1) 개관시간(※시험기간 및 방학기간은 별도공지)

- 제1자료실(3층), 제2자료실(4층) : 09:00～21:00

- 제1열람실(5층), 제2열람실(6층) : 09:00～21:00

(2) 휴관일

- 공휴일, 개교기념일은 도서관 전체휴관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라) 도서대출 및 반납 : 학생증 및 모바일 대출증

(1) 도서대출 : 국내/외 일반 단행본자료에 한하여 대출

(2) 도서반납 : 2층 통합정보데스크(업무중) 및 무인도서반납기(업무시간외)

마) 대출 책 수 및 대출 기간

구 분 책 수

학부생 10책 10일

대학원생 10책 30일

교직원 20책 60일

도서회원 1책 10일

바) 대출도서의 기간 연장(갱신) : 도서관 홈페이지 및 대출실 이용(1책당 2회)

사) 분실·훼손 도서의 변상

(1) 분실/훼손도서와 동일본으로 변상

(2) 동일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학술정보원 규정에 따라 산정금액 납부

아) 대출도서 반납 위반 시 제재 사항

(1) 대출정지 :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연체일×대출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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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체 료 : 대출정지기간 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연체일×연체책수×100원)

(3) 관련제재 : 멀티미디어실, 그룹열람실 이용불가 및 각종 증명서 발급정지

5) 이용 서비스

가) 도서구입신청(교내 4658)

(1) 신청 : 도서관 홈페이지 → 개인정보서비스 → 도서구입신청

(2) 1인당 월20권까지 신청 가능

나) 학술DB 제공(4657)

다) 도서대출 예약제도(4652)

- 대출중인 자료에 대해, 해당도서 반납알림 통보 및 1순위 대출가능

라) 택배 대출(4652)

- 무료택배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대출/반납하는 제도(대출/반납요금지원)

마) 스캔서비스(4655) : 2층 멀티미디어라운지

바) 그룹열람실(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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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이용 가능

아) 좌석배정시스템 사용(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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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비물 : 도서회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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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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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 남 196명, 여 120명, 게스트룸 30명)

착공
2008. 9. 9 목련관 (연면적 8,476.01㎡ 수용인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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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 남 266명, 여 246명, 게스트룸 12명)

준공
2014. 2.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 완료

- 학생생활관 식당 입구 데크 교체공사
- 목련관 산책로 석공사

소속 직책 성명

학생생활관 관 장 배광훈

생활관행정팀

부 관 장 조준현

팀 장 김석수

계 장 곽동호, 조용헌

팀 원 신태훈, 신효식, 이기영, 이태현, 윤선영, 허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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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7 일청관 (연면적 13,653.8㎡, 수용인원 남 266명, 여 246명, 게스트룸 12명)
개관

2014. 11. 10 제7대 학생생활관장 김재수 관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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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1. 01 제11대 학생생활관장 유병선 관장 취임
2021. 02.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

- 그룹열람실 조성(일청관, 웅비관)
2021. 08. 09 제12대 학생생활관장 장부환 관장 취임
2021. 11. 학생생활관 환경개선사업

- 샤워장 및 화장실 리모델링(웅비관 4층)
2022. 01. 01 제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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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
적인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청관은 건학 50년을 맞아 경일대학교 설립자이신 고 일청 하영수 명예이사장
님의 업적과 후학양성의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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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학생생활관장

운영위원회

지도위원회

행 정 팀

웅비관 지성관 목련관 일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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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실, 식당, 편의점, 커피전문점, 농구장, 당구장, 자전거 보관소, 철봉, 평

행봉, 윗몸일으키기 등의 후생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각 방에는

냉장고, LAN포트(관생1인 1포트) 및 WiFi공유기가 설치되어 있고 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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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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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집인원 : 총 1,6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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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기타 관장이 불

가피한 입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 함)

나. 신입생

대구광역시, 경산시를 포함한 입주 신청자는 전원 선발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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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경산시(읍, 면 제외) 입주 신청자는 후순위 선발

한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원거리,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상·벌점 순으로 적용함.

9. 입주비(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성별 호관 기숙형태 관리비 식비

남

웅비관 4인 1실 410,000

- 선택식

4,000원(1식 기준)

주별 최소 40,000원 이상 급식

주별 40,000원 미만은 차액 소멸

- 미선택 : 식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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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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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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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항 등 제반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경일대신문은 알찬 내용, 유직한 정

보를 담아 매월 25일 온라인 전용 신문으로 발행하고 있다. 온라인 신문으로 발행 형태를

변경하여 학생들이보다 쉽게 신문을 접할 수 있게 했으며 기존 신문의 틀을 벗어나 혁신적

인 디자인를 통해 신문이 가지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학생들이 부담없이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 언론에서 보도되는 우리대학의 보도

자료와 학생 기자들이 기획한 기사, 교수 논설 등으로 구성해 구독자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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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25. 제565호부터 온라인 전용 경일대신문으로 발행 형태 변경

3)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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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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형태 : 온라인 전용 신문(인디자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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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IU철도아카데미

1) 설립목적 및 취지

KIU철도아카데미는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운전취급,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습득케 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과 철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

는 철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설립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기능반과

철도관련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반으로 2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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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 2020. 06. 29 제6기 교육생(기능반) 입교(30명, 2020. 09. 04. 수료)

･ 2020. 08. 10 제7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30명, 2020. 12. 04. 수료)

･ 2020. 12. 14 제8기 교육생(기능반) 입교(30명, 2021. 03. 05. 수료)

･ 2021. 01. 11 제9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30명, 2021. 05. 07. 수료)

･ 2021. 05. 10 제10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30명, 2021. 08. 20. 수료)

･ 2021. 08. 23 제11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30명, 2021. 12. 03. 수료)

･ 2021. 12. 06 제12기 교육생(기능반) 입교(29명, 2022. 02. 18. 수료)

･ 2022. 01. 23 제13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30명, 2022. 06. 10. 수료예정)

･ 2022. 03. 01 2대 원장 김형준 교수(철도학부) 취임

･ 2022. 04. 25 제14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30명, 2022. 08. 26. 수료예정)

･ 2022. 08. 01 제15기 교육생(이론+기능반) 입교예정(30명, 2022. 12. 02. 수료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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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구성

총    장

산 학 부 총 장  

원    장

운영위원회

부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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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명 30명

교육시간 697시간(18주) 424시간(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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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시설 현황

구 분 수량(실) 수용인원

교육시설

일반강의실 1 30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CAI) 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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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503

Ⅷ.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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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문제연구소

1) 연구소의 목적

- 고도화된 산업사회를 넘어 첨단지식정보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지

속가능한 상생발전과 재(再)활성화, 친환경 도시를 완성하여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구

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교통문제, 토지이용문제, 도시구조문제의 해결에 대한 분석과 새

로운 첨단기술의 접목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수행분야

- 도시환경문제에 관련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와 신기술 개발

- 도시교통문제의 분석과 해결에 관한 제반 연구와 정책개발

- 외부 위탁 과제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수행과 적정한 개선방안 개발

- 도시개발과 보전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적절한 정책개발

-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 활동의 지원에 대한 연구와 신기술 개발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천방안에 대한 Process 개발

- 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축 및 Project 수행

- 산·학연과 상호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협정서 체결

2. 지구관측센터
1) 연구소의 목적

- 지구환경의 기후변화와 국토공간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관측, 항공관측, 위성관

측 등의 지구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지.지구정보과학 분야의 교육연구, 기술개발, 계측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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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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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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 원인론 및 범죄피해 예방론 연구하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상대로 이를 교육함

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사업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논문 및 저서 저술 추진

- 대학원(범죄학 전공)과 연계하여 국내외 범죄피해 상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수행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교육프로그램 편성하여 경찰관 재직자 교육

- 세계피해자학회(World Society of Victimology)가 진행하는 국제학술활동에의 참여 및 상

호 교류를 통해 세계 피해자학 동향에 관한 최신 학술정보를 국내 학계에 소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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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 사회기반시설물의 사전감시기술과 지반방재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각종 재해로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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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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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방재관련 기술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기타 본 센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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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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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소에너지연료전지연구소

1) 설립목적

- 최근 들어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고갈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

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확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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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는 고갈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우수한

에너지원이나 그 발전의 간헐성으로 인해 널리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수소에너

지와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들 에너지원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수소 기술개발 로

드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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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 그리

고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수소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 육

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연구소는 대구·경북의 그린에너지엑스포와 연계하여 매년 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을 개

최하고 있으며,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술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 본 연구소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관하여, 전국적으로 수소에너지와 연료

전지 분야의 저변 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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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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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

1) 개 황

본 대학교의 산학연협력 및 연구지원을 위해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였다. 산

학연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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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2017. 10.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양성사업 선정

2018. 05.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2019. 0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기관 지정

2019. 01. 경일대학교-경북 드론 협회 ‘무인항공사업 교류·협력’ 협약 체결

2019. 0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 선정

2019. 04. 경일대학교-한국가스공사 ‘보안드론 도입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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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선정

2019. 11. 제19회 경북산학협력기술대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

2020. 07. 제12대 산학협력단장 권성근(전자공학과) 교수 취임

2021. 03. 2021년 웹툰 스마트콘텐츠 인재양성 사업 선정

2021. 04. 2021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선정

2022. 04.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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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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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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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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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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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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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단장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 또는 직원으로 보한

다.(개정 2012.4.1.) (개정 2016.7.22.)

④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부단

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4.1)

제8조(운영위원회) ①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

영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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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①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행정사무) ①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

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

을 지휘 감독한다.

③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

협력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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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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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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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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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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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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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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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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개정 2020.5.1)

②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

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

한 기한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상 금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

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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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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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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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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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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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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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 센터장 한경희(기계자동차학부)

◦2021. 1. ～ 2021.12 센터장 김용대(기계자동차학부)

◦2022. 1. ～ 현재 센터장 권성근(전자공학과)

4) 주요사업

- 대구‧경북지역의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운영

-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 중소기업 생산기술 개발과 실용화 사업

-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지도와 위탁과제의 조사, 연구 및 용역

-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정보교환 및 세미나 개최

- 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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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실적

3. 기술이전센터

1) 센터현황

기술이전센터는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설치되어 본교의 직무발명, 학생발명,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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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86,660천원 10 2 15 15 1

2006년(14차) 21 2. 776,100천원 9 3 19 19 3

2007년(15차) 19 3. 857,000천원 8 1 19 16 8

2008년(16차) 13 4. 964,992천원 3 - 13 13 5

2009년(17차) 6 5. 717,311천원 6 1 6 6 4

2010년(18차) 7 6. 704,187천원 1 - 8 7 2

2011년(19차) 13 7. 947,983천원 4 - 16 20 6

2012년(20차) 16 8. 1,063,199천원 2 - 20 24 9

2013년(21차) 18 9. 1,637,432천원 3 1 6 10 4

2014년(22차) 8 10. 859,570천원 3 2 15 15 8

2015년(23차) 13 11. 1,199,623천원 2 2 12 15 3

2016년(24차) 12 12. 1,200,340천원 3 1 14 15 3

2017년(25차) 8 13. 793,407천원 4 2 10 12 2

2018년(26차) 3 14. 97,975천원 3 - - 3 -

2019년(27차) 5 15. 223,620천원 2 - - 1 -

2020년(28차) 2 16. 43,694천원 - - - - -

2021년(29차) 4 17. 97,092천원 - - - - -

합 계 334 16,289,654천원 120 106 280 32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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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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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기준)

특허권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

국내 해외 실용신안 디자인 디자인(해외) 상표 저작권 소프트웨어

183 2 0 63 3 4 5 103

※ 양도, 포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기술 제외

4) 기술이전 현황(2022.05.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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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70,330

2020 23 6 17 168,910

2021 52 28 24 296,686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519

3. 공용장비운영센터
1) 센터현황

공용장비운영센터는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와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으로, 교내외 연

구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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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장비명 모델

1 내구시험 진동시험기 EDS7000-480(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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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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온도사이클링챔버 EXcal² 7728-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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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TOS II
29 역설계 Geomagic DesignX
30 인장피로시험기 Model 370.10

31

가공

3축머시닝센터 VM960
32 다기능복합가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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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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북TP특화센터
1) 사업 내용

❍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기술지원, 장비 및 시생산지원을 통한 산업화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메카트로닉스 분야 특성

화센터로 지정‧운영함으로써 대학이 보유한 전문가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학연 연

계를 통한 지역내 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POST-BI 및 공장설치지원/ 창업보육 연계지원

: 우수기업 배출에 의한 센터 인지도 상승 기대

- 정부지원 R&D사업 참여지원

: 지속적인 정부지원 R&D사업 참여를 통한 스타기업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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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실적

❍ 입주신청 및 입주연장신청 심의

❍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 입주 및 공용 공간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지원

❍ 입주기업 상반기 간담회 개최

❍ 입주기업 연합 워크숍 실시 (특화센터 및 BI, 유관기관 등)

❍ 입주기업 모니터링 실시

❍ 입주기업 하반기 간담회 개최

❍ 입주기업 온라인 특강 및 온라인 네트워킹 개최

❍ 입주기업 국가근로장학생 연계 지원

❍ 교내 기자재 및 장비 사용 지원
❍ 메이커스페이스 및 제품촬영스튜디오 공간 사용 지원

❍ 입주기업-대학법인 간 경일대학교 DK건강증진센터 이용 업무 협약 체결

❍ 교내 취업매칭데이 구인 채용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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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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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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시험기관 획득

▫ 2015. 3 공동연구형 RIC 변경, 대학 컨소시엄 구성

▫ 2017. 3 성과활용 1차년도

▫ 2018. 3 성과활용 2차년도

▫ 2018. 4 KOLAS 공인시험기관 갱신

▫ 2019. 3 성과활용 3차년도

▫ 2019. 6 2019 연구기반 활용사업 선정

▫ 2020. 3 성과활용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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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구기반 활용사업 선정

▫ 2021. 3 성과활용 5차년도

▫ 2021. 4 2021~2022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선정

▫ 2022. 4 KOLAS 공인시험기관 갱신

Ⅲ. 주요사업

❍ 장비활용
: 장비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화, 창업지원, 네

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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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장비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평가기법 및 평가역량을 강화함

Ⅳ. 주요장비현황

❍ 내구 시험장비 (센터 핵심 장비)

▫ 내환경진동시험기(Combined Environmental Electro-Dynamic Vibration System)

- 7ton(1대), 4ton(1대), 0.6ton(1대), 2ton(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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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존노화 시험기(Ozone Weather Chamber)

▫ 복합부식시험기(Cyclic Corrosion Tester)

▫ 내먼지시험기(Dust Tester)

▫ 급속온도사이클링챔버(Hot-Cold-Humidity Test Chamber)

❍ 측정장비

▫ 표면거칠기 측정기(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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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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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장/피로시험기(Dynamic Tension/Fatigue Testing System)

❍ 가공장비

▫ 3축 머시닝 센터(3-Axis CNC Machine, 9th Size)

▫ 다기능복합가공기(Multi-functional multi-tasking Machine)

▫ 수직형 CNC선반(Vertical CNC Lathe)

▫ CNC 선반(CNC Lathe)

▫ CNC 외경연삭기(CNC external grinding Machine)

▫ 범용밀링(Universal Milling)

▫ 범용선반(General purpose Lathe)

▫ 평면연삭기(Plane grinding Machine)

▫ 레이디얼가공기(Radia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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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실무 교육과 취업 연계

▫ 기업 연구개발, 품질보증시험, 신차개발부품시험 등 다양한 제품 시험과정에 대한 참

관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임

▫ 협력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추후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교육 및 졸업생 취업으

로 연계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525

7. 자동차부품HRD사업단

1) 사업단 현황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 보유한 우수 교육시설․장비 등을 활용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사업기간 : 2008. 07. 01 ～ 현재 계속 사업 중
․사업단장 : 권 성 근 (전자공학과, 2022.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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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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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년도 25 716 711 776 711 92 2020.01.01~2020.12.31
14차년도 49 1,042 1,037 535 1,096 194 2021.01.01~2021.12.31

합 계 833 18,892 17,890 28,733 3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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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참여
․구비서류제출(http://hrd.kiu.ac.kr에서 양식다운)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위탁
훈련비지원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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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축가
공데이터생성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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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527

8. KIU무인항공교육원

1) 설립목적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획득하여 체계적이며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장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최

고의 드론전문조종자와 지도자, 다양한 드론활용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고의 전문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문인력양성과 드론산업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 과정(1, 2, 3종 조종자격 과정)

- 모집인원 : 1기수 12명

- 교육기간 : 평일반 3주 / 주말반 5주

- 교육비용 : 별도문의

조종자격 종류 학과(이론)교육 모의비행교육 실기교육

1종 조종자격 과정(250kg 이하) 20시간 20시간 20시간

2종 조종자격 과정(25kg 이하) 20시간 10시간 10시간

3종 조종자격 과정(7kg 이하) 20시간 6시간 6시간

자격증 취득
실기평가시험 후 국가자격증 취득
(3종 조종자격 과정 : 학과(이론), 모의비행, 실기교육
수료 후 자격증 취득)

- 학과(이론)교육(4과목 20시간) :

비행운용이론(11시간), 항공역학(5시간), 항공법규(2시간), 항공기상(2시간)

❙ 지도조종자(교관) 과정

- 교육대상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1종 조종자격증 취득자

- 모집인원 및 기간 : 1기수 2명, 수시모집

- 교육기간 : 1일 2시간 / 주 5일 (8주 과정)

- 교육내용 : 80시간 단독 비행검증, 비행교수법 강의

- 교육비용 : 별도문의

❙ 실기평가자 과정

- 교육대상 : 지도조종자(교관) 자격증 취득자

- 모집인원 및 기간 : 1기수 2명, 수시모집

- 교육기간 : 1일 2시간 / 주 5일 (5주 과정)

- 교육내용 : 50시간 단독 비행검증, 비행평가법 강의

- 교육비용 :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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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혁

2018.07.01.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KIU무인항공교육원 설립

2018.05.01 2018 경상북도 드론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3억)

2018.09.08 2018 대구 드론페스타 후원 및 드론체험 부스 운영

2018.09.01 2018 안동 드론페스티벌 드론구조, 드론택배 등 시연

2018.12.07 2018 포항 드론페스티벌 후원 및 기획 운영

2019.01.04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자격 전문교육기관 인가

2019.01.09 경북드론협회 무인항공사업교류, 협력 협약체결

2019.01.09 2018 대한민국 마이스터대전 드론체험 및 개막공연 운영

2019.04.10 한국가스공사 보안드론 전문가육성 MOU체결

2019.04.27 2019 코리아드론마스터즈 대회 개최

2019.05.04 제1회 의성 드론챌린지대회 드론 체험 및 드론공연 운영

2019.05.14 국가중요시설 민관군 유관기관 대테러훈련 동참

2019.07.01 2019 경상북도 드론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2년 연속/ 0.6억)

2019.07.04 경산경찰서 수색업무 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업무협약체결

2019.07.24 경주시 드론 조정자 양성 교육지원 업무협약

2019.09.27 2019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막식 포퍼먼스 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

2019.10.07 대구동부경찰서 드론활용 전문인력양성 업무협약체결

2020.04.14 공공분야 드론 조정인력양성사업 위탁교육(소방, 경찰, 문화재관리 공무원)협약

2020.04.27 경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인명구조 및 드론 위탁교육 협약

2020.10.28 계명대학교 드론축구단 위탁교육 협약

2020.11.03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 상호교류 협약

2021.01.1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및 드론산업육성 협약

2021.09.02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드론교육 운영 위·수탁 협약

2021.10.28 영천전자고등학교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양성과정 및 드론 업무기술협약

2022.03.3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사업 드론교육 운영 위·수탁 협약

4) 조직도

KIU무인항공교육원

운영위원회

교관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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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드론활용전문인력양성사업단

1) 설립목적

국가 정책사업, 공공건설, 하천관리, 산림보호, 수색정찰, 에너지 등 분야 성장기반에 필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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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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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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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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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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MOVE팀

1) 개 황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및 다양한 취업영역 시야를 제공하

고 대학의 글로벌 실무교육프로그램 구축의 일환으로 글로벌 역량강화와 전문가 양

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현황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글로벌

ICT

전문가

과정

명
연수 취업 연수 취업 연수 취업 연수 취업 연수 취업

8 6 11 11 6 6 8 2 5 연수중

천

원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9,912 101,430 57,016 69,786 39,647

미국

아트앤

디자인

편집자

과정

명
연수 취업 연수

취업(
예정)

10 7 7

천

원

사업비 사업비

9,912 49,686

3) 수행업무

ㅇ 직무, 어학, 소양 및 취업 교육 진행

ㅇ 해외 구인 수요처 발굴 및 교육과정 편성

ㅇ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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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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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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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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강신청교과목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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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U포털시스템
접속

→ [수업]-[수강]
포기교과목 클릭

→ 포기사유 작성 및 신청 →
수강신청교과목
포기 접수
(수업학적팀)

5. 유의사항

1) 수강포기 전 교과목담당교수 및 학부(과)장 사전 상담 후, 수강 및 졸업 관련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수강포기 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3) 수강포기 한 과목에 대해서는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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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학칙 제3장

2. 수업연한

4년,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단, 5년제 전공자는 5년으로 한다.)

3.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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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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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사 유 인정기간 제출서류 첨부서류 제출처

1 본인 결혼 7일

공인출석
인정원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과)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과)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과)

4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학부(과)

5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
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
인서

학부(과)

6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부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해당부서

7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해당 부서 확인 서류
교직과정
부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
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
/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
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
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부(과)

9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에 응시하는 경
우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
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
/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학부(과)

10
졸업 필수기준으로 지정된 자격증 시
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교무처

11 성적인정 군휴학자 해당기간 - 교무처

12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기간 - 교무처

1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
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교무처

※ 교내・외 행사 기준

인정기준 증빙서류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주관기관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경일대학교로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단
순 설명회 및 상담 제외)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교외행사에 학교 대표자격으
로 참가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각종 대학평가, 홍보를 위한 
특별행사에 학생 대표자격으로 참가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로 공문 발송

학부(과) 주관의 전공 관련 현장견학 프로그램 참가(단, 해당 학과 
교수의 임장지도 필수)

학부(과)에서 학과장 명의로 작성 후, 결재된 행사계획서 
고서, 인솔 교수 출장원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본 대학에 소속된 운동부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로 공문 발송

※ 공인출석 인정 불가
1.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 체육대회, MT, 학생회 관련 행사, 개인 견학 등
2. 단순 설명회 및 상담 : 고용 및 채용정보 설명회, 각종 자격증 및 시험 설명회,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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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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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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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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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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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배정 지망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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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부 (과) 및 전공변경

1. 관련규정

학칙 제6장, 전부(과) 및 전공변경 시행에 관한 규정

2. 정 의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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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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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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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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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졸업학점 및 교육과정의 적용

1.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학기(신입생)

구 분
영역별 이수학점

총
졸업학점

이수
학기 비고교양최저

이수학점
선택
교양

전공최저
이수학점

2010~
2016
학년도

28학점

영역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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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폐
지

120
학점

126
학점

130
학점

160
학점

120
학점

126
학점

130
학점

160
학점

54학
점

58학
점

60학
점

90학
점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계
열,

미래융합
대학

공학계
열,
자연과
학계열

간호학
과

건축학
전공(5
년제)

2020
학년도

28학점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30학점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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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영역구분 교과목명 교양필수이수학점

신인
재

기초
공통

대학글쓰기(3) 필수 3
EnglishConversation S(2),  EnglishConversation Ⅰ(2)
EnglishConversation Ⅱ(2), EnglishConversation Ⅲ(2)
EnglishConversation Ⅳ(2), EnglishConversation Ⅴ(2)

선택필수 
(2개) 4

신인
재
중점

사고와
의사소
통

창의적사고와프레임워크(3), ESG경영마인드이해(3)
의사소통(3), 미디어글쓰기(3), 유쾌한코딩(3)

선택필수
(1개) 3

일본어회화Ⅰ(3), 일본어회화Ⅱ(3) 
중국어회화Ⅰ(3), 중국어회화Ⅱ(3) 필요시 -

신인
재
균형

인간사
회와
문화

인간과환경오염(2), 인간심리와감정치유(2),인간과미생물과의공존(2),
인간과로봇의공존(2),인문학과손잡은SW(2), 소셜네트워크:소통과집단지성(2),
사례로보는생활법률(3), 경제로읽는사회(3), 퍼스널브랜딩(2),
현대사회와복지(2), 지리학탐색(2), 현대사회와윤리(3),
글로벌산업의이해(3), 부모교육과가족관계(3), 영화를통한심리의이해(3),
사회조사로세상읽기(2), 중국사회의이해(2), 일본사회의이해(2),
서구사회의이해(2), 이야기고사성어(2), 즐거운철학이야기(2),
한국수화언어의이해(2), 인물로보는한국사(3), 문화유산으로보는한국사
(2),
사건으로보는한국사(2), 한국의문화유산(3), 서양역사와문화(2),
동양역사와문화(2), 문화로읽는건축이야기(2), 문화콘텐츠로세상읽기(3),
다큐멘터리로세상읽기(2), 다문화와세계종교기행(2), 미술사(2),
뉴노멀시대의이미지와문화(2), 여행과문화(3) 영역별로

최소 2개
교과목
이상
이수

10~18
자연과
과학기
술

재난과안전(2), 기후변화와에너지(2), 생명과학의세계(2), 뇌과학이야기(3),
사례로보는빅데이터(3), 인공지능의이해(2), 클라우드의이해(2),
미래모빌리티(2), 스마트콘텐츠의미래(3), 생활속의물리(2),
생활속의수학(2), 그림으로배우는컴퓨터구조기초(3), 6SIGMA(2),
컴퓨팅사고와게임디자인(2), 공학과디자인(2), 통계학과빅데이터(3),
고급수학(3), 수리공학(3), 일반물리(3), 일반화학(3), 생물학(3),
지구과학(3), 과학과의산책(2)

문학과
예체능

감성사회와디자인(3), 클래식음악의이해(2), 한류드라마산업의이해(2),
대중음악의이해(2), 현대문학의이해(2), 영화이야기(2), 명화속의미술이야기(3),
게임과인문학(2), 디지털시대의융합예술(2), 게임엔진과XR콘텐츠(2),
패션아트디자인(2), 메타버스콘텐츠제작(2), 웹툰클래스(2), 아트콜라보체험(3),
트랜스미디어와스토리텔링(2), 스포츠와리더십(2), 빅데이터와스포츠산업
(2),
스포츠미디어와현대문화(2), 식생활과건강이야기(3), 인도어구기스포츠(1),
아웃도어구기스포츠(1), 라켓스포츠(1), 스포츠를통한자기관리(1),
인체질병과건강한삶(2), 여성과건강(2), 웰니스라이프(2)

일반
선택

대학생
활 KIUM리더십(1), 사회봉사(1) 졸업

요건 4

취업

신인재진로탐색(1), 신인재진로개발(1)

전공진로탐색세미나(2), 취업전략(1),
컴퓨터활용문서작성(2), 컴퓨터활용데이터처리(2),
컴퓨터활용그래픽디자인(2), TOEICⅠ(2), TOEICⅡ(2),
TOEICⅢ(2), 소방공무원영어(3), 경찰공무원영어(3),
지적공무원영어(3), Topic으로보는영어(2),
초급영어독해작문(2), 중급영어독해작문(2),
글로벌에티켓(2), 한국사(3), 기업조직문화의이해(3),
무인항공조종실무(3)

필요시 -

기타 대구경북의이해(2), 행복한삶과가족(3), 실용금융(2) 필요시 -

계열기
초

기초수학(M1C1), 기초수학(M1C2), 기초수학(M1C3)
기초수학(M2C1), 기초수학(M2C2), 기초수학(M2C3)
기초수학(M3C1), 기초수학(M3C2), 기초수학(M3C3)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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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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학점 60학점 40학점* 60학점 4학기

-126학점 63학점 40학점* 63학점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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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학사학위취득유예

1. 시행 목적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

생에게 사회가 요구 하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

업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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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가능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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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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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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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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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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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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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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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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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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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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1. 관련규정

학칙 제9장, 학사운영규정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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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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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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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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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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이수신청 완료 → 재이수 교과목 수강

5. 유의사항

1) 재이수시에는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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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2) 재이수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정한다.

3) 재이수 신청교과목은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취득 성적은 삭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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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과목별평점(실점) × 교과목별학점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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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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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휴 학

1. 관련규정

학칙 제22~23조, 학사운영규정 제39~44조

2.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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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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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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송부 가능 053-6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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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증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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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생 중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미등록자, 휴학기간만료로 인한 미복학자 등을 학칙에

의거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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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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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 확인 → 자퇴원서 제출
[수업학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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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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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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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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수업학적팀]

→ 입학금 및 수업료
고지서 수령, 납부

→ 수강신청, 학생증,
예비군대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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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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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제증명 발급

1.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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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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 지정계좌입금
→증명발급/발송

방문신청
 →우편접수/발급
→우편발송→수령

신청시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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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요금

방문발급수수료 + 
우편요금(왕복)

문 의 처 학생서비스센터(도서관 1층, ☎ 600-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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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
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
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
은 사람은 제외)

 ◦ 본교 졸업충족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표시과목이 “공업계”(공학계열 재학생)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단,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4.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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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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장 학 금
1) 관련규정 : 장학규정, 장학규정시행세칙

2) 담당부서 : 학생처 장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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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의 경

우 지급방식을 달리 한다.

6) 수혜기간

가)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 중 통산하여 8개 학기(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는 10학

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한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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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졸업유예자

② KIU복지장학금 수혜자

③ 그 밖에 총장이 별도로 정한 자

나)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 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한다.

7) 자격의 제한

가)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전담지도교수 의무상담 미이수자, 전

과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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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 장학생선발(1월,7월) 당시 휴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본인이 장학대상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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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를 우선 선발한다.

11) 장학생 선발지침

장학생 선발지침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생처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12) 장학종류

가) 신·편입학장학

<신입학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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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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내인 자
(다만, 간호학과는 3개영역 등
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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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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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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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급 이내를 포함하여 3개영역
(국어․수학․영어) 등급의 합
이 10 이내인 자
(다만, 간호학과는 3개영역 등
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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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
자

▸간호: 수능 1
개영역이 3등
급 이내
▸경찰, 소방,
응급, 사진: 수
능 1개영역이
4등급 이내
▸그 외 모집
단위: 수능 1개
영역이 5등급
이내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
구(상위1과목)
[한국사포함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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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이 기초~8구간에 해당하는 자
에게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하여 지급

○등록금 100% 이내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신입학성적우수장학은 최초합격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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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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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점)

수업료
100% 면제

최초입학학기

편입학성적우수 2등급
전적대학 성적이 3.0이상인자(4.5만
점)

수업료
70% 면제 최초입학학기

편입학성적우수 3등급
전적대학 성적이 2.5이상인자(4.5만
점)

수업료
50% 면제 최초입학학기

편입
학
복지
장학

KIU복지장학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
초~8구간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하여 지급

등록금
100% 이내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편
입
학
기
타
장
학

보훈장학 보훈청의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
자 본인 또는 그 직계자녀

해당금액
전액

산학연계장학 편입학 당시 산업체 재직 중인 자 수업료 50%
면제

○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선발 제외

교직원직계자녀장학 본교 정규 교직원의 자녀 등록금
100% 면제

유학장학 재외동포 및 외국인 소정액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 직계자녀
① 새터민장학금(본인) : 북한이탈주
민 본인
② 새터민장학금(자녀) : 북한이탈주
민의 직계자녀

① 등록금
100%

② 등록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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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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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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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학생 KIU복지장학금

장학명칭 선 발 기 준 장학내역 비 고

KIU진의
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해
당자(기초~8구간)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급

등록금 100% 이내
(국가장학금 포함)

KIU창의
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해
당자(기초~8구간)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급

등록금 50% 이내

복지특별
장학금

장학사정관제 및 학부(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된
자

등록금 100% 이내

지방인재
장학금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
적기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등록금 100% 이내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며
국고지원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다자녀

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다자녀 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해당자(기초~8구간)
※학자금 지원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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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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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없이 14학점 이

상 수강하고 평점평

균 2.5 이상인 자

-①~⑤항목 중 당해

학기에 1가지만 신

청가능하며, 매학기

신청 시 직전학기보

다 하향 신청 불가

-8학기동안 수혜금액

은

외국어장려 장학금 최

고 금액(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동일

외국어성적 상향 신

청 시 항목 간 차액

만 지급)

-등록금범위와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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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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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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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

강하고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등록금

100%

B

본 대학 정규 교직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수강

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

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등록금

50%

보훈장학금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직

계자녀

① 본인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

자

② 직계자녀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직계자녀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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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자

국가별

차등 지급

장애인 장학금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적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한 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된 자

100만원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중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80만원

장애도우미

장학금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소속 학부(과)장이 선발, 추

천한 자
소정액

공로장학금

학생자치기구 간부로서 학생회 운영에 기여한 공

이 인정되며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소정액

사회봉사

장학금

연간 봉사 내용과 실적이 우수한 자 중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
소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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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칭 선 발 기 준 장학
내역 비고

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키우미

홍보장

학금

A
교내외 학교 홍보활동 및 행사의전 업무를 위해
학생홍보요원으로 선발된 자 소정액

B 대학기구에서 선발, 추천한 자 소정액

경력개발 및

국가근로

장학금

본 대학 재학생중 가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본인

의 신청에 의거 선발하며, 교내 및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한 자, 그 시

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소정액

산학연계

장학금

신입학 성인학습자전형․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

직전형 또는 편입학 특별전형․계약학과 입학자

중 산업체 재직 중인 자 또는 입학 당시 산업체

재직 중인 자

등록금

50%이내

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선발

제외

특별장학금
본 대학의 명예를 높이거나, 총장이 특별히 장학

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소정액

명예장학금

학업성적우수장학금 등의 수혜대상이나 경제적 사

정이 곤란한 자를 위해 장학금 수혜를 양보하고자

하는 자

장학이력

관리

재능기부

장학금

교내·외 학교 홍보활동 및 학부(과)ㆍ행정부서

업무를 위해 재능을 기부한 자
소정액

장학사정관

장학금

가정환경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학생 또는 장학

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여 학비마련

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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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수준 이상인 자
소정액

현장실습

장학금

교내·외 현장실습 우수자 및 해외인턴십(현장실

습) 선발 된 자
소정액

현장실습 이수자

중 선발

취업장려장학금
취업처에서 시행하는 비교과 및 취업관련 프로그
램 참여자 중 취업처에서 추천한 자

소정액 등록금 범위외

외국인

장학금

생활관

장학금

해외동포 및 외국인 학생 중 본교 생활관 입주자

가운데 선발 된 자

생활관

관리비

목련관

2인1실기준

TOPIK

장학금
5급이상 소정액

유학입

학장학
본교 한국어어학당 및 협력체결기관 출신 입학자 입학금 면제 최초입학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본교와 협약한 지자체 학생 중 생활관 입주자에

서 선발 지급하는 장학금

생활관

관리비

일청관

2인1실기준

학부(과)추천장학

금

학부(과) 장학위원회 기준에 적합하고 학부(과)장

추천에 의해 선발 된 자
소정액

등록금 범위외로

선발가능

자기진 등록금 자기진로설계학부에 소속된 자로 학부에서 추천한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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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외장학 : 국가, 공공단체, 장학법인, 개인 등 외부 장학단체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매학기별 소정액의 장학금을 지급

장학종류 선 발 기 준 장학금액 비 고

교외장학금

(약 30여종)

1. 대외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의뢰에 의해 학생처

장 및 총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2. 외부단체의 자체 선발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3. 사업단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각 외부단체의

기탁 금액

바) 국가장학금 : 대학 등록금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별 장학금 지급

①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개인이 신청

② 신청자격 : 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③ 지원대상 :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④ 장학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급

사) 국가근로장학생 및 교내경력개발장학생

① 교내 경력개발장학금

㉮ 신청대상 : 전 학부(과) 학생

㉯ 근로장소 : 교내 학부(과) 사무실, 행정부서

㉰ 근무시간 및 장학금액 : 시급 9,160원

장학명칭 선 발 기 준 장학
내역 비고

로설계

학부

장학금

장학

자

100%

생활관

장학

생활관

관리비

신인재역량개발장

학금
졸업학점 초과이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다문화가정장학금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

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중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0만원

만학도장학금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 신․편입생으로 입학하

여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 없이

14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등록금 20%

재학중

산학연계장학으로

변경 불가

기업신인재장학금 산업체 협약에 의한 자
등록금

100%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미신청시 지급 불가)

○학사경고자는

다음학기 선발 제외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 직계자녀

① 새터민장학금(본인) : 북한이탈주민 본인

② 새터민장학금(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직계자녀

로서 직전학기 실점평균 70점 이상인 자

① 등록금

100%

② 등록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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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②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대상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인자(100점 만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근로장소 : 학부(과), 창업보육센터內 입주업체, 행정부서

교외 업체(한국장학재단 장학기관 등록 업체)

㉰ 근무시간 및 장학금액 : 교내 시급 9,160원 / 교외 시급 11,150원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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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생자치기구

1) 관련규정 : 학칙 및 학생자치회 규정

2)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3) 학생자치기구

가) 총학생회

(1) 목 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창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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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함

은 물론 중요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대학발전을 도모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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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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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총동아리연합회

(1) 목 적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학

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전 동아리인의 역량을 통합하여,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바

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민주화를 실천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구 성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동아리와 동아리인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은 각

동아리대표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571

(3) 업무 및 권한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라) 계열별 학생회

(1) 목 적

대표계열 학생회(공학계열, 경상·사회계열, 보건·예체능계열)의 최고대표기구로서 소

속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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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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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인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32. 병무안내

1)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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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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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를 부

과 한다.

3)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가)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학적을 보유한 채[재학생 입영원]을 해당 구, 시, 군

청 병무계,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희망 시기를 파악하여 군입영계획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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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영통지서를 수령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군휴학원을 제출한

다.

다) 정보통신부의 「전자우편처리센터」를 이용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비롯한 병력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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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가) 지원자격 :

(1)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남·여(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2) 학력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1~4학년 재학생(복학예정자 가능)

※ 단, 수학기간이 5년인 학과(건축학과 등)의 경우는 5학년도 지원 가능

나) 모집시기 : 연 1회(3~4월)

다) 선발시험 :

(1) 1차: 필기평가(국사과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대체)

(2) 2차: 체력인증평가, 면접평가, 신체검사, 대학성적, 수능성적(고교내신)

※ 체력인증평가는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인증제로 시행(2020년부터 시행)

라) 의무복무기간

(1) 학군장교 : 2년 4개월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4년) 가산 복무

(2) 학사장교 : 3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4년) 가산 복무

마) 지원서 접수 :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https://www.goarmy.mil.kr:447/

바) 대우 및 특전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최대 8학기분 등록금)

(2) 간부 숙소 제공(미혼 : 독신숙소, 기혼 : 아파트)

(3) 대학교 재학 중에는 학업에만 전념, 대학 졸업 후 바로 입대(2월 말 ~ 3월 초)

(4) 국내외 민간대학원에 국비 취학기회 부여(장기복무 선발자)

(5) 군 복무간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사) 문의처 및 모집안내

(1) 인사사령부 선발담당관 : 042)550-7144

(2) 육군대표전화 : 1588-6953(육군으로 오삼)

5) 학사장교(학사사관)

가) 지원자격

(1)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27세 남·여(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2) 학력: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거 동일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모집시기 : 연 1회(3~4월)

다) 선발시험 :

(1) 1차: 필기평가(국사과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대체)

(2) 2차: 체력인증평가,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 체력인증평가는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인증제로 시행(2020년부터 시행)

https://www.goarmy.mil.kr: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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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무복무기간 : 임관 후 3년(장기 또는 복무연장 지원 가능)

바) 대우 및 특전

(1) 간부 숙소 제공(미혼 : 독신숙소, 기혼 : 아파트)

(2) 대학교 재학중에는 학업에만 전념, 대학 졸업 후 바로 입대(2월 말 ~ 3월 초)

(3) 국내외 민간대학원에 국비 취학기회 부여(장기복무 선발자)

(4) 군 복무간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사) 문의처 및 모집안내

(1) 인사사령부 선발담당관 : 042)550-7144

(2) 육군대표전화 : 1588-6953(육군으로 오삼)

33. 학자금 대출
1) 담당부서 : 학생처 장학복지팀

2) 학자금 종류

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대출금리 : 1.7%(변동금리)

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단,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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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는 선택권 부여

- 대출금리 : 1.7%(고정금리)

다) 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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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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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내)

- 대출금리 : 무이자

34. 후생복지
1) 관련규정 : 후생복지위원회 규정

2)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3) 취 지

본교의 모든 후생복지시설은 임대사업을 통하여 복지자금의 적립과 교내 구성원(학생, 교

직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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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나라, 서가앤쿡, 둥지떡볶이, 토스트전문점(학생회관 1층), 백운면(도서

관6층),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 많고 질 좋은 식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각 식당은 학생들의 식사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토론

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나) 매 점

학생휴게실(학생회관 1층, 18호관 1층, 23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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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적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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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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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가

로 제공하고 있다.

사)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도서관 1층, 6층 학생회관 1층, 9호관 동산 앞, 목련관 지하1층에서는 학

생․교직원에게 시중요금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커피류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 당구장

당구장(목련관 지하 1층)은 학생․교직원의 여가활동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 피트니스센터

학생과 교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20호관 1층에 설치운영.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575

차) 은행

대구은행(학생회관 1층)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카) 우편취급소

우편취급소(학생회관 1층)는 많은 우편물의 신속처리로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35.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1) 관련규정 : 보험계약서에 의거

2)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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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마) 신입생 담보 :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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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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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청구서(학생지원팀 구비)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라)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금 청구서 발송(FAX 또는 우편)

마) 상해보험금 학교계좌에 입금 후 사고 학생 계좌로 입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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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건강증진센터
1) 관련규정 : 건강증진센터운영규정

2) 담당부서 : 학생처 건강증진센터

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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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상담, 의사진료 및 응급처치를

위해 운영한다. 신장체중계(비만측정기),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검사 등의 의료기

기를 구비하여 보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준다.

4) 주요업무

가)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나) 구급약품 투약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및 관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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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대ㆍ내외 행사 시 의료지원

바) 각종질병예방 사업

사) 체성분검사 - 인바디520으로 체성분 검사 및 결과 상담

아) 안정실 운영

5) 건강증진센터 운영시간

- 진료시간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치 6호관 서편 217호

37. 동아리 활동
1) 관련규정 : 동아리등록 및 운영규정

2)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3) 목 적

대학문화의 꽃인 동아리는 3개분과(문화·예술분과, 스포츠(레저), 종교·봉사분과) 19개 정

식동아리, 2개의 가동아리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21세기 세계

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학문화 발전을 선도하여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으

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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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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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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앙운영위원회 2/3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다.

(2) 신규등록요건 : 신규 등록 동아리는 회칙, 회원명단, 사업계획서, 실적사항, 등록원

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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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아리 현황

가) 현재 등록된 동아리는 21개가 있으며, 등록된 동아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38. 학생통학버스

1)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2) 취 지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생통학버스를 시외노선, 대구시내

및 안심/임당 지하철역 셔틀구간으로 나누어 운행하고 있다. 학기 중 매주금요일에는 귀

향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3) 2022년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표

◈ 등교버스(6대)

문화예술 스포츠/레저 종교/봉사 가등록 계

6 9 4 2 21

뮤즈
럭키스
네오펜
고함
스토리
열린무대

산악부
블랙베어스
인더스
일지회
일맥
약수터
올스타즈
팀프로틴
MXM

RCY
SFC
CCC
반딧불

싸이클히트
We are

호차 방면 경유지

1 수성구
파동대자연2차(07:15)-정화우방팔레스맞은편엔젤리너스(07:22)-어린이회관(07:30)-
수성네거리NH농협은행(07:35)-대구법원앞횡단보도(07:40)-지노메디여성병원
(07:45)-강촌마을버스정류장지나서30m앞(07:50)-학교

2
칠곡/
북구

칠곡CGV대로변건너(07:05)-칠곡강남약국(07:13)-만평네거리대구은행(07:25)-원대오
거리“아방궁”중국집앞(07:30)-대구태영신협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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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교버스(6대)

호차
출발

시간
운행지역

1 18:30 등교 역순운행

2 18:30 등교 역순운행

3 18:30 등교 역순운행

4 18:30 등교 역순운행

5 18:30 등교 역순운행

6 18:30 등교 역순운행

◈ KIU 자율 하차 버스

호차 학교 출발시간 경  유  지

자율
하차
버스

16:10출발
(안심노선승강장)

학교 → 안심역 방면 → 효목네거리 →  복현오거리 → 노원네거리 

→ 만평네거리 → 칠곡IC 전 자율 하차 

위 구간 중 원하는 지점 하차 가능

17:15출발
(임당노선승강장)

학교 → 임당역 방면 → 만촌역 방면 → 달구벌대로 → 성서IC 전 

자율 하차

위 구간 중 원하는 지점 하차 가능 

◈ 자율주행 버스

호차 방면 경유지

(07:34)-롯데하이마트 건너편(LPG대평충전소옆)(07:46)-팔공IC방면 대구공항담벼락 
끝지점 백초농원 앞(07:55)-학교

3
달서구/

화원

성당자동차학원앞(07:05)-합동약국앞(07:13)-월성성당건너(07:15)-보성은하타운 맥
도날드 상인DT전건너(07:19)-진천동 나사렛종합병원 앞(07:24)-대곡역 4번출구
(07:30)-농협화원지점(07:33)-KB화원지점(07:35)-학교

4
남구/
서구/
수성구

유진장모텔건너(06:50)-신평리네거리우리은행(투썸플레이스건너)(06:55)-두류공원네
거리SK충전소(안지랑네거리방향)(07:04)-앞산힐스테이트(07:20)-두산오거리한패밀리
요양병원앞(07:35)-황금네거리LG베스트샵(07:38)-만촌네거리 버거킹(07:50)-학교

5
수성/
경산

KB범물동지점(07:15)-범물치안센터앞공중전화부스(07:18)-시지교와 경북아파트 입구
사이 대보공인중개사(07:28)-영대교 버스정류장 (영대방면)(07:36)-계양동 미래주유
소(07:43)-사동 시온성교회 앞 대로변(07:46)-압량네거리 굿채널안경점 앞(07:54)-
학교

6 성서
우방죽전아파트 104동 앞 횡단보도(07:02)-용산청구아파트육교밑(성주방향)(07:07)-
성서2차서한아파트106동옆(성서로)(07:12)-지하철이곡역3번출구옆타이어뱅크
(07:19)-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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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차 학교 출발시간 경  유  지 학교 도착시간

자율
주행
버스

09:45
하양역(09:55) - 하양자동차정비(블루핸즈) 

맞은편(10:05)
10:15

자율
주행
버스

14:50
하양역(15:00) - 하양자동차정비(블루핸즈) 

맞은편(15:10)
15:20

◈ 시외통학버스

(하교 : 월 ~ 목 18:10 – 등교역순운행)

포항·안강

영일대해수욕장(북부여름파출소 건너)(07:00) -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 후문(07:25) 

- 안강시외버스 터미널건너(07:40) - 풍산금속 정문건너(07:45) - 하양역 건너 

하이마트(08:15) 

울산·경주 공업탑네거리 롯데캐슬킹덤103동 옆(06:50)-신복로타리(07:00)-경주고속터미널(07:35)

구미 구미종합터미널 삼익피아노 건너편(07:10) - 옥계동 와촌식육식당 버스정류장(07:25)

◈ 귀향버스 - 매주 금요일 운행

◈ 셔틀버스(승차장소 : 임당역-5번 출구 / 안심역-3번 출구에서 대구방향 50M 지점)

방면 경유지 시간

포항·안강 안강시외버스 터미널 –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 - 영일대해수욕장 

17:30

울산·경주 경주고속터미널 – 신복로타리 – 공업탑네거리

구미 옥계동 와촌식육식당 - 구미종합터미널

부산·김해 부산 동래역 - 김해시청

마산·창원 창원 시청 – 마산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죽전간이정류장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15:30

구분 출발지점 경유지 도착지

등교

임당역 08:20 → 학교 08:50

임당역 08:55 → 학교 09:25

임당역 09:25 → 학교 09:55

임당역 09:55 → 학교 10:25

임당역 10:25 → 학교 10:55

임당역 11:00 → 학교 11:30

안심역 08:25 → 학교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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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역 08:30 → 학교 08:45

안심역 08:40 → 학교 08:55

안심역 09:30 → 학교 09:45

안심역 10:00 → 학교 10:15

안심역 10:30 → 학교 10:45

안심역 11:00 → 학교 11:15

하교

학교 15:10 안심역 15:25 임당역 15:40

학교 15:40 안심역 15:55 임당역 16:10

학교 16:40 안심역 16:55 임당역 17:15

학교 17:00 안심역 17:15 임당역 17:35

학교 17:15 → 안심역 17:35

학교 17:30 → 안심역 17:50

학교 17:30 → 임당역 18:00

학교 18:15 → 안심역 18:35

학교 18:30 → 임당역 19:00

학교 19:30 안심역 19:45 임당역 20:00

학교 21:10 안심역 21:25 임당역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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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학생서비스센터

1. 개 요

학생서비스센터는 학생중심의 대학 운영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학생관련 민원업무를 원스

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체제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기구입니다.

수업학적팀, 학생지원팀, 장학복지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학생관련 민원 업무를 한 장소

에서 처리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 및 정

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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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

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함으로써 재학생 뿐 만 아니

라 졸업생들에게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해외프로그램, 교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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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관련 안내와 정보를 언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서비스센터는 앞으로 보다 신속한 정보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생관련 업

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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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충원율 지표 관리

∙휴·복학 업무

∙재입학·제적·자퇴 업무

∙미등록·미복학 관리 업무

∙신·편입생 학번부여 및 재적생 개인정보 관리

6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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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주 요 업 무 상담전화

∙학생 및 강의경력 증명 발급 업무

∙휴·복학 홈페이지 관리

∙학생관련 통계 및 정보공시 업무

∙학력조회 업무

∙학생증 업무

∙학사정보검색기 관리

∙성적 업무

∙수강 업무

∙학습구분변경 업무

∙계절학기 업무

∙군이러닝 관련 업무

∙학사경고자 관리

∙장기결석자 관리

∙출석부 관리 업무

∙교직관련 업무

600-4123

∙졸업기준 및 졸업학점 관리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 관리

∙학점인정 및 전공기초 필수교과목 지정

∙졸업논문 업무

∙전부(과)/전공변경 업무

∙전공배정 업무

∙수업상황(휴·보강/출장) 관리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편입, 군학점) 업무

∙캡스톤디자인 운영 관련 업무

∙학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졸업 및 학점교류 관련 통계 및 정보공시 업무

600-4124

학

생

지

원

팀

∙ 체육시설물 대여 안내

∙ 학생 상․벌 관련 안내

∙ 경영자배상책임보험 신청 및 지급 안내

∙ 후생복지 업무

∙ 전담지도상담제도 안내

∙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행사 관련 지도

60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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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주 요 업 무 상담전화

∙ 통학버스 신청 및 운행 안내

∙ 근로학생 관련 업무

∙ 국가근로, 교내경력개발, 단기근로 장학금 신청 안내

∙ 해외프로그램 관련 업무

∙ 야간잔류 안내

∙ 학생 간행물(공고, 유인) 부착 승인 및 안내

600-4162

장학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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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2. 구성 및 직제

3. 교육목적 체계도

4. 학 칙

5. 교육과정

6. 학위수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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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1989. 11. 15 경북산업대학 산업대학원 설치인가, 석사학위과정 총 80명

설치학과 : 4개 학과(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섬유공학과, 토목공학과)

1990. 03. 01 초대 산업대학원장 총장 이태재 박사 취임

1991. 10. 26 석사학위과정 25명 증원, 입학정원 총 105명

신설학과 : 5개 학과(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건축공학과, 산업공학과,

전자계산학과)

1992. 03. 01 경북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으로 개칭

1992. 06. 17 제2대 산업대학원장 김진 박사 취임

1992. 08. 22 학위수여(제1회) : 총 24명(석사 24명)

▸산업대학원 석사 : 24명(공학석사 24명)

1992. 10. 12 석사학위과정 15명 증원, 입학정원 총 120명

신설학과 : 1개 학과(의상디자인학과)

1993. 02. 20 학위수여(제2회) : 총 2명(석사 2명)

▸산업대학원 석사 : 2명(공학석사 2명)

1993. 08. 21 학위수여(제3회) : 총 8명(석사 8명)

▸산업대학원 석사 : 8명(공학석사 8명)

1993. 09. 01 석사학위과정 50명 증원, 입학정원 총 170명

신설학과 : 2개 학과(경영학과, 행정학과)

1994. 03. 01 제3대 산업대학원장 박노삼 박사 취임

1994. 08. 20 학위수여(제5회) : 총 14명(석사 14명)

▸산업대학원 석사 : 14명(공학석사 14명)

1995. 02. 25 학위수여(제6회) : 총 13명(석사 13명)

▸산업대학원 석사 : 13명(공학석사 13명)

1995. 08. 26 학위수여(제7회) : 총 26명(석사 26명)

▸산업대학원 석사 : 26명(공학석사 23명, 이학석사 3명)

1996. 02. 24 학위수여(제8회) : 총 13명(석사 13명)

▸산업대학원 석사 : 13명(공학석사 13명)

1996. 03. 01 제4대 산업대학원장 장정수 박사 취임

1996. 08. 24 학위수여(제9회) : 총 21명(석사 21명)

▸산업대학원 석사 : 21명(공학석사 19명, 행정학석사 2명)

1996. 12. 19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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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과 : 2개 학과(사진영상학과, 산업공예학과)

14개 학과, 입학정원 총 85명

1997. 02. 22 학위수여(제10회) : 총 7명(석사 7명)

▸산업대학원 석사 : 7명(공학석사 6명, 행정학석사 1명)

1997. 08. 22 학위수여(제11회) : 총 20명(석사 20명)

▸산업대학원 석사 : 20명(공학석사 16명, 이학석사 3명, 행정학석사 1명)

1997. 10. 25 신설학과 : 1개 학과(측지공학과)

15개 학과, 입학정원 총 85명

1998. 02. 20 학위수여(제12회) : 총 15명(석사 15명)

▸산업대학원 석사 : 15명(공학석사 15명)

1998. 08. 21 학위수여(제13회) : 총 36명(석사 36명)

▸산업대학원 석사 : 36명(공학석사 32명, 이학석사 2명, 행정학석사 2명)

1998. 11. 13 신설학과 : 1개 학과(세무회계정보학과)

16개 학과, 입학정원 총 85명

1999. 02. 19 학위수여(제14회) : 총 40명(석사 40명)

▸산업대학원 석사 : 40명(공학석사 38명, 미술학석사 2명)

1999. 03. 02 제5대 산업대학원장 박노삼 박사 취임

1999. 08. 20 학위수여(제15회) : 총 28명(석사 28명)

▸산업대학원 석사 : 28명(공학석사 18명, 미술학석사 7명, 이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2명)

1999. 11. 02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설치인가

▸박사학위과정 : 6개 학과, 입학정원 총 6명

▸석사학위과정 : 21개 학과, 입학정원 총 31명

경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설치인가

▸석사학위과정 : 3개 학과, 입학정원 총 9명

산업대학원 신설학과 : 2개 학과(화학공학과, 산업정보경제학과)

▸석사학위과정 : 18개 학과, 입학정원 총 39명

2000. 02. 18 학위수여(제16회) : 총 28명(석사 28명)

▸산업대학원 석사 : 28명(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20명, 미술학석사

3명, 이학석사 3명)

2000. 08. 18 학위수여(제17회) : 총 21명(석사 21명)

▸산업대학원 석사 : 21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13명, 미술학석사

5명, 이학석사 2명)

2000. 11. 06 【학제 개편 : 산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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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공학과 →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

2001. 02. 16 학위수여(제18회) : 총 38명(석사 38명)

▸산업대학원 석사 : 38명(공학석사 30명, 미술학석사 6명, 행정학석사

2명)

2001. 03. 02 제6대 대학원장 이진호 박사 취임

2001. 08. 24 학위수여(제19회) : 총 14명(석사 14명)

▸산업대학원 석사 : 14명(공학석사 9명, 미술학석사 5명)

2002. 02. 15 학위수여(제20회) : 총 24명(석사 24명)

▸일반대학원 석사 : 16명(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12명, 미술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8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4명, 미술학석사 2명,

이학석사 1명)

2002. 03. 01 【학제 개편 : 산업대학원】

▸의상디자인학과 → 패션디자인산업학과

2002. 08. 23 학위수여(제21회) : 총 18명(석사 18명)

▸일반대학원 석사 : 1명(미술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15명(공학석사 12명, 미술학석사 3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2명(미술학석사 2명)

2003. 02. 21 학위수여(제22회) : 총 26명(석사 26명)

▸일반대학원 석사 : 17명(경영학석사 4명, 공학석사 10명, 미술학석사

2명, 이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7명(공학석사 4명, 미술학석사 3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2명(미술학석사 2명)

2003. 03. 02 제7대 대학원장 박종봉 박사 취임

2003. 08. 22 학위수여(제23회) : 총 15명(석사 15명)

▸일반대학원 석사 : 4명(공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2명)

▸산업대학원 석사 : 10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7명, 미술학석사

1명, 이학석사 1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1명(미술학석사 1명)

2004. 02. 20 학위수여(제24회) : 총 12명(박사 1명, 석사 11명)

▸일반대학원 박사 : 1명(공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10명(공학석사 5명, 미술학석사 3명, 이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1명(미술학석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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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8. 20 학위수여(제25회) : 총 19명(박사 1명, 석사 18명)

▸일반대학원 박사 : 1명(공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8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4명,

이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5명(공학석사 3명, 미술학석사 2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5명(미술학석사 5명)

2004. 08. 30 일반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석사학위과정) 설치인가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 총 40명(박사학위과정 9명, 석사학위과정 29명, 학·연·산

협동과정 2명)

▸산업대학원 : 총 27명(석사학위과정 27명)

▸디자인대학원 : 총 18명(석사학위과정 18명)

2005. 02. 18 학위수여(제26회) : 총 22명(박사 4명, 석사 18명)

▸일반대학원 박사 : 4명(공학박사 4명)

▸일반대학원 석사 : 16명(공학석사 12명, 미술학석사 3명, 이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2명(공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1명)

2005. 03. 02 제8대 대학원장 노철균 박사 취임

【계약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 2개 학과(건축학과, 소방방재행정학과)

▸디자인대학원 : 1개 학과(뷰티비즈니스학과)

2005. 08. 19 학위수여(제27회) : 총 9명(석사 9명)

▸일반대학원 석사 : 6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5명)

▸산업대학원 석사 : 2명(공학석사 2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1명(미술학석사 1명)

2006. 01. 20 명예박사 학위수여(제1호)

▸수득자 : 명예행정학 박사 강시준(학교법인 영남공업교육학원 이사장)

2006. 02. 17 학위수여(제28회) : 총 17명(박사 2명, 석사 15명)

▸일반대학원 박사 : 2명(공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12명(공학석사 10명, 미술학석사 2명)

▸산업대학원 석사 : 1명(이학석사 1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2명(미술학석사 2명)

2006. 03. 02 【계약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 1개 학과(세무회계정보학과)

2006. 08. 18 학위수여(제29회) : 총 12명(박사 1명, 석사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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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박사 : 1명(공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6명(미술학석사 3명, 이학석사 2명, 행정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3명(공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1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2명(미술학석사 2명)

2006. 09. 01 【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 1개 학과(교육문화콘텐츠학과)

【계약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 1개 학과(교육콘텐츠학과)

【학제 개편 : 산업대학원】

▸세무회계정보학과(계약학과) → 세무경영학과(계약학과)

2007. 02. 15 학위수여(제30회) : 총 25명(박사 2명, 석사 23명)

▸일반대학원 박사 : 2명(공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20명(공학석사 16명, 미술학석사 4명)

▸산업대학원 석사 : 3명(공학석사 3명)

2007. 03. 02 제9대 대학원장 노철균 박사 취임

2007. 08. 17 학위수여(제31회) : 총 13명(석사 13명)

▸일반대학원 석사 : 3명(공학석사 3명)

▸산업대학원 석사 : 9명(공학석사 4명, 행정학석사 5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1명(미술학석사 1명)

2007. 12. 07 명예박사 학위수여(제2호)

▸수득자 : 명예행정학 박사 김용대(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008. 02. 22 학위수여(제32회) : 총 24명(박사 4명, 석사 20명)

▸일반대학원 박사 : 4명(공학박사 4명)

▸일반대학원 석사 : 17명(공학석사 14명, 미술학석사 2명, 이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3명(공학석사 3명)

2008. 03. 01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 총 64명(박사학위과정 22명, 석사학위과정 40명, 학·연·산

협동과정 2명)

▸산업대학원 : 총 12명(석사학위과정 12명)

▸디자인대학원 : 총 9명(석사학위과정 9명)

【학제 개편 :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학제 개편 : 디자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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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산업학과 → 뷰티산업학과

2008. 08. 22 학위수여(제33회) : 총 11명(석사 11명)

▸일반대학원 석사 : 9명(경영학석사 3명, 공학석사 5명, 미술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2명(공학석사 2명)

2008. 09. 01 제10대 대학원장 허만우 박사 취임

2009. 02. 20 학위수여(제34회) : 총 42명(박사 4명, 석사 38명)

▸일반대학원 박사 : 4명(공학박사 2명, 행정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19명(경영학석사 4명, 공학석사 12명, 미술학석사

2명, 이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19명(공학석사 4명, 문학석사 8명, 행정학석사 7명)

2009. 03. 01 일반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폐지

산업대학원 계약학과(건축학과) 폐지

디자인대학원 폐교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 총 70명(박사학위과정 25명, 석사학위과정 45명)

▸산업대학원 : 총 15명(석사학위과정 15명)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1개 학과(소방방재학과)

【계약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 1개 학과(경영컨설팅학과)

【학제 개편 : 산업대학원】

▸교육문화콘텐츠학과 → 독서학과

▸교육콘텐츠학과(계약학과) → 독서논술학과(계약학과)

2009. 06. 19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2개 학과(경영학과, 산업공예학과)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1개 학과(관광비즈니스학과)

▸산업대학원 : 1개 학과(부동산지적학과)

2009. 08. 01 제11대 대학원장 김광주 박사 취임

2009. 08. 21 학위수여(제35회) : 총 26명(박사 6명, 석사 20명)

▸일반대학원 박사 : 6명(공학박사 6명)

▸일반대학원 석사 : 8명(경영학석사 3명, 공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2명,

이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4명(공학석사 1명, 문학석사 3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8명(미술학석사 2명, 이학석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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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2. 19 학위수여(제36회) : 총 59명(박사 7명, 석사 52명)

▸일반대학원 박사 : 7명(공학박사 5명, 행정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25명(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18명, 미술학석사

5명)

▸산업대학원 석사 : 18명(경영학석사 5명, 문학석사 8명, 행정학석사

5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9명(미술학석사 2명, 미용학석사 7명)

2010. 03. 01 【계약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 1개 학과(건축학과)

【학제 개편 : 일반대학원】

▸산업공예학과 → 공예디자인학과

▸화학공학과 →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관광비즈니스학과 → 금융증권학과

【학제 개편 : 산업대학원】

▸화학공학과 →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산업정보경제학과 → 금융증권학과

▸산업공예학과 → 공예디자인학과

▸소방방재행정학과(계약학과) → 소방방재학과(계약학과)

2010. 06. 03 일반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선정(중소기업청)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1개 학과(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10. 08. 20 학위수여(제37회) : 총 14명(박사 2명, 석사 12명)

▸일반대학원 박사 : 2명(공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7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5명, 행정학석사 1명)

▸산업대학원 석사 : 3명(공학석사 1명, 문학석사 2명)

▸디자인대학원 석사 : 2명(미술학석사 2명)

2010. 10. 07 경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설치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 총 65명(박사학위과정 35명, 석사학위과정 30명)

▸산업대학원 : 총 10명(석사학위과정 10명)

▸보건복지대학원 : 총 10명(석사학위과정 10명)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3개 학과(안전공학과, 보건복지학과, 사진

영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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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보건복지학과

▸보건복지대학원 : 4개 학과(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응급구조학

과, 식품과학과)

【계약학과 신설】

▸산업대학원 : 1개 학과(자치행정학과)

【학제 개편 :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 건설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IT융복합학과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 → 공간정보공학과

▸공예디자인학과 → 디자인학과

▸세무회계정보학과 → 세무·회계학과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 화학공학과

▸소방방재학과 → 안전공학과

【학제 개편 : 산업대학원】

▸세무회계정보학과 → 세무·회계학과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 화학공학과

▸도시정보·측지지적공학과 → 공간정보공학과

2011. 02. 18 학위수여(제38회) : 총 45명(박사 12명, 석사 33명)

▸일반대학원 박사 : 12명(공학박사 10명, 행정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24명(경영학석사 3명, 공학석사 15명, 미술학석사

6명)

▸산업대학원 석사 : 9명(공학석사 1명, 문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7명)

2011. 07. 01 제12대 대학원장 김병하 박사 취임

2011. 07. 06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을 산업경영대학원으로 개칭

2011. 07. 19 명예박사 학위수여(제3호)

▸수득자 : 명예경영학 박사 공원식(경상북도 정무부지사)

2011. 08. 18 학위수여(제39회) : 총 25명(박사 7명, 석사 18명)

▸일반대학원 박사 : 7명(공학박사 7명)

▸일반대학원 석사 : 9명(경영학석사 6명, 공학석사 3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9명(경영학석사 5명, 공학석사 2명, 문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1명)

2011. 10. 19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2개 학과(소방방재학과, 심리치료학과)

【학제 개편 :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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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과 → 에너지융합학과

【학제 개편 :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전공 변경】

▸행정학과 : 행정학/경찰행정학/부동산학 → 행정학/경찰행정학/부동산

지적학

2011. 11. 04 【전공 변경】

▸행정학과 : 행정학/경찰행정학/부동산지적학 → 행정학/경찰행정학/부

동산학/지적학

2012. 02. 17 학위수여(제40회) : 총 41명(박사 11명, 석사 30명)

▸일반대학원 박사 : 11명(공학박사 8명, 행정학박사 3명)

▸일반대학원 석사 : 19명(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13명, 미술학석사

4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11명(경영학석사 6명, 공학석사 1명, 문학석사

3명, 부동산지적학석사 1명)

2012. 03. 17 산업경영대학원장 이진춘 박사 취임

보건복지대학원장 원철호 박사 취임

2012. 08. 17 학위수여(제41회) 총 46명(박사 7명, 석사 39명)

▸일반대학원 박사 : 7명(공학박사 4명, 행정학박사 3명)

▸일반대학원 석사 : 33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31명, 미술학석사

1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6명(경영학석사 1명, 문학석사 2명, 미용학석사

3명)

2012. 09. 01 제13대 대학원장 김도태 박사 취임

2012. 09. 11 제14대 대학원장 권중생 박사 취임

경일대학교 대구교육관 개관

▸산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및 KIU 협상 최고위과정 개설

2012. 09. 17 보건복지대학원장 손신영 박사 취임

2013. 02. 15 학위수여(제42회) : 총 56명(박사 11명, 석사 45명)

▸일반대학원 박사 : 11명(경영학박사 4명, 공학박사 5명, 행정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17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14명, 미술학석사

1명, 사회복지학석사 1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25명(공학석사 14명, 문학석사 5명, 부동산지적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594

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5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3명(사회복지학석사 2명, 응급구조학석사 1명)

2013. 02. 21 【계약학과 신설】

▸산업경영대학원 : 1개 학과(테크노경영학과)

2013. 08. 16 학위수여(제43회) : 총 44명(박사 4명, 석사 40명)

▸일반대학원 박사 : 4명(공학박사 2명, 행정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17명(경영학석사 2명, 경제학석사 1명, 공학석사

11명, 미술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18명(경영학석사 9명, 문학석사 2명, 부동산지적

학석사 2명, 행정학석사 5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5명(문학석사 2명, 사회복지학석사 1명, 응급구

조학석사 2명)

2014. 02. 14 학위수여(제44회) : 총 53명(박사 11명, 석사 42명)

▸일반대학원 박사 : 11명(경영학박사 9명, 공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37명(경영학석사 4명, 공학석사 23명, 미술학석사

6명, 미용학석사 2명, 행정학석사 2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5명(경영학석사 2명, 부동산지적학석사 3명)

2014. 08. 07 보건복지대학원장 엄지연 박사 취임

2014. 08. 14 학위수여(제45회) : 총 13명(박사 2명, 석사 11명)

▸일반대학원 박사 : 2명(공학박사 1명, 철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4명(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2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7명(경영학석사 3명, 공학석사 2명, 미용학석사

1명, 부동산지적학석사 1명)

2014. 08. 22 명예박사 학위수여(제4호)

▸수득자 : 명예경영학 박사 석호진(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위원장)

2015. 02. 13 학위수여(제46회) : 총 68명(박사 21명, 석사 47명)

▸일반대학원 박사 : 21명(경영학박사 9명, 공학박사 8명, 미술학박사

1명, 사회복지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34명(경영학석사 5명, 공학석사 24명, 미술학석사

3명, 미용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7명(경영학석사 5명, 공학석사 2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6명(문학석사 3명, 응급구조학석사 3명)

2015. 08. 21 학위수여(제47회) : 총 22명(박사 3명, 석사 19명)

▸일반대학원 박사 : 3명(경영학박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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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석사 : 6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2명, 미술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2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10명(경영학석사 4명, 공학석사 3명, 행정학석사

3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3명(문학석사 3명)

2015. 09. 16 제15대 대학원장 이진춘 박사 취임

2015. 12. 02 명예박사 학위수여(제5호)

▸수득자 : 명예경영학 박사 김영석(영천시장)

2016. 02. 07 명예박사 학위수여(제6호)

▸수득자 : 명예행정학 박사 최영조(경산시장)

2016. 02. 19 학위수여(제48회) : 총 42명(박사 17명, 석사 27명)

▸일반대학원 박사 : 17명(경영학박사 5명, 공학박사 7명, 미용학박사

1명, 사회복지학박사 1명, 철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20명(공학석사 14명, 미술학석사 3명, 미용학석사

2명, 행정학석사 1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3명(경영학석사 3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2명(문학석사 2명)

2016. 06. 22 명예박사 학위수여(제7호)

▸수득자 : 명예행정학 박사 정병윤(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016. 07. 01 보건복지대학원장 양인숙 박사 취임

2016. 07. 29 【학과 신설】

▸산업경영대학원 : 1개 학과(소방안전학과)

2016. 08. 19 학위수여(제49회) 총 29명(박사 7명, 석사 22명)

▸일반대학원 박사 : 7명(공학박사 4명, 미용학박사 3명)

▸일반대학원 석사 : 10명(공학석사 7명, 미용학석사 3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9명(경영학석사 6명, 공학석사 3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3명(문학석사 2명, 응급구조학석사 1명)

2016. 12. 09 제16대 대학원장 안승섭 박사 취임

2017. 02. 17 학위수여(제50회) : 총 54명(박사 14명, 석사 40명)

▸일반대학원 박사 : 14명(경영학박사 6명, 공학박사 7명, 행정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33명(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28명, 미술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2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5명(경영학석사 4명, 미용학석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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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2명(응급구조학석사 2명)

2017. 06. 23 명예박사 학위수여(제8호)

▸수득자 : 명예경영학 박사 박기동(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2017. 07. 01 산업경영대학원장 최홍규 박사 취임

2017. 08. 18 학위수여(제51회) : 총 8명(박사 6명, 석사 2명)

▸일반대학원 박사 : 6명(공학박사 4명, 사회복지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1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1명(행정학석사 1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1명(문학석사 1명)

2017. 09. 28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심리치료학과

▸보건복지대학원 : 노인체육복지학과

【전공 변경】

▸보건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상담심리학/응급구조학/식품과학 → 사회

복지학/응급구조학/식품과학

2018. 02. 23 학위수여(제52회) : 총 50명(박사 13명, 석사 37명)

▸일반대학원 박사 : 13명(경영학박사 9명, 공학박사 1명, 미술학박사

1명, 철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29명(공학석사 19명, 미술학석사 2명, 미용학석사

5명, 사회복지학석사 1명, 심리학석사 2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4명(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1명, 부동산지적

학석사 1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4명(문학석사 2명, 응급구조학석사 2명)

2018. 07. 01 보건복지대학원장 김예영 박사 취임

2018. 08. 17 학위수여(제53회) : 총 24명(박사 9명, 석사 15명)

▸일반대학원 박사 : 9명(경영학박사 5명, 공학박사 2명, 철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4명(미술학석사 3명, 미용학석사 1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6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3명, 부동산지적

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5명(문학석사 3명, 사회복지학석사 2명)

2019. 02. 15 학위수여(제54회) 총 44명(박사 7명, 석사 37명)

▸일반대학원 박사 : 7명(경영학박사 7명)

▸일반대학원 석사 : 32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21명, 미술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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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미용학석사 7명, 심리학석사 2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3명(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1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2명(문학석사 2명)

2019. 02. 19 【전공 변경】

▸경영학과 : 경영학/세무·회계학/금융증권학/국제통상학/스포츠경영

학 → 경영학/경제통상학

2019. 04. 02 제17대 대학원장 이현준 박사 취임

2019. 05. 01 【전공 변경】

▸IT융복합학과 : 철도전기공학 → 전기공학

2019. 06. 01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1개 학과(교육컨설팅학과)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1개 학과(교육컨설팅학과)

2019. 07. 01 제18대 대학원장 강우종 박사 취임

산업경영대학원장 임정훈 박사 취임

2019. 08. 16 학위수여(제55회) : 총 12명(박사 2명, 석사 10명)

▸일반대학원 박사 : 2명(공학박사 1명, 미용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3명(공학석사 3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4명(경영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1명, 행정학석

사 2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3명(문학석사 1명, 사회복지학석사 1명, 이학석

사 1명)

2019. 09. 01 보건복지대학원장 박현숙 박사 취임

2019. 11. 01 산업경영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 모집 중지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 총 85명(박사학위과정 35명, 석사학위과정 50명)

【학과 신설】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3개 학과(전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스포츠과학과)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4개 학과(전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간호학과, 스포츠과학과)

【학제 개편 : 일반대학원】

▸IT융복합학과 → IT공학과

▸에너지융합학과/화학공학과/신재생에너지학과 통합 → 화학공학과

▸건설공학과 →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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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학과 → 보건·복지서비스학과

▸심리치료학과 → 심리학과

▸사진영상학과/디자인학과 통합 → 융복합콘텐츠·미디어학과

【전공 신설】

▸IT공학과 : 스마트팩토리

▸건축공학과 : 건축학

▸경영학과 : 항공경영/철도경영

▸행정학과 : 범죄학

▸보건·복지서비스학과 : 노인체육복지학

▸융복합콘텐츠·미디어학과 : 디지털미디어디자인/만화애니메이션

【대학원 현황】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15개 학과, 37개 전공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17개 학과, 39개 전공

2019. 12. 17 【학제 개편 : 일반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 교육학과

▸융복합콘텐츠·미디어학과 → 융복합콘텐츠·미디어디자인학과

【전공 변경】

▸융복합콘텐츠·미디어디자인학과 : 디지털미디어디자인 →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2020. 02. 14 학위수여(제56회) : 총 51명(박사 12명, 석사 39명)

▸일반대학원 박사 : 12명(경영학박사 8명, 공학박사 4명)

▸일반대학원 석사 : 33명(경영학석사 5명, 공학석사 20명, 문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5명, 심리학석사 1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1명(부동산지적학석사 1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5명(문학석사 3명, 응급구조학석사 2명)

2020. 08. 14 학위수여(제57회) : 총 23명(박사 10명, 석사 13명)

▸일반대학원 박사 : 10명(경영학박사 5명, 공학박사 4명, 철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4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3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5명(경영학석사 1명, 미용학석사 2명, 행정학석

사 2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4명(노인체육복지학석사 2명, 사회복지학석사

2명)

2020. 12. 01 경일대학교 K-글로벌대학원 설치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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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총 84명(박사학위과정 34명, 석사학위과정 50명)

▸K-글로벌대학원 : 총 2명(석사학위과정 2명)

【학과 신설】

▸K-글로벌대학원 : 2개 학과(K-비즈니스학과, K-융합학과)

【대학원 현황】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15개 학과, 38개 전공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17개 학과, 40개 전공

▸K-글로벌대학원 : 2개 학과, 5개 전공

2021. 01. 01 산업경영대학원장 강우종 박사 취임

2021. 02. 19 학위수여(제58회) : 총 41명(박사 8명, 석사 33명)

▸일반대학원 박사 : 8명(경영학박사 4명, 공학박사 1명, 미술학박사 1명,

미용학박사 1명, 사회복지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30명(경영학석사 2명, 공학석사 21명, 문학석사 3명,

미술학석사 3명, 미용학석사 1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3명(문학석사 2명, 응급구조학석사 1명)

2021. 07. 01 보건복지대학원장 신효진 박사 취임

K-글로벌대학원장 강형구 박사 취임

2021. 08. 13 학위수여(제59회) : 총 19명(박사 9명, 석사 10명)

▸일반대학원 박사 : 9명(경영학박사 4명, 공학박사 2명, 미용학박사 1명,

응급구조학박사 1명, 행정학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 7명(공학석사 3명, 미술학석사 4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1명(행정학석사 1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2명(노인체육복지학석사 1명, 응급구조학석사

1명)

2022. 02. 11 학위수여(제60회) : 총 72명(박사 18명, 석사 54명)

▸일반대학원 박사 : 18명(경영학박사 5명, 공학박사 3명, 교육학박사

2명, 미술학박사 6명, 행정학박사 2명)

▸일반대학원 석사 : 38명(경영학석사 1명, 공학석사 30명, 문학석사 3명,

미술학석사 2명, 사회복지학석사 1명, 행정학석사 1명)

▸산업경영대학원 석사 : 2명(경영학석사 1명, 미술학석사 1명)

▸보건복지대학원 석사 : 2명(노인체육복지학석사 1명, 문학석사 1명)

▸K-글로벌대학원 석사 : 12명(경영학석사 2명, 교육학석사 2명, 미술학

석사 7명, 스포츠학석사 1명)

2022. 03. 01 【학과 신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600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철도학과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철도학과

【대학원 현황】

▸일반대학원(박사학위과정) : 16개 학과, 39개 전공

▸일반대학원(석사학위과정) : 18개 학과, 41개 전공

▸K-글로벌대학원 : 2개 학과, 5개 전공

2022. 05. 09 명예박사 학위수여(제9호)

▸수득자 : 명예정치학 박사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중앙아프리카공

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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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직제

1) 편제 현황

2) 대학원위원회 현황

직위 성명

위 원 장 강 우 종

위 원 강 형 구

위 원 김 해 수

위 원 김 화 영

위 원 박 인 성

위 원 박 주 령

위 원 신 효 진

위 원 이 재 욱

위 원 이 점 찬

위 원 최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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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현황

직위 성명

대 학 원 장 강 우 종

K – 글 로 벌 대 학 원 장 강 형 구

팀 장 김 정 미

담 당 조 선 영

4) 학과 및 전공 현황

대학원구분 학과명 전공명
학위과정

석사 박사

일반
대학원

기계공학과 - ○ ○

IT공학과 로봇공학/전자공학/스마트팩토리 ○ ○

전기공학과 - ○ ○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컴퓨터공학 ○ ○

소방방재학과 - ○ ○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신재생에너지학 ○ ○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건축학 ○ ○

토목공학과 - ○ ○

철도학과 철도공학/철도경영학 ○ ○

간호학과 - ○ -

보건·복지서비스
학과

사회복지학/노인체육복지학/
응급구조학/식품과학

○ ○

심리학과 상담심리학/임상심리학 ○ ○

경영학과 경영학/경제통상학/항공경영 ○ ○

행정학과
행정학/경찰행정학/범죄학/

부동산학/지적학
○ ○

교육학과 교육학/교육공학·평생교육 ○ ○

융복합콘텐츠·
미디어디자인학과

사진영상학/시각디자인/산업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뷰티산업학

○ ○

스포츠과학과
스포츠헬스케어/스포츠코칭/

스포츠마케팅
○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 -

K-글로벌
대학원

K-비즈니스학과 - ○ -

K-융합학과 비즈니스/에듀케이션/아트/스포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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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목적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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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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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1. 편제

가. 일반대학원

나. 특수대학원 : 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K-글로벌대학원 (개정

2008.11.07., 2009.06.19., 2009.08.11., 2010.10.14., 2011.07.06., 2020.12.01.)

2. 교육목적

가. 일반대학원 :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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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K-글로벌대학원 : 국제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각 분야별 전문 이론과 융합교육과

정을 통해 통섭적 사고능력을 가진 글로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0.12.01.)

제3조(학위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을 두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일반대학원에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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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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2022.02.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0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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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예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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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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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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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7.)

1. 병역

2. 임신, 출산 및 육아: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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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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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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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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

으로 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6개월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7.11.15., 2019.06.01.,2020.12.01.)

②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1년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6.01.)

③산업경영대학원 및 보건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6개월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01.)

④K-글로벌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로 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

킨 자에 한하여 1년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12.01.)

⑤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하여 6개월의 수업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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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6.01.)

⑥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우리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9.06.01.)

⑦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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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우리 대학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23조의1(전공변경및전과)대학원의 전공변경 및 학과간 전과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단, 대학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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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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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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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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정하는 학위논문제출자격을 만족하는 자 (개정 2020.03.20.)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해당 전공분야 본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중

대학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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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통합과정

은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개정 2018.01.25.)

2.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4. 삭제 (2017.11.15.)

②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3조(학위수여) ①제32조 제1항의 수료 요건을 갖춘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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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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논문학

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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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산업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의 무논문학위청구자는 조기졸업이 불가

하다. (개정 2020.12.01.)

④학위논문청구자가 무논문학위청구로 변경할 시에는 교과학점 9학점을 추가로 이수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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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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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학술학위 종별에 따른다. (개정 2019.11.01., 2022.05.01.)

제35조(학위수여자 사정) 학위취득자를 결정하는 사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석사 및 박사학위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사정위원장으로 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수여대상자 사정을 실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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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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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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깔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1.22., 2011.01.21., 2011.09.01., 2017.09.28., 2019.06.01., 2019.11.01.,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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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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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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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0조(연구과정) 대학원의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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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정생으로서 그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에 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제42조(공개강좌) ①대학원에는 교양 및 연구 상의 필요한 학식 또는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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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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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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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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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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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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2014.12.22., 2015.01.16.,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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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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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 학생이 입학한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 교육과정 중 2과목(6학점) 범위 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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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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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기타사항) 계약학과 운영에 관해 학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경일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03.15.)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제정 학칙 이전

산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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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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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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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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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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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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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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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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모집은 2014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석·박사통합과정운영에관한규정을 둔다. - 참여학과

: 경영학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계공학과는 2015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참여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보건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의 시행일

이후 학위수여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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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업경영대학원 소방안전학과의 신입생모집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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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여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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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후기모집 교육컨설팅학과 입학생

및 2020학년도 전기모집 융복합콘텐츠·미디어학과의 지원자는 각각 변경학칙의 학과명

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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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 학과 및 입학정원 편성표

1. 일반대학원

(1) 박사과정

계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공학

기계공학과

34명

IT공학과 (로봇공학, 전자공학, 스마트팩토리)

전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 컴퓨터공학)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신재생에너지학)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건축학)

토목공학과

철도학과 (철도공학, 철도경영학)

간호∙보건
보건∙복지서비스학과 (사회복지학, 노인체육복지학, 응급구조학, 식품과학)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 경제통상학, 항공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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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석사과정

계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공학

기계공학과

50명

IT공학과 (로봇공학, 전자공학, 스마트팩토리)

전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 컴퓨터공학)

소방방재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신재생에너지학)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건축학)

토목공학과

철도학과 (철도공학, 철도경영학)

간호∙보건

간호학과

보건∙복지서비스학과 (사회복지학, 노인체육복지학, 응급구조학, 식품과학)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 경제통상학, 항공경영)

행정학과 (행정학, 경찰행정학, 범죄학, 부동산학, 지적학)

교육학과 (교육학, 교육공학·평생교육)

예∙체능
융복합콘텐츠∙미디어디자인학과 (사진영상학,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뷰티산업학)

스포츠과학과 (스포츠헬스케어, 스포츠코칭, 스포츠마케팅)

계 17개학과 (40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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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학과(석사과정)

계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명

2. K-글로벌대학원

계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인문∙사회 K-비즈니스학과
2명

기타 K-융합학과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아트, 스포츠)

계 2개학과 (5개 전공)

<별표 2> 수여학위명

1. 일반대학원(학술학위)

학과 전공
학위명

학과 전공
학위명

석사 박사 석사 박사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IT공학과

로봇공학
경제통상학

전자공학

항공경영스마트팩토리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사이버보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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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디자인학과

사진영상학

미술학석사 미술학박사

토목공학과 토목공학

시각디자인
철도학과

철도공학

철도경영학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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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글로벌대학원(전문학위)

학과 전공 학위명(석사)

K-비즈니스학과 - 경영학석사(K-비즈니스)

K-융합학과

비즈니스 경영학석사(K-융합)

에듀케이션 교육학석사(K-융합)

아트 미술학석사(K-융합)

스포츠 스포츠학석사(K-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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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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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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교과목명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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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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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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을 겸비한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강우종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기계공학

김경진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기계공학

김도태 교수 동경공업대학교 공학박사 열·유체공학

김용대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기계및항공우주공학

신재호 부교수
University of
Virginia

공학박사 생체역학

우현구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메카트로닉스

유병용 조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제어

이광일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기계설계

한경희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기계공학

3) 교과목 해설

○ 공통

계측공학(Measurement in Mechanical Engineering) : 각종 실험용 기자재의 취급법

및 신호측정에 필요한 과정을 이해하고, 실험계획과 자료정리법, 측정시스템을 연구한다.

응용동역학(Advanced Dynamics) : 동역학은 자연현상의 과학적인 창조발견의 논리를

제공한다. 강좌에서는 3차원 강체동역학, Gyro동역학, 천체동역학 및 운동의 안정성을

다룬다.

응용열역학(Advanced Thermodynamics Engineering) : 열역학적 일반관계식, 열역학

의 통계학적 해석, 기체분자운동론, 화학반응과 열해리, 실제 기체 및 물질의 열역학적

성질, 열역학의 응용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응용유체역학(Advanced Fluid Mechanics) : 유체의 거동에 대한 기본역학 관계의 방정

식 유도 점성의 영향, 압축성 효과, 층류 및 난류의 특성 등에 대한 이론을 다루고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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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CAD/CAM웅용(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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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전산유체역학(Advanc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유동의 개념 및 방정식

을 이해하고 상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해석 실무능력을

함양하며 기계 부품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기계가공특론(Advanced Machining) : 기계가공의 물리/화학적 현상과 공구마모, Chip

의 생성/제거 방법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가공조건을 찾아내는 방안을 연구한다.

디지털제어(Digital Control of Mechanical Systems) : 자동제어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디지털제어시스템의 안정성 및 성능, 디지털제어로직, 디지털제어시스템의 설계 등을

연구한다.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 복합재료의 특성, 섬유강화판의 제작, 이방성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 관계식, 판의 미시적 거동, 적층재의 굽힘 좌굴 등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다.

생산공학특론(Advanced Design & Manufacturing in Industry)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

는 각종 기계 및 부품에 대한 설계 기술과 방법 등을 바탕으로 생산공학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

선형시스템해석(Linear System Analysis) : 선형시스템의 구성 및 거동을 이해하고

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소음·진동제어(Noise and Vibration Control) : 각종 기계류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쾌적하

고 안락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종 방진장치의 구족 및 설계, 방진제어시

스템, 방음장치 및 차음재들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수치해석특론(Advanced Numerical Analysis) :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학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선형, 비선형미분방정식, 연립방정식, 미적분, 초기값 문제, 경계값 문제

등을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공학문제를 모델링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해석,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연소공학응용(Applied Combustion) : 연소반응의 기초지식, 화학평형 및 예혼합화염

착화, 확산화염, 난류화염, 분무염소 및 고체 연소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유공압특론(Advanced Oil Hydraulics and Pneumatics) : 유공압기기 및 시스템의 동특

성 해석, 유공합 회로를 이용한 각종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전기-유압서보 및 전기-공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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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시스템의 설계와 동특성 개선방안,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한 유공압 시스템의 디지털

제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한다.

유체기계특론(Advanced Fluid Machinery) : 각종 펌프, 수차, 송풍기, 압축기, 풍차

및 고압공기의 특성을 다루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 각종 기계 구조 및 부품 설계에 활용되는 구조해석

툴로서의 유한요소 해석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구조물의 변형과 응력 발생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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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재료역학(Advanced Mechanics of Materials) : 구조공학의 기본이 되는 재료에

대한 역학을 다룬다. 보 부재를 중심으로 재료의 역학적 거동인 인장, 압축과 전단 등의

힘에 대해 배우고, 힘의 합성과 본체, 단면의 성질 등 역학을 응용하기 위한 지식을 다룬다.

응용진동학(Advanced Mechanical Vibration) : 연속계의 진동, 비선형 진동, 불규칙

진동 동의 측성에 대해 연구한다.

자동제어특론(Advanced Automatic Control) :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기초 자동제어

원리를 바탕으로, 현대제어 공학의 다양한 이론을 연구한다.

파괴역학(Fracture Mechanics) : 크랙을 포함한 재료의 역학적 거동을 연구하는 과목으

로서 연속체역학을 기초로 하여 재료의 파괴현상과 강도를 거시적 입장에서 연구한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635

q IT공학과(Department of Information Engineering)

1) 교육목표

IT공학과는 날로 발전하는 IT융복합 분야에서 로봇공학 및 전자정보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다른 산업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춘 전문기술인

및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동길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제어및임베디드시스템 로봇공학

박종원 부교수 Univ. of Missouri 공학박사 전기공학 로봇공학

조성윤 부교수 광운대학교 공학박사 제어계측 로봇공학

한봉수 부교수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공학박사

Mechanical
Engineering

로봇공학

권성근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자공학 전자공학

김진호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병렬처리 전자공학

김해수 교수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공학박사 전자공학 전자공학

원철호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비전제어 전자공학

임성운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력변환 전자공학

홍재표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마이크로파공학 전자공학

3) 교과목 해설

○ 공통

선형계통론(Linear System Theory) : 신호의 표현과 변화, 그리고 시스템의 표현과

해석을 위하여 라플라스, Z-변환, 선형공간, 선형상태 방정식, 안정성 문제 등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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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 : 컴퓨터 언어를 배우며,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연구한다.

컴퓨터응용프로그래밍(Computer Applied Programming) : 컴퓨터 언어를 배우며,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연구한다.

컴퓨터통신망(Computer Networks) : 데이터 통신과 기본 컴퓨터 통신망 구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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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layer), 설계, 노드(node) 프로세서 설계, 터미널 인터페이스 프로세서(TIP)설계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 응용을 배운다.

확률과정론(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 확률이론과 난수의 개념 및 확률론적

모델링기법, 상환함수 스펙트럼분석, 잡음 처리 기법 등을 연구한다.

회로망해석특론(Analysis of Electric Network) : 전기적 기본 법칙과 정리, 회로망

기하학, 과도현상, 주파수영역 및 복소주파수 개념 등과 RLC 회로의 완전응답, 사단자망과

신호해석 등을 학습하고 해의 의미를 분석한다.

○ 로봇공학

디지털시스템(Digital Systems) : 디지털시스템의 기본구성 및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며

이를 이용하여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로보트공학(Robotics) : 로보트의 개요, 로보트 운동역학, 로보트 좌표시스템, 로보트

위치제어 및 프로그램언어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로보틱스및제어(Robotics and Control) : 로보틱스와 제어분야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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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비전시스템(Robot Vision System) : 로봇 비전은 기본적으로 대상물체를 구체적으

로 인식하여 대상을 다루거나 필요한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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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처리의 기본적 내용과 MPEG1,2,4 등의 영상 압축/복

원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카메라 시스템과 기타로봇이 동작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로봇시스템설계특론(Advanced Robot System Design) : 로봇의 구조, 동작원리, 제어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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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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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센서공학(Sensor Engineering) : 각종 센서의 종류 및 그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이의

응용을 위한 제반 기술을 익힌다.

시스템설계(System Design) : 전달함수를 근거로 하는 고전제어 기법과 상태공간 개념

을 근거로 하는 현대제어 기법을 다룬다. 최신의 비선형제어, 강인제어 등 다양한 제어시스

템 설계기법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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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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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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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

래밍을 작성하기 위한 제반기술과 이론을 연구한다.

○ 전자공학

능동회로망(Active Networks) : 능동회로 소자의 해석과 이를 적용한 능동회로망의

해석과 설계에 관해서 취급한다.

디지털시스템(Digital Systems) : 디지털시스템의 기본구성 및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며

이를 이용하여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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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웨이브계통(Microwave Systems) : 전송선로 이론, 도파관이론, 다중포트 마이

크로웨이브 회로망 해석, S-파라미터 해석, 수동 및 능동회로의 해석,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 증폭기, 여파기를 다룬다.

박막소자(Thin Film Devices) :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박막의 형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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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각종 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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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Seminar) : 전자공학에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학습한다.

센서공학(Sensor Engineering) : 각종 센서의 종류 및 그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이의

응용을 위한 제반 기술을 익힌다.

영상신호처리(Image Signal Processing) :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 영상향상, 복원, 분할

및 특징을 추출하여 영상을 분류하고 해석하며 이를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한다.

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 전자공학에 필요한 벡터해서, 특수함수, 확률 및

통계, 편미분 방정식 및 수치해석 등의 수학적 기법을 익혀 전공 연구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전자물성특론(Advanced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 전자소자에 사용되는

물질의 결정체구조 및 결합이론, 에너지대역 이론, 고체 내에서의 전자운동 전반에 관해

연구한다.

전자소자(Electronic Devices) :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각종 소자의 동작원리, 응용분야,

제조방법, 동작특성 등을 연구한다.

정보및부호이론(Information and Coding Theory) : 정보와 신호원, 코드의 성질, 채널과

채널용량, 정보추출, 확률과정과 선형코드, BCH코드, Cyclic코드, 길쌈코드 등 부호화를

연구한다.

집적회로제조공정(IC Fabrication Processes) : 반도체소자의 기본제조공정인 산화,

확산, 사진식각 및 금속공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초고집적소자(VLSI)

의 제조 고정을 이해한다.

통신시스템(Communication System) : 진폭 변복조, 주파수 변복조, 각도 변복조, 펄스

변복조 등의 변복조 이론과 ASK, FSK, PSK 등의 디지털 통신방식을 배우며, 여러 통신방식

을 비교 분석한다.

○ 스마트팩토리

공급망관리시스템(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 자재와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변화과정을 거쳐 완성된 산출물을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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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관리하는 개념과 원리를 다룬다.

공정자동화(Process Automation) : 스마트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6축 로봇)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본체와 내부구조, 그리고 동력전달 과정 등을 이해한다.

빅데이터고급분석(Advanced Big Data Analytics) : 빅데이터의 해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과 데이터마이닝 등 빅데이터 해석을 위한 기법을 학습하고,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 제어의 대상(물리시스템)과 제어기(사이

버시스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초정밀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에 대해

서 이해한다.

산업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의 정의와 범위를 소개하고,

핵심기술인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 네트워크 기술과 IoT 디바이스 기술 등에 대한

이론과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산업스케줄링이론(Scheduling Theory) : 스마트공장의 일정 수립을 위한 스케줄링

이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산업인공지능(Industrial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의 원리와 방법 등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스마트팩토리의 활용분야에 대해 다룬다.

생산관리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품주문에서 완성품 출고까지

공장의 모든 생산 활동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개념과 원리를 다룬다.

생산운영론(Production and Operation) : 기업 활동의 핵심인 생산 및 운영관리를 학습하

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킨다.

생산최적화(Production Optimization) : 제조 현장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병행하여 제조현장의 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센서공학(Sensor Engineering) : 각종 센서의 종류 및 그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이의

응용을 위한 제반 기술을 익힌다.

스마트공장특론(Advanced Smart Factory) : 스마트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제조기술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한다.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 영업, 판매, 자재구매,

생산관리, 고객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 및 회계 관리, 원가관리 등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기업 내 정보 흐름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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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명주기관리시스템(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ystem) : 제품이 개발된

후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와 쇠퇴기를 걸치게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념과

원리를 다룬다.

클라우드플랫폼(Cloud Platform) : 상용 클라우드 플랫폼들과 그들의 고수준 아키텍처와

기술적인 내용들의 개요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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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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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강상균 부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전력계통운영및제어

박광서 부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에너지및환경전자

박현수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 전력전자

배상욱 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제어공학

최은혁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에너지및환경전자

함상환 부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전기공학

3) 교과목 해설

○ 공통

방전현상론(Discharge Phenomena) :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이용되고 있는 매질에

따른 방전현상에서 절연파괴 진전단계를 이론적 다룬다. 특히 절연파괴 진전에 따른

Townsend 방전이론, Streamer 방전, 연면방전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절연파괴

메커니즘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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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

고전압공학특론(Advanced High Voltage Engineering) : 직류, 교류 및 충격전압 등의

고전압 발생장치, 고전압 측정방법 및 고전압 시험법 등을 다루고 고전계현상 및 전계제어법

을 연구한다. 또한 플라즈마, 가스, 고체 및 액체의 절연파괴 현상과 그 기구를 다루고

비파괴 절연시험 기술에 대하여 소개한다.

디지털제어시스템특론(Advanced Digital Control System) : z-변환 방법과 상태공간

모델 해석기법에 의한 이산시간 시스템(Discrete System)의 동적 특성분석 및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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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의 설계 기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디지털 제어의 실제적인 문제들(H/W 및 샘플주기

선정/시간지연/정량화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선형시스템해석(Linear System Analysis) : 시스템공학의 기초로서 시스템의 설계,

Schedule 예측, 결정 Model, 확률 Model, 신속성 최적화법 및 Computer의 이용 등을

다룬다.

센서공학(Sensor Engineering) : 스마트팩토리 및 공정자동화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센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정밀계측 및 자동화기술의 핵심기술로 인지되고 있다.

이에 본 교과에서는 센서 기능성 재료, 센서 동작이해, 특수 센서기술 및 센서 응용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시스템설계(System Design) : 전달함수를 근거로 하는 고전제어 기법과 상태공간 개념

을 근거로 하는 현대제어 기법을 다룬다. 최신의 비선형제어, 강인제어 등 다양한 제어시스

템 설계기법 등을 다룬다.

에너지변환기기특론(Theory of Energy Conversion Devices) : 전기기기 및 장치 등과

같은 에너지 변환기기의 특성해석에 에너지변환이론을 적용 정상상태에서의 동특성 과정

을 취급, 시스템의 한 요소로 동작할 때의 특성방정식과 그에 대한 전달함수 응답특성

등을 해석한다.

전기기기해석특론(Analysis of Electric Machines) : 변위검출기, 속도발전기, 회전증폭

기, 서어보모터, 스텝모터, 자기증폭기, 전자석, 전력용콘덴서, 리액터, 저항기 등에 관해서

그 특성, 응용 등을 해석 연구한다.

전기물성특론(Electrical Properties of Materials) : 초강력강, 초내력강, 고융점강, 원자

로재, 초전도재료, 형상기억합금, 희유금속, Amorphous금속, Fine ceramics 자성재료에

관해서 최신의 개발동향, 고성능화, 성분내용, 제조법에 관해서 문헌중심으로 연구한다.

전력계통공학특론(Advanced Power System Engineering) : 스마트그리드, 분산전원,

전력회로망의 해석, 전력조류계산, 주파수-유효전력 제어, 전력계통의 경제운용, 전압-무

효전력제어 및 전력계통의 안정도 등을 다룬다.

전력전자특론(Advanced Theory of Power Electronics) :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Inverter, converter 회로해석 및 제어용 시스템을 위한 회로 설계기법 등을 다룬다.

전자회로응용(Applied Electronic Circuits) : 전력전자회로의 응용으로 고압직류송전,

유연송전, 무효전력보상기, 능동전력필터, Ups 등 전력을 제어, 전력품질을 개선 시스템,

형광등용 고주파 안정기, 유도가열, 전기용접 등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부분을 강의한다.

지능형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 스마트 빌딩은 기본적으로 최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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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및 운영 자동화와 지능형 공간 관리를 결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고,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완화하는 디지털 연결 건축물로

특히 지능형 빌딩의 전기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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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망합성이론(Theory of Circuit Synthesis) : 전기적 기본법칙과 정리, 회로망 기하학,

과도현상, 주파수영역 및 복소주파수 개념 등과 RLC 회로의 완전응답, 사단자망과 신호해

석 등을 학습하고 의미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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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보안학과(Department of Cyber Security)

1) 교육목표

- 지역산업 맞춤형 보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제 간 연구와 산학협력을 통해

본 교육과정을 운영

-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산업에 바로 응용될 수 있는 최신 정보보호기술을

연구, 분석하고 개발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 지역 및 국내외 정보보호분야 연구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권양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인공지능

김현성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정보보안

김혜정 부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공학

윤은준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공학

정기현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정보보호

최태종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공학

하일규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응용및멀티미디어

황규성 부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통신및네트워크

3) 교과목 해설

○ 공통

IT융합보안(IT Convergence Security) : 정보기술의 융합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실무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IT 융합 기술과 실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IT

융합 기술을 포함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문제를 연구하고 정보보호정책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연구한다.

네트워크보안(Network Security) :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 취약

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주고받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 요소를 사전에 예방, 발견하거나, 공격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보안공학(Security Engineering) : 보안공학은 악의, 실수, 또는 재난을 당해도 믿을만한

수준으로 남아있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는다. 하나의 학문으로서 보안공학은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 구현, 시험할 수 있게 도구, 과정, 방법과 진화하는 환경에 기존의 시스템을

적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보안공학은 학제 간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즉, 보안과 관련된

암호 이론과 컴퓨터 보안부터 응용심리학, 조직이론, 법률,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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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룬다.

사이버보안개론(Theory of Cyber Security) :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다룬다. 네트워크 취약점,

보안 프로토콜, 컴퓨터 해킹 등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학습한다.

유비쿼터스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 : 사물인터넷의 활용 예제로서 원격진료

및 헬스케어를 위한 다양한 응용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들 시스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제반 문제점을 다룬다.

이동통신보안(Security on Mobile Telecommunication) : IEEE 802.11 등의 표준에서

규정한 무선랜의 구조와 주요 보안구조를 분석한다. 즉 WEP, TKIP, WRAP, CCMP

등의 보안 메커니즘에 대한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된 보안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을

소개한다.

인공지능특론(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및 원리를 학습

하고, 탐색과 최적화기법, 딥러닝을 비롯한 기계학습 방법의 응용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자연언어처리, 전문가시스템, 영상과 음성, 문자 인식, 이론증명, 신경망이론 등을 다룬다.

정보보호이론(Theory of Information Security) : 정보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이론을 다룬다. 비밀키 암호, 공개키 암호, 해쉬 함수, 전자 서명, 정보보호 프로토콜,

키 관리 등에 관련된 기본 이론을 다룬다.

정보보호프로토콜(Information Security Protocol) : 정보보호프로토콜의 개념과 기본적

인 프로토콜인 key distribution, identification scheme, authentication code, Secret sharing

scheme, pseudo-random number generation, zero-knowledge proof 등에 대하여 학습한

다.

○ 사이버보안

OS보안(Operating System Security) : 컴퓨터 원리에 기반한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배우며, 특히 보안과 관련된 운영체제 부분을 공부하며, 특히 Unix, Dos, Linux, Window의

보안 관련 부분을 공부하며, 프로그래밍으로 실습을 한다.

데이터베이스보안(Database Security) :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기본 이론과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방어기법을 배운다. 또한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 등을 다룬다.

디지털포렌식기술(Digital Forensic Technologies) : 컴퓨터 범죄의 탐지, 조사, 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을 다룬다. 아울러 데이터 복구, 암호 해독에 관한 기술을 다룬다.

멀티미디어보안(Multimedia Security) : 멀티미디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렌더

링 해야 하는 요구조건 때문에 일반 데이터 보안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646

통신 프로토콜, 암호기술, 저작권보호 등에서 기존의 보안과 다른 이론을 요구한다. 멀티미

디어의 속성, 멀티미디어 통신의 요구조건, 보안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룬다.

사물인터넷보안(Internet of Things Security) :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해킹 위험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열차 및 항공기까지 만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보안 이슈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물인터넷 구현에서 고려하여야 할 보안 관점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사물인터넷의 보안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 이론과 더불어 국가보안체

계와의 연계되는 정책적 수단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

악성코드(Malicious Code) :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와 같은 악성 코드의

동작 원리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이용한 여러가지 공격 도구들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새로운 공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수행한다.

암호수학(Cryptography Mathematics) : 고대 암호의 시작인 시저 암호부터 현대의

RSA 암호까지 다양한 암호에 사용된 수학의 기초를 다룬다. 수학의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을 비롯해 인수분해, 소인수 등 암호알고리즘의 안전성에 근거가 되는

수학적 기반을 다룬다. 암호를 통해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학습한다.

암호알고리즘(Security Algorithm) : 정보보안을 위한 기존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각각의 응용에 필요한 최근의 국내외 표준을 살펴보고 소프트웨어 구현을 통하여 암호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

인공지능보안(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curity) : 인공지능을 통한 다양한 보안 기법

및 시스템에 대한 적용과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이를 통하여 보안을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을 다룬다.

인터넷보안(Internet Security) : World Wide Web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에서 고려하여

야 할 여러 가지 보안적인 관점을 배우고, 특히, SSL과 SET 그리고, https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를 배운다. 여러 가지 모듈 중, 한가지 모듈에 대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정보보호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System) : SSL, VPN, 방화벽, IDS 등과 같은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살펴보며, 시스템 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제반 문제점을 다룬다.

정보은닉이론(Information Hiding) : 정상적인 데이터 내부에 정보를 은닉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응용 분야로 저작권 보호, 불법 사용자 추적 기법 등을 다룬다.

침입탐지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외부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최근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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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다룬다.

○ 컴퓨터공학

객체지향시스템특론(Advanced Object-Oriented System) :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에 필요한 개념, 이론, 기법 및 표준들을 학습한다. 주요 토픽으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UML 기반의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 기법,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설계 기법 CORBA기반의 분산 객체 컴퓨팅이다. 본 과정의 목표는

객체 기술의 전반에 걸친 이론 및 기법들을 익히는 데 있다.

고급모바일컴퓨팅(Advanced Mobile Computing) :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IoT기기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다양한 언어 및 환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소형 기기에서의 프로그래밍 기법 및 방법론들에 대해 배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완벽한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해 본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 본 과목에서는 현 세대 인공지능의 핵심인 기계학습의

기초에 대하여 배운다. 기계학습의 근간이 되는 이론과 방법론을 다루며, 이후 심화학습

하게 될 과목들에 대하여 한주 분량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기계학습을

위한 수학, 기계학습의 기본 개념, 회귀, 분류 모델들의 지도학습 모델, 클러스터링, 차원감소

기법 등의 비지도 학습 모델, 앙상블 모델, 베이시언 기계학습 방법론 및 모델, 신경망,

강화학습 등에 대하여 배운다.

데이터통신과컴퓨터망(Data Communications and Computer Networks) :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 계통의 주요 장치인 전송로 및 신호 변환 장치의 기능 및 특성과

처리계의 전송계의 상호관계, 고속의 데이터 전달과 전달 중 발생하는 에러를 복구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를 위한 방법을 논한다.

소프트웨어공학특론(Advanced Software Engineering) : 소프트웨어 공학 이론을 적용

한 새로운 방법론과 관리기법을 연구하고 객체지향, 지식기반, 자동 프로그래밍, Ada

응용 또는 표준화 등의 세부분야를 집중 연구한다.

시스템시뮬레이션(System Simulation) : 해석적 및 통계적 방법 외에 디지털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의 검증과 예측에 많이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다룬다. 시스템 모형화

방법, timing-driven 및 event-driven 시뮬레이션 구조·입력 및 작업 부하의 특성과 방법

등에 대해 탐구한다.

운영체제응용(Applied Operating System) :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체제에 관련된 새로운 과제를 채택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점들을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하고 이를 논문 작성 형식으로 연구 발표한다.

자연어처리특론(Advanc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인공지능의 개념 및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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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응용 분야를 살펴본다. 탐색 기법, 지식 표현 및 응용 방법,

생성 시스템의 원리에 대하여 연구하고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처리 및 컴퓨터 비전

등과 같은 응용 분야를 연구한다.

전산공학세미나(Computer Engineering Seminar) :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현재 연구되고 있는 정보 검색 이론 및 기술들에 대하여 강의한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산공학 이론 및 기술들의 문제점을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하고 개선 방법들을

논문 작성 형식으로 연구 발표한다.

지능형시스템설계(Design of Intelligent System) :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응용분야의

하나인 지능형 시스템에 대하여 공부한다. 특히, 지능형 시스템의 Modeling 방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Qualitative Simulation 을 통한 지능형 시스템의 구현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인지과학에서 본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공부한

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대표적인 시스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한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차세대데이터베이스(Next Generation Database) : 데이터베이스 기초 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기초로 하여 최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응용에 관한 연구/개발 이론, 사례조사,

동향을 연구한다. 논문을 중심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 본다.

컴퓨터구조및설계(Computer Architecture and Design) : 컴퓨터 구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컴퓨터의 구조를 이해한다. 이를 위해서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고급기술과 병렬 컴퓨팅, 클러스터 컴퓨팅, 상호연결망 등의 다양한 형태를 공부하

고 프로세서의 조직 및 통제, 메모리 시스템 계층과 버스, 컴퓨터 구조 사례 연구 등의

안건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다.

통신망설계및분석(Design and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 Networks) : Bayes

theorem과 같은 확률의 기본적인 사항을 익히고 통신망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포들의

성질을 공부한 후 여러 queueing 모델의 특성을 공부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몇

개의 통신망을 선정하여 이들을 Markov Chain을 이용하여 analytic model을 세우고

이를 통하여 통신망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익힌다.

프로그래밍언어론특론(Advanced 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 : High Level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고 특별한 주제를 택하여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룬다. 특히 ADA 같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 Interactive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와 환경, Flow Analysis, Logic Programming, Correctness Proof, Concurrent 프로그

래밍 언어, functional Programming 등의 주제에 관해 연구하며, 이외에도 프로그래밍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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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ormal Semantics와 관계되는 주제 및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의 새로운 연구과제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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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방방재학과(Department of Fire Safety)

1)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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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곽동순 교수 경상대학교 공학박사 전기재료

김동준 부교수 요꼬하마국립대학 공학박사 물질과학공학

김명철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무기공업화학

김성찬 교수 중앙대학교 공학박사 열/유체학

김화영 조교수 구마모토대학 공학박사 환경매니지먼트공학

문종식 조교수
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학박사 Chemistry

소수현 교수
University of
Tokyo

공학박사 기계공학

여은태 조교수 프랑스파리1대학교 법학박사 공법학

이세명 부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박사 재난과학

이지수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도시방재

제갈영순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 화학

3) 교과목 해설

○ 공통

방화및방폭공학특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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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증기운폭발 위험 등이

있다.

위험물질특론(Special Topics of Hazardous Materials) : 물질의 성질과 변화에 관한

소방화학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위험물화학 및 약제화학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칙의 상호 유기적인 개념을 한단계 높여 관련 지식을 접목 시키고자 한다. 또한

위험물 방지대책 및 소화약제의 신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소방화학의 사례 및 토픽에

관하여도 조사하여 토의한다.

화재통계학(Statistics on Fire Issues) : 통계학의 기초이론 학습을 통해서 실무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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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추론통계를 다룸으로써 통계분석기법과

연구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 전공
도시방재학(Urban Disaster Mitigation) : 도시방재계획에 대한 기본적 학습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도시의 기원, 성장 및 발달과 재난환경, 국내외 도시계획 이론의 고찰,

도시재해의 특성 및 도시방재 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대규모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처하는

국내외 사례를 통한 도시방재의 미래에 대해서 토의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특론(Special Topics of Performance Based Design) : 화재 및 연소이

론,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 등의 지식을 기반으로 사양위주의 설계에 대응되는 성능위주의

설계방식에 대해 심도있게 학습한다. 성능목표와 성능기준을 설정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화재에 대한 화재 및 피난 해석결과를 검토하여 건축물의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술을 습득한다.

소방세미나Ⅰ(Seminar on Fire SafetyⅠ) : 소방방재 분야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한

문헌조사, 주제선정, 연구윤리 등의 주제에 관해 토론하게 주어진 주제에 관한 세미나

실전경험을 쌓는다.

소방세미나Ⅱ(Seminar on Fire SafetyⅡ) : 소방세미나I에 이어 소방세미나II 에서는

소방방재학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심오한 전공지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소방방재학

관련 지식의 깊이와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의 응용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수리학특론(Special Topics of Fire Hydraulics) : 유체의 유동현상, 유체의 운동식,

운동량 전달 등 소방안전에 적용되는 수리학 및 유체역학의 전문지식을 강의한다.

소방시설의점검실무행정(Inspec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점검방법을 심도있게 다룬다.

소방심리학특론(Advanced Psychology of Fire Service) :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인간요

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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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특론(Special Topics of Fire Safety Management) :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이 복잡하여져서 생활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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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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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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내 유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관내마찰 유동해석을

통해 소방시설에서 필요한 유체기계의 용량을 선정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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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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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을 배양한다.

소화설비특론(Fire Protection System) : 소방청의 소방학 표준교과목 중 자연과학

분야 교과목이며, 소방 관련 법령을 토대로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을 파악하고 국가화재안전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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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한

다.

소화약제특론(Special Topics of Fire Suppression Agent) : 화재 시 사용되는 소화약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각종 소화약제의 개요, 물리·화학적 성질, 소화효과, 적응화재,

독성, 저장방법,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최근 새로 개발되고 있는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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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관리

체계의 개선과 혁신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평가특론(Special Topics of Risk Evaluation) : 물질의 성질과 변화에 관한 소방화

학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위험물화학 및 약제화학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일반법

칙의 상호 유기적인 개념을 한단계 높여 관련 지식을 접목 시키고자 한다. 또한 위험물

방지대책 및 소화약제의 신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소방화학의 사례 및 토픽에 관하여도

조사하여 토의한다.

전기화재특론(Special Topics of Electrical Fire) : 전기화재란 전기적 원인이 발화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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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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로 나누는 방법, 또한 서투른 공사, 취급불량, 사용방치 등의 사용 상황별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화재현장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제연설비특론(Special Topics of Smoke Management System) : 소방방재청의 소방학표

준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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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보설비특론(Special Topics of Fire Alarm Systems) : NFPA기준에 의한 미국의

화재경보설비를 이해하고, 국내의 화재경보설비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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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화재

특성, 화염전파 및 제연이론 등을 다루고 화재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수치해석 모델을

소개하고 Zone model과 Field model의 특징 및 적용을 통해 화재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화재조사특론(Special Topics of Fire Investigation) : 화재발생 시 원인과 피해 조사방법

에 관해 학습하며, 또한 화재 조사결과의 이용방법 및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의

이용 및 홍보 등에 대해 강의한다. 화재는 실험이 제한된 분야로 실제 화재조사는 차후

화재의 예방 및 화재안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조사,

연소이론, 화재원인별 조사 및 감식 등의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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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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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학공학과(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1) 교육목표

화학공학 관련 국가 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유망

화학공학 산업을 발굴, 개발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하고 산업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에너지 인력의 저변을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제도를 확대하며, 산업체와

연결된 대학생 견습 제도 등을 운영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그린 에너지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박진남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공업화학

이창훈 부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화학공학

최종호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전기화학/연료전지

함성원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환경촉매

강광선 교수
University North
Carolina at
Charlotte

공학박사 재료공학

3) 교과목 해설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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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활동과 환경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대책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화학공학
계면공학해석(Interface Engineering Analysis) : 고체와 액체 표면 그리고 고-액-기

간의 여러 계면에서 작용하는 힘과 계면형상 및 구조(원자, 전자, 거시구조)를 이루는

물리, 화학적 성질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표면과 계면의 구조와 이에 따른 물성을 측정방법

을 검토하며, 전달현상 및 반응, 촉매공정에 있어 적용되는 표면 및 계면이론과 현상

그리고 공정개선에 대한 응용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고분자물성공학(Polymer Properties & Engineering) : 고분자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관한 원리를 다루며 플라스틱 가공 및 점탄성, 유동성과 열역학적, 전기적 자유에너지,

평형, 반응속도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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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특론(Topics of Industrial chemistry) : 공업화학은 유기공업화학과 무기공업화

학으로 나누며 유기공업화학은 유기물질의 공업적 생산을 대상으로 하며 무기공업화학은

유기물외의 모든 공업을 말한다. 본 공업화학특론은 시대가 요구하는 무기 유기의 전

분야에 관계되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프로세서의 변화 등의 특론을 수업한다.

공정동특성(Process Dynamics and Control) : 공정이 동적평형상태가 아닐 때 공정변수

(工程變數)가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일에 관하여 연구한다.

다성분계분리조작론(Multi-component Separation Techniques) : 평형단 조작이론,

실제계의 다성분계 및 다상에서의 분배계수 평가와 흡수, 추출, 증류 등의 실제 다단공정의

계산 및 설계 등을 다룬다.

대기오염방지공학(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 : 도시화 및 산업화 등에 의한

인간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현상과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대기오염현상에

대하여 그 원인, 현황 및 대기오염을 제어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위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무기반응론(Mechanism of Inorganic Reaction) : 무기원소의 전자적인 특성을 전자상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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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이동론(Advanced Mass Transfer) : 확산원리 및 확산방정식의 유도, 다성분계확산

등을 통한 이동계의 해석 및 농도구배 등을 다루고, 이를 화학분리 공정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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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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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공정해석(Energy Process Analysis) : 연료 및 연소에 관한 고찰,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에 필요한 공정 및 문제점과 에너지의 이용 및 재활용에 관한 공정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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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연소특성에 관하여 다룬다.

열이동론(Advanced Heat Transfer) :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에서의 열전도 메카니즘

및 층류와 난류에서의 대류현상, 열복사 등을 열전달장치계의 설계 및 응용의 관점에서

다룬다.

촉매공학특론(Advanced Catalyst Engineering) : 화학반응에서의 적당한 촉매의 선택

및 표면 특성에 관한 이론과, 아울러 촉매반응기의 특성과 설계, 촉매반응속도, 반응속도의

측정과 자료분석 방법 및 혼합 산화물 촉매, 고체상 촉매 등 제 촉매의 성질을 다룬다.

화공열역학특론(Advanced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 에너지의 개념

및 응용, 엔트로피 및 가역성, 평형 및 안정성, 다성분계의 열역학적 특성, 상평형 및

화학반응 평형, 비이상용액을 다룬다.

◌ 신재생에너지학
고분자재료물성(Polymer Materials Properties) : 고분자는 특성상 자연재료, 목재, 유리,

세라믹, 금속과 연결되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에 비해 역사가 짧은 신재료로 여겨지고

있다. 고분자재료의 합성은 다른 유기합성에 비해 어렵지 않지만 이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분자 재료에 대한 물성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

써 새로운 응용분야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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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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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시

키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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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역학

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최신경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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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너지

와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연료전지특론(Advanced Fuel Ce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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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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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다.

유기광전자재료(Organic Materials for Photonics and Electronics) : 유기광전자재료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유기분자재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IT와 BT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갖는 분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유기합성을 통하여 광전자재료를 합성하고 이를 응용하여 합성한 재료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물성 특성을 분석하고, 합성한 물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기화학특론(Advanced Organic Materials for Energy) : 유기화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화학의 합성분야에 대한 논문 조사와 합성한 유기화합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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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분석

법 등)을 이론과 연습을 통해 미지 화합물의 구조를 유추할 수 있도록 다룬다.

재생에너지특론Ⅰ(Special Topics of renewable energy) : 신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의 기술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전기화학특론(Advanced Electrochemistry) :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전기화학 반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화학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도 부식, 전기도금, 센서 등 여러

분야에 전기화학의 개념이 응용된다. 본 강좌에서는 전기화학의 기본 이론 및 실험적

기술들, 전기화학을 이용한 장치들의 응용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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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에너지(Wind Energy) : 신재생에너지 중의 하나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발전기와 인버터를 포함한 풍력터빈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풍력발전용 블레이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에 적용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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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658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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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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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엄신조 교수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공학 건축공학

오병관 조교수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공학 건축공학

오진탁 조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구조 건축공학

장세준 조교수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공학 건축공학

최동희 부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건축학 건축공학

하기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건축구조 건축공학

김병주 조교수 교토대학 공학박사 건축역사·이론 건축학

김은광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건축학 건축학

백승찬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건축공학 건축학

석강희 조교수 슈투트가르트대학교 공학박사 건축설계 건축학

우승학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건축토목공학 건축학

이광현 조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건축학 건축학

정성권 조교수
건축협회
건축전문학교

건축학석사 건축학 건축학

최영선 부교수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박사 Architecture 건축학

3) 교과목 해설

◌ 공통
건설경제성공학(Economic Decision & Analysis in Construction) : 건축 및 토목 엔지니

어링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학생이 필요한 모든 도구를 이용하여 경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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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건설기술과정책(Construction Technology & Policy) : 건설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건설산업의 초고층, 대규모, 복잡화에 따라 건설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건설사업관리론(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각

단계를 살펴보고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고려사항과 건설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제반기술, 방법, 절차 그리고 관리체계 방법론을 고찰한다.

건축환경계획론(Theory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Planning) : 인간과 환경 시스템

중에서 물리적 환경인자와 사회적 환경인자를 연구하고 인간의 감각적, 사회심리적 요구에

적합한 건축환경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탐구한다.

공학계약론(Theory of Construction Contract) : 건설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계약의 종류, 절차, 국내외 계약서의 비교, 관련분야의 연구방법론을 학습한

다.

◌ 건축공학
강구조설계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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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한

다.

건설안전관리론(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 건설재해 유형과 원인을 살펴

건설재해방지방법을 정리하며,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안전관리의 제기법을 체계화하고,

안전시설의 정비, 안전교육·지도의 방법론들을 고찰한다.

건축구조계획론(Theory of Structure Planning) : 건축물 골조(뼈대) 설계에 있어서,

구조역학, 재료역학, RC, 강구조학을 기초로 하고, 건축구조물의 기둥, 보, 기초, 골조

등의 단면설계, 부재배치에 대한 기본원리를 강의한다.

건축구조디자인론(Theory of Archi-Neering Design) : 건물의 형태(form)디자인에

있어서, 건물의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부재의 단면형상 및 부재배치에 있어, 휨모멘트

크기를 축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여서, 건물형태의 최적화를 위한 기본원리를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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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내진설계론(Earthquake Design of Building Structures) : 건축물의 내진설계방

법, 내진구조계획, 지진피해분석, 동적해석 등에 대해서 연구한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660

건축설비계획론(Environmental System for Building) : 건축 설비의 체계적 설계방법과

하이테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건축시공론(Building Construction) : 건축구조물의 시공 시에 필요한 전체 시공계획,

가설계획, 구체공사계획, 마무리공사계획, 설비공사계획, 해체공사 계획, 공정관리, 품질관

리, 안전관리, 건설신공법 등에 대해서 연구한다.

건축재료론(Building Material) : 건설관련 소재의 물질적, 화학적 특성의 이해를 기반으

로 건설재료의 선택과 공법 및 구법의 응용은 물론 시공 후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한다.

고층건축구조설계론(Structural Planning of High-rise Buildings) : 합리적인 고층건물

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하여 초고층건축의 구조시스템 유형과 하중 및 저항특성을 이해시킨다.

구조동역학(Dynamics of Structures) : 동하중,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거동에

관한 기본이론 및 응용을 다루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설계 방법론을 소개한다.

구조안정론(Structural Stability of Structrues) : 강구조물의 중요문제인 좌굴문제에(특

히 탄성좌굴) 대한 기본이론과 골조안정해석의 요령 및 구조설계의 응용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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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 구조공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한요

소법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며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기존의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전산구조공학(Computational Methods in Structural Engineering) : 실무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한 제반 구조해석 및 부재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한다.

철근콘크리트건축구조설계(Structural Design of R.C Buildings) :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의 실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콘크리트공학론(Concrete Engineering) : 구조물의 해석을 위한 기초이론 및 응용에

대해 연구한다.

◌ 건축학
BIM설계(Design of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건축기초계획과 설계, 시공까지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오류나 실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설계 기법을

응용한 설계이다.

건축계획론(Theory of Architectural Planning) :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강구조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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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실험, 구조물의 선형 및 배선 형태, 구조물의 안전성, 구조물의 피로 및 파괴

구조물의 동역학적 거동에 관한 실험을 다룬다.

건축구성론(Architectural Theory of Organization) : 건축의 유형학적 요소와 비례에

대한 연구 및 건축의 기능, 구조, 공간이미지, 건축예술 등 디자인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건축디자인평가(Architectural Evaluation) : 평가대상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그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

건축미학(Architectural Aesthetics) : 건축 설비의 체계적 설계방법과 하이테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건축사특론(History of Architecture) : 건축사에 있어서 특정시대 및 특정지역의 건축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그 성격을 규명한다.

건축설계프로젝트(Project Studies in Architectural Design) : 특정 설계프로젝트에

따른 제반사항과 요구조건을 분석·종합하여 건축적 구현을 이루도록 제안한다.

건축의장론(Theory of Architectural Design) : 건축 조형이 구성되는 원리를 주제별로

강의하고, 건축적 의미를 사례를 통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강의를 통한 이론전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건축을 이해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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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건축(Digital Architecture)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AR/VR과 BIM 등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건축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방법론에 대해 다룬다.

주거환경계획(Dwelling Environment Planning) : 인간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이고 포괄

적으로 연구하는 교과이다.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 등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작용하는 제반요인들

에 관하여 다양하게 다루게 된다.

한국건축론(Theory of Korean Architecture) : 한국전통건축의 시대별 사회문화구조와

건축 사상적 맥락을 고찰하며, 한국전통건축이 갖는 공간적, 조형적 특색을 탐구한다.

한국전통건축의장론(Korean Architecture) : 한국전통건축의 특성을 이루는 형태와

공간의 구성원리를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탐구하며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현대건축디자인(Desig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 현대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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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를 위해 다양한 영역과의 관계와 적용 가능성에 관해 이론적 접근 및 실험적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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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목공학과(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1) 교육목표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두연 부교수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건설경영

김희덕 교수 Osaka University 공학박사 강구조

박기범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수자원환경공학

안승섭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수리수문학

유지형 교수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토목공학

이영진 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측지학

3) 교과목 해설

◌ 전공
강구조특론(Advanced Steel Structures) : 강구조물의 재료적/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설계기준을 분석하여 강부재의 설계 및 해석방법을 터득한다.

건설금융공학론(Construction Financial Engineering) : 건설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돈의 시간가치, 타당성검토, 생애주기비용 분석, 재정

관리, 사업재정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정 관리에 대한 개요, 이자율의 기초,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현재 가치, 미래 가치 등), 재정 상태 및 그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생애주기비용 분석의 기초, 생애주기비용 산출방법, 사업재정의 배경과 사업재정관리

방법 등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실제 사업에서의 사례분석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금융공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건설기업의 재정에 관한 이해와 기업 및 사업의 성과측정, 투자 적정성판단 등의

능력을 배양한다.

건설사업관리특론(Advanced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건설프로

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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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

서 요구되는 건설관리이론 및 실제적인 활용기법을 습득하며, 각 분야에 대한 학문적

심화 학습 및 실무역량을 배양한다.

건설생산성공학론(Construction Productivity Management) : 건설의 생산성 문제와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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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시공자동화(Automation in Construction) : 건설시공 분야에서 자동화 기술의 도입

은 그 규모에 비해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건설 분야 자동화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위치기반의 자동화를 통하여 로보틱스화 시공이 가능하도록 연구,

개발한다. 아울러 건설기술 관련법령의 적용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검토한다.

교량공학특론(Advanced Bridge Engineering) : 교량구조물에 관련된 역학적 거동을

이해하고 케이블 형식 장대교량을 중심으로 설계 및 해석방법을 다룬다.

구조진동론(Structural Vibration) : 각종 동적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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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방법을 터득한다.

내풍설계특론(Advanced Wind Resistant Design) : 장대교량 등 유연구조물을 대상으로

현행 내풍설계 기준을 이해하고, 풍동실험 등을 통하여 바람에 의한 정, 동적 거동을

방법,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 각종 공기역학적 제진장치의 설계방법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도로포장구조해석(Analysis of Road Pavement Structures) : 포장형태와 축하중, 포장체

에 가해지는 응력, 차량 및 교통량, 포장재료의 특성, 포장설계, 포장구조체의 공용성,

포장체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하여 연구한다.

방재시스템학(Disaster Management System) : 자연재해 중 집중호우와 가뭄 등에

의한 하천과 내수에 발생하는 풍수해의 발생원인과 저감 대책을 이해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원인에 따른 재해저감방법과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한 방재시스템을

연구한다.

사면방재공학(Slope Disaster Engineering) : 도로, 제방, 흙댐, 산 등의 사면은 자중

또는 상재하중에 의한 사면활동으로 붕괴된다. 이에 관련된 사면의 안정해석 방법을

논하고 사례를 통한 사면의 붕괴 원인을 분석 연구한다.

수리수문학특론(Advanced Hydraulic and Hydrology) : 수자원공학의 기본이 되는

수문학과 수리학을 배우는 과목으로서 물의 순환과정에서 강우분석방법과 강우-유출시스

템을 이해하고 지표면, 지하유출 산정과정과 방법 그리고 하천 및 관로시스템의 이론과

해석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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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환경공학(Waterfront and Environment Engineering) : 하천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재해저감시설 및 하천시설물을 포함한 수변공간의 친환경적인 공간배분을 치수적인 측면

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차원을

고려한 설계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수자원시스템공학(Water Resources System) : 수자원분야의 댐과 하천의 복합적 용수

공급 시스템, 홍수와 가뭄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시스템, 지표수와 지하수 시스템 등 수자원

분야의 치수, 이수, 환경관리, 수변개발 등의 전반적인 수자원 시스템의 구축방법과 해석방

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우주및위성측위학(Topics in space and Satellite Positioning) : 우주측지기술과 위성측

위의 최신 이론 및 기술, 자료처리 방법을 연구한다. 지구기준좌표계, 지오이드, 위성궤도,

위치기반서비스, 복합위성측위, 응용측지, 항법 등 다양한 활용기술 등을 연구한다.

위험관리및의사결정론(Risk Analysis and Decision Science) : 건설사업의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를 분류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실무적 기법을 모델링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방안 및 관리기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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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수문학(Computational Hydrology Engineering) : 강우-유출 및 수자원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종류와 해석방법 그리고 결과활용법을 배우는 과목이며,

수자원시스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정밀측량공학특론(Topics in Precision Surveying Engineering) : 국가기반시설물 정밀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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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스캐닝등

데이터 획득기술과 수치영상 데이터의 처리 기법을 연구하고 응용사례를 분석한다.

지구관측및국토조사론(Topics in Land Survey and Earth Observation) : 국토정보의

조사와 지구관측시스템에 대한 구축, 관리, 활용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국토안

전관리 및 재난관리 등 의사결정 절차와 사례를 연구한다. 토지정보, 지형정보, 토지이용정

보, 부동산정보, 재해정보, 수정보, 지하정보 등 국토공간정보인프라의 체계와 국제기구

(GGIM) 활동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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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구조물해석(Analysis of Geotechnical Structures) : 탄성기초의 이론, 널말뚝공법의

설계, 침투해석 및 응용, 사면 안정론 및 응용, 침하이론 및 응용,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설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지반동력학(Princi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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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및지구물리측량(Topics in Underground Utility System and Geophysical

Survey) : 지하시설물의 안전시스템과 지구물리측량 기술을 연구하고 국가기반시설물의

3차원 지도를 다룬다. 도로, 철도 등 지상시설물과 함께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등의 지하시설물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방법론과 프로젝트 구현사례를 분석한다.

지형정보모델링및분석(Topics in Digital Terrain Modeling and Analysis) : 수치지형모

델링의 배경, 수치지형 데이터의 획득방법, 수치표고모델(DEM)의 자동생성기법, 수치지

형모델링 기법, 표현기법,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하고 수치지도와 관련된 사례별

로 적용기법을 분석한다. 또한 라이다(Lidar) 등 대량 DEM과 정사영상 자료를 압축하여

효율적인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

콘크리트구조특론(Advanced Concrete Structures) :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및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설계 방법을 취급한다.

흙의거동론(Fundamentals of Soil Behavior) : 토립자의 접촉이론, 토립자의 활동이론,

응력-팽창모형, 점토-간극수의 역학적 관계, 흙의 구조, 점토-수분포텐셜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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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도학과(Department of Railway)

1) 교육목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철도물류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개발하고,

지도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현우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산업공학

김형준 부교수
University of

Stuttgart
공학박사 철도공학

우용한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교통공학

윤동희 부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전기전자공학

정석봉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

3) 교과목 해설

◌ 전공
물류최적화론(Optimization for Logistics) : 물류의 최적 설계를 위한 기본 최적화 이론을

학습하고, 네트워크 이론, 프로젝트 관리 기법 및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전철전력계통해석특론(Advanced Railway Power System Analysis) : 철도를 포함한

전력계통의 해석에 대해 학습한다. 배전급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각 요소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지역계획과철도정책(Regional Planning&Railway Policy) : 철도는 지역의 발전을 견인

하고, 지역 간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노선설치와 운행에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 지역계획을 이해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중 하나가 철도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이다.

철도계획Ⅰ(Railway PlanningⅠ) : 철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

수송계획수립, 열차운영계획, 승무원 운용계획, 열차운행다이야 안정성검증, 열차다이야

생성, 표준운전시각책정, 운전선도 작성, 선로용량산정, 차량운용계획수립 등을 학습한다.

철도계획Ⅱ(Railway PlanningⅡ) : 철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

수송계획수립, 열차운영계획, 승무원 운용계획, 열차운행다이야 안정성검증, 열차다이야

생성, 표준운전시각책정, 운전선도 작성, 선로용량산정, 차량운용계획수립 등을 학습한다.

철도데이터분석Ⅰ(Data Analysis for RailwayⅠ) :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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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예측,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한 학습한다.

철도데이터분석Ⅱ(Data Analysis for RailwayⅡ) : 철도 관련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고,

예측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법을 통해 탈선 예방, 선적 속도 증가, 배출량 감소

등의 실제 문제에 적용 능력을 배양한다.

철도세미나(Railway Seminar) : 국내 및 국외 철도관련 논문을 review 하고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해 학습하여, 논문 주제 선정 및 연구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철도수요예측(Railway Demand Forecast) : 철도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철도수요예측의 과정과 방법론, 각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법 등을 소개하고, 실제 계획에

서 적용된 사례를 가지고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철도전문가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교과목이다.

철도차량운전시스템(Railway Vehicle Driving Systems) : 철도차량 동력차 및 객차,

화차 등에 대한 차량의 구조 및 구성, 각 모듈별 기능과 동작과정 및 관련 제반사항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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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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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권민지 조교수 연세대학교 이학박사 신경과학및혈관생물학

김경진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김미정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성인간호학

김미한 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김민지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김은휘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박신정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박용경 부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박현숙 부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변진이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성인간호

손신영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양인숙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성인간호학

양지원 조교수 고려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과학

엄지연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성인간호학

유소연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박사 정신간호학

정윤서 조교수 부산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조연재 조교수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 보건정책관리학

최문지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하영선 부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3) 교과목 해설

◌ 전공
간호관리세미나(Seminar in Nursing Management) : 간호관리학의 최신 이론과 경향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임상적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간호연구(Nursing Research) : 이론과 실제를 연결할 수 있는 기본 연구방법론을 종합적

으로 다룬다. 특히 연구가설 설정, 이론적 기틀 및 연구설계를 중점적으로 탐구하며,

발표된 간호연구들을 연구방법론에 근거하여 분석,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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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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론(Theory of Health Promotion) : 건강증진 관련이론을 학습한 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함양한다.

노인간호세미나(Seminar in Gerontological Nursing) : 노인간호 대상자(노인, 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간호와 관련된 이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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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세미나(Seminar in Maternity Nursing) : 여성건강간호학의 주요 개념인 임신,

분만, 산욕 및 주산기와 관련된 실재적, 잠재적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연구를 고찰하여

실무에서의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보건의료통계(Health Care Statistics) : 간호영역에서 과학적 연구 및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 통계 기술 및 추리통계 방법을 배워 간호연구에 적용한다.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Health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 보건교육사

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보건교육 및 보건교육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반 이론 및 실무를 담고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사정을 시작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보건교육의 내용을 개발하고, 보건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달하

는 과정을 보건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수행, 평가로 단계별로 살펴봄으로써 개인과 지역사

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성인간호세미나(Seminar in Adult Nursing) : 성인간호학과 관련된 최신 개념과 이론을

분석하고 임상간호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최근 연구 경향을 고찰하여 그 적용능력을

기른다.

아동간호세미나(Seminar in Pediatric Nursing) : 아동의 발달 단계별 건강문제와 급만성

질환 및 이와 관련된 간호 중재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개발을 모색한다.

정신간호세미나(Seminar in Psychiatric Nursing) : 정신간호학의 최신이론 및 경향,

쟁점을 고찰하고 임상적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종양간호세미나(Seminar in Oncology Nursing) : 종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위험요

인을 사정하고 종양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독자적인

간호중재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지역사회간호세미나(Seminar in Community Nursing) : 최근 지역사회/보건 간호 쟁점

과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여 관련 결과를 지역사회간호 연구 및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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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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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복지서비스학과(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

1) 교육목표

보건복지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리더십과 실무능력을 갖춘 고급보건복지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현정 조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신효진 교수
Columbia
University

철학박사 임상사회사업 사회복지

심성지 부교수 뮨스터대학교 철학박사 사회정책 사회복지

이상준 교수 가톨릭대학교 문학박사 사회복지방법론 사회복지

최정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한성민 조교수 대구대학교 철학박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김경오 부교수
University of
Illinois

체육학박사
kinesiology
(운동과학)

노인체육

이건영 조교수 경북대학교 이학박사 체육학 노인체육

이원희 조교수 경북대학교 이학박사 체육학 노인체육

강민주 조교수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박사 응급구조학 응급구조

김아정 조교수 아주대학교 이학박사 의학 응급구조

김영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학박사 해부학 응급구조

박유진 조교수 인제대학교 보건학박사 보건학 응급구조

이상구 조교수 서울대학교 이학박사 발생생물학 응급구조

한승우 조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간호학 응급구조

김미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학박사 영양학 식품과학

민원기 조교수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농생명공학 식품과학

3) 교과목 해설

◌ 공통
응급의학특론(Topics in Emergency Care) : 응급상황에서의 의학적 판단과 처치에

대한 사례 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한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사회를 설명하는 제반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이해하

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임상실천이론과적용(Clinical Practice Theory and Application) : 임상 평가와 임상

치료 등 임상 심리학에 대한 역사 및 다양한 이론,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고,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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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를 통해 실제 현장의 모습을 탐색하고, 현실활용에 대해 학습한다.

◌ 사회복지학
가족복지론(Social Work with Family) :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이에 따른 가족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다.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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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

로 현대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그 개입 방안을 학습한다.

노인복지론(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 노인복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화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학습하고, 노인을 위한 여러 제도(소득보장, 건강관리,

취업, 주거, 여가와 사회참여)의 내용을 익힌다.

사례관리(Case Study) :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전달방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기초이론, 실천모델, 실천기법 등을 학습하고,

가상사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과정을 실천해보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례관리

현황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이론-현장에 기반한 통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삼는다.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 임상 평가와 임상 치료 등 임상 심리학에 대한 역사

및 다양한 이론,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고, 과제와 토의를 통해 실제 현장의 모습을

탐색하고, 현실활용에 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인 사회보장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국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민간부문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며 개별적인

사회보장 체계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사회복지발달사(History of Social Welfare) : 사회복지의 학문적 성격과 체계 확립을

위해 고대의 종교적 배경을 지닌 구제사업부터 중세 기독교 자선사업, 근대 인본주의

및 국가주의적 성격의 사회복지, 공리주의와 인도주의, 복지국가 발달로 사회복지가 더욱

확대되고 본격화된 현대의 사회복지까지를 두루 알아본다.

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and Laws) : 사회복지법제론은 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회복지관련법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활용되는 법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모델과 개입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가족,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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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기술을 습득하며, 개입의 과정을 기록하는 방법도 살펴본다.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합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사회복지실천의 관계론 및 과정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 실천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사회복지자료분석론(Quantitative Data Anlaysis in Social Welfare) :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 중 양적인 분석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양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는 것과 관련된 교과목이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 개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내용, 배경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으로

정책이 형성되는지, 정책의 집행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 효과적, 효율적이며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하여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양적·질적 조사방법론을 학습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조사방법의 기초, 다양한 양적·질적 조사방법, 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 실제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사회복지학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으로, 이를 위해 사회복지 개념, 가치와 이념,

사회복지발달사를 소개한 후 사회복지학의 실천방법론, 정책,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사회복지조직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시각과 지식, 조직운영기법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사회복지행

정의 이론과 조직관리방법, 사회복지자원관리, 사회복지프로그램관리로 세분화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 본 과목은 학생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서비스를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 기관의

실습지도자와 학교 실습지도교수가 이를 검토, 지도하여 학생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 아동의 권리와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복지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반적이고 개론적인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정신건강론(Social Work in Mental Health) : 본 과목은 정신건강의 요소와 정신장애를

이해시키고 정신보건 사회복지 분야의 이론과 개입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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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론(Social Work in Mental Health) :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다양한 정신겅강의 문제와 질환,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를

이해하고 정신건강 관련 사회복지실천방법을 학슴함으로써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기본적

인 지식과 실천역량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양식과 그와 관련된 실천기술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하여 빈곤, 소외, 차별 등 지역사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며 그 해결을 위한 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

게 된다.

프로그램개발과평가(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

을 통해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

로 기획하고 관리하며 평가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노인체육복지학
노년사회학(Sociology for older adults) : 사회학에서 이론은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lens)이다.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인인구집단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노인건강교육(Health Education for Older Adults) : 노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인간의 수명이 극적으로 늘어난 것에는 의학이

아닌 위생학과 보건학에 대한 교육 때문이었다. 이에 노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강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화를 도모하기 위한 역량을 키운다.

노인병리학과스포츠(Pathology & Physical Activity for Older Adults) : 노화가 진행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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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 노인복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화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학습하고, 노인을 위한 여러 제도(소득보장, 건강관리,

취업, 주거, 여가와 사회참여)의 내용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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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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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여가지도법을 익힌다.

노인운동제어(Motor Control for Older Adults) : 노인들의 신체활동 및 움직임을 운동제

어의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움직임 발달 및

쇠퇴 등에 대한 운동제어적 측면의 이해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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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체육복

지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노인체육복지세미나Ⅰ(Colloquia for Gerokinesiology & WellnessⅠ) : 노인체육복지학

의 선진지역인 북미지역을 비롯하여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학습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 및 논의함으로써 노인체육복지학

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다른 학문과의 연계점을 찾아 노인체육복지학에 접목해봄으로

써 노인체육복지학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노인체육복지세미나Ⅱ(Colloquia for Gerokinesiology & WellnessⅡ) : 타 학문과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체육을 논의함으로써 노인체육복지학에 대한

학문적 스펙트럼을 넓힌다.

노인체육양적연구방법론(Quantitative Research Method for Older Adults) : 연구방법

론의 기초개념 및 이론을 배우고, 나아가 서베이, 욕구조사, 실험연구, 단일사례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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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전문적이고 고수준의 연구방법론을 이해하는 기초를 수립하

게 되는 것이다.

노인체육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r Older Adults) : 노인인구집

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연구 뿐만 아니라 질적연구(qualitative inquiry)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거이론, 민속지학, 현상학, 사례연구 등의 기법들을 통해 노인인구집단

을 질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노인체육프로그래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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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 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히고 궁극적으로는 활용가능한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화와신체활동(Aging & Physical Activity) : 신체활동은 노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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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다. 그러나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노인들에게 어떻게

신체활동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증거기반운동 철학의 도입을

통해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뉴테크놀로지와노화(Tech-Driven Health Interventions) : 최근 노인인구집단의 신체활

동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테크놀로지

가 노인인구집단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노인인구집단에게 활용될 수 있는 신체활동 및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처 방안인 사회복지의 과제와 나아갈 바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실버산업론(Silver Industry)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확대로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노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공급에 시장원리가 적용된 실버산업

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활기차게 노후를 즐기려는 노인세대가 우리 소비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기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버산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좋은죽음(Well-Dying) :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가치관들을 학생들 고유의 눈(lens)을 통해 직접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해나가며,

다양한 수업참여과정을 통해 Well-Dying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와는 다른 개념이다. 본 강의는 죽음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좋은 죽음에 대한 고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에 대한 철학을

재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양식과 그와 관련된 실천기술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하여 빈곤, 소외, 차별 등 지역사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며 그 해결을 위한 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

게 된다.

환경과지역사회건강(Environment & Community Health) : 사회생태학적 이론에 따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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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구조학

EMS전문직론(Topics in Professional EMS) : 응급의료체계 내의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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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전문영역에 대해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문직으로써의 응급구조사의 국내

외 Trend와 issue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토론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전문직으로

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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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응급의학(Geriatric Emergency Care) : 노인의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습득하며 노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 질환에 대한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보건통계학(Statistics) : 보건 분야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자료의 입력, 정리, 분석 능력과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역학(Epidemiology) : 보건분야에서 응용되는 역학의 개념과 영역을 이해하는데 교과목

의 목적이 있다. 질병발생과 질병발생 원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와 외국에서 집단 발생했던 질병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질병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다룬다.

응급약리학특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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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에서 사용되는 혈압약, 심장약, 심폐소생술 관련

약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응급의료연구방법론(Emergency Care Research Methodology) : 과학적 연구에 동원되

는 핵심적 분석규준(analytic cannons)과 논리, 관측방법과 자료분석기법을 학습하고,

연구분석안(research design)의 설계능력을 얻기 위한 계량통계분석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응급의학 관련 기초적 연구방법 능력을 함양한다.

응급의료행정(Emergent Medical System) :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유지와 관련된

행정 및 경영관리를 통한 과학적 접근방법으로 유능한 응급의료 행정가 및 관리자로서의

폭 넓은 이론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응급의학세미나(Emergency Care Seminar) : 긴급한 처치를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처치를 할 수 있는데 응급의학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679

응급의학임상실습(Clinical Emergency Care Practice) :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학 전문의에 교육지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실제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구조 및 전문응급의학 실기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재해및사고분석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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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인 분석기법을 배워 산재와 재해발생의 감소를 위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전문심장소생술세미나(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Seminar) :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접하는 ACLS 상황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이론을

실무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CLS 영역의 복잡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적절한 응급처치방법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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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응급처치세미나(Seminar in Emergency Care) : 과학적인 연구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모색하여 병원 전 응급처치현장과 응급구조학의 실무영역에서

연구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연구 접근방법을 이해한다. 연구수집방법과 자료 분석 및

측정법을 이해함으로서 응급구조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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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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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리학과(Department of Psychology)

1)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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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뿐 아니라, 세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고은영 부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협동과정특수교육

김은영 조교수 Biola University 철학박사 Clinical Psychology

박정은 조교수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철학박사 교육상담

박주령 조교수 경희대학교 교육학박사 교육학

유주영 조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교육학

이은아 부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교육상담

한현석 조교수
The university of

florida
철학박사 교육측정평가

3) 교과목 해설

◌ 공통
가족상담(Family Counseling) : 가정불화와 이혼으로 인해 가족해체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가족체계에 대한 이해와 가족상담, 부부상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고급발달심리학(Advanced Developmental Psychology) :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발달적인 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상담 및 임상의 장면에 적용할 수

있다.

고급상담심리학(Advanced Counseling Psychology) : 심리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 전문적 의미에서 심리상담의 특징과 치료적 상담의 원리를 학습한다. 심리상

담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일반적인 상담 진행 과정의 이해를 추구한다. 본 교과를 통해 추후 심리상담

과 관련된 전문적 기법이나 다양한 이론을 깊이 공부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토대를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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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심리치료(Advanced Psychotherapy) : 다양한 심리치료의 이론과 기제를 살펴봄으

로써, 심리학자로서의 임상적 전문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고급집단상담(Advanced Group Counseling) : 집단상담의 이론, 집단과정의 실제 등을

익히며,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고급측정이론(Advanced Measurement Theory) : 다양한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사용되

고 있는 연구방법론 및 측정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심리연구방법론(Psychology Research Method) : 심리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초적인 연구법 등을 익히고, 이를 적용해서 다양한 연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기초적인 연구법 등을 익히고, 이를 적용해서

다양한 연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상담심리학

고급상담기법(Advanced Counseling Techniques) :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과목을 들은

이후에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사용하는 이론별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실습을 하는 과목이다.

고급진로상담과직업진로설계(Advanced Career Counseling and Guidance) :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진로상담의 전통 이론과 최신지견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서 진로상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급코칭심리학(Advanced Coaching Psychology) : 코칭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모형에 대하여 학습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시된 코칭 심리 이론과

모형을 토대로 코칭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고급평생교육개론(Advanced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운영체제를 파악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는

과목이다.

고급평생교육경영학론(Advanced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 현대 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영학적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이해되

고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과목이다.

고급평생교육방법론(Advanced Instructional Methods in Lifelong Education) : 학습자

들의 특성에 따라 학습목적과 학습내용에 따라 사용되는 다양한 평생교육방법론을 습득하

는 과목이다.

고급평생교육실습(Advanced Lifelong Education Practicum) :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기

관에 나가 참관, 참가, 실제 실습을 통하여 평생교육 전반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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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여 연구 검토하는 과목이다.

고급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Advanced 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

평생교육사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다문화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 :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온 내담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상담 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지식습득과 실천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과목에서의 다문화는 단순히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성별, 연령, 질병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차이, 그 영향

등을 함축한다.

위기상담(Crisis counseling) : 위기에 처한 내담자가 현재의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중독상담(Counseling for Addiction) : 우리사회에서 도박, 약물, 인터넷 등의 중독 현상이

다양하고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상담 기법을 학습하여 중독현상에 대해

이해한다.

투사그림검사및심리진단(Projective Drawing Test and Psychological Evaluation) :

다양한 그림검사의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 그림에 내재한 심리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검사를 직접 경험하고 심리치료사로서의 자기 분석의 기회를 갖고,

분석기준과 실시방법을 파악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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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Seminars on Personality Theory) : 심리치료 및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성격 이론들을 배움으로써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급심리진단평가(Advanced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Diagnosis) : 다양한 심리

검사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검사 수퍼비전을 통해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급심리평가(Advanced Psychological Assessment) : Full Battery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검사 수퍼비전을 통해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급이상심리학(Advanced Abnormal Psychology) : 인간이 보이는 이상행동과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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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의 개념과 특징을 배우고, 전인격 관점에서 이상심리의 위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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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심리평가(Neuropsychological Evaluation) : 뇌와 행동 간의 관계를 기능별로 고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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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심리평가(Child Assessment) : 성인 심리평가와 차별되는 아동 및 청소년 심리평가

Full Battery에 대해서 배우고 심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 인지치료, 행동치료, 인지 정서행동치료

등의 이론을 익히며, 이를 상담 실제 장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 각종 정신장애 및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DSM-5

를 공부하면서, 심리적 장애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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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학과(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1) 교육목표

본 학과는 경영 및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능력과 현실적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급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오수정 조교수 런던퀸메리대학교 경영학박사 경영학

최재운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학제

김용 교수 계명대학교 경영학박사 관리회계

김지승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재고관리

이상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서준석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국제경영론

손수석 교수 경북대학교 경제학박사 국제경제학

윤태한 교수 경북대학교 경제학박사 무역실무및국제통상

임정훈 부교수
University of
Texas-Pan
American

경영학박사
Business

Administration

3) 교과목 해설

◌ 공통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영분석모형과

그 응용기법에 대해 연구한다.

경영학(Business Management) : 경영의 개념과 발전과정, 그리고 경영학의 목적 등

경영학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다양한 경영이론을 살펴보고 연구영

역별 경영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경제학(Economics) :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의 결정원리,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의 원리, 국민소득의 순환원리 및 경제정책의 효과 등을

연구한다.

국제경영전략(Global Business Strategy) : 국제경영전략은 급변하는 국제경영환경에

대응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하며,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전략적 제휴전략,

합작투자전략, 아웃소싱전략, 인수·합병전략 및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략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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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e) : 국제금융의 기초, 경제개방과 국민경제, 외환시장과

환율, 국제거래조건과 금융시장균형, 국제수지와 개방경제이론, 환율, 국민소득과 경상수

지, 국제자본이동, 국제자본이동과 거시경제정책운용, 외환위기, 환율결정이론, 환위험관

리, 국제통화제도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다.

국제통상학(International Trade) : 국제통상학은 국제간 재화무역에 대한 고전학파

및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고찰하고, 아울러 이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무역현상들

에 대한 국제분업의 원리를 설명하는 신무역이론과 서비스무역 등에 대한 교역의 원리들을

고찰함으로써 세계화 및 개방화시대의 국제분업 원리를 대학원 수준에서 보다 깊이 있게

규명한다.

기업의사회적책임연구(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활동인

이윤추구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인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연구한다.

브랜드마케팅론(Brand Marketing Theory) : 마케팅의 이론과 응용을 브랜딩을 중심으

로 재구성하여 고찰한다. 이와 함께 브랜드 자산, 브랜드 확장, 그리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룬다.

서비스경영세미나(Service Management Seminar) : 서비스 수행 시 발생하는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품

질경영에 대해 학습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경영학 연구를 위하여 활용되어 왔던 수리적

분석이나 논리를 이용한 분석적 연구,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구기법을 소개한다.

자료분석론(Data Analysis) : 기초 통계 개념의 체계적인 검토와 고급 통계 분석 기법의

학습을 통하여,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통계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회계학(Accounting) : 회계는 정보이용자들이 자원의 배분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측정, 분류, 요약하여 특정한 경제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의 변동을 기술하는

회계방법론의 측면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학습한다.

◌ 경영학
SCM전략(Supply Chain Management Strategy) : 공급망(supply chain)은 모든 기업들

이 자재를 조달하고 제품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며, 공급망관리 전략은 기업의

사업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실제적인 자원의 흐름을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문이다. 이를 위해서 공급망에 관련된 혁신부문, 고객경험부문, 품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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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관련되는 교과목이다.

경영전략론(Technology Management) : 이 과목은 기업들의 전략적 기술경영에 대한

과목으로, 기업의 내/외부의 경영환경들을 기술경영의 개념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기술과 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업내부의 자체능력의

상호변화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제반의 산업들을 분석한다.

비즈니스컨설팅(Business Consulting) : 비즈니스컨설팅은 조직과 재무, 마케팅, 생산

품질 등 다방면에 심도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할 기업 경영 문제에 집중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한 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자문을 주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교과목은 비즈니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교수하는 교과목으로서, 기업 경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론과 전략을 학습한다.

생산운영혁신전략(Production an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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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회계(Decision Making Accounting) : 의사결정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영관리를 위한 회계(관리회계)이다. 즉, 경영자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

장단기적인 사업계획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회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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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론(Quality Management) : 본 과목은 전략적 차원에서의 총합적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 과목의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비용, 공급자 품질관리, 품질의

성과측정 등이다. 또한 이 강좌에는 실무에서 직접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들에게

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례도 소개한다.

프로세스혁신(Process Innovation) : 프로세스혁신은 일견 공정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경영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아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 회사의 업종, 규모, 수준에 적합한 최적프로세스

를 갖추도록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혁신하는데 관련된 교과목이다.

회계자료처리(Accounting Date Processing) : 재무제표 작성이나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업의 회계부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를 엑셀 등 개인용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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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회계자료를 처리하는 기법을 공부한다.

◌ 경제통상학
FTA통상전략(Strategy of FTA Commerce) : FTA통상전략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통상전략으로서 FTA정책의 활용방안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연구하며 나아가 주요 FTA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을 연구한다.

경제통합론(International Integration Theory) : 본 경제통합론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는 FTA 등과 같은 경제통합체들의 유형별 내용과 그것들이 초래하는

경제 및 무역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국제경제통합 현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공부하게 된다.

경제학세미나(Economics seminar) : 본 교과목에서는 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학위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급해외지역경제론(Advanced Theory for Overseas Regional Economy) : 고급해외지

역경제론은 오늘날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개방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

로 지역주의 현상으로 전개되는 해외주요 지역의 경제통상 현안과 과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공부하며, 세계 각 지역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경제통상현상과 정책들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세계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국제운송론(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국제운송론은 국제운송의 유형과 성격,

운송과 관련된 화주와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관계, 효율적인 운송인의 선정과 효과적인

운송계약의 체결, 각종 운송서류의 성격과 내용, 국제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

내지 국제규칙상의 내용 등을 실무적으로 강의한다.

국제통상정책연구(Study on International Trade Policy) : 국제통상정책연구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국제통상정책의 의의와 중요성,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 및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역할,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글로벌마케팅(Global Marketing) : 글로벌마케팅 개요, 글로벌시장 환경분석, 글로벌마

케팅 조사의 성격, 조사 영역, 조사과정 및 결과해석의 문제점, 조사계획의 수립, 자료분석,

사례연구, 글로벌시장 세분화 전략, 글로벌 표적 시장 선정과 글로벌시장 포지셔닝, 글로벌

시장 진입방법, 글로벌마케팅 제품, 가격, 유통경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다.

다국적기업론(Advanced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ory) : 다국적기업론은 실존하

고 있는 기업이 현실 세계에서 부딪치게 되는 외부 환경과 그에 대응하여 취하는 국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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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주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즉, 첫째, 각 사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둘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과 내부

여건을 어떻게 분석하며, 셋째,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어떻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가, 그리고, 넷째, 그 최선안을 상황의 제약이 따르는 현실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마찰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무역보험론(Marine Insurance) : 무역보험론은 국제적인 물품의 이동에 따르는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 및 항공운송보험과 관련된 원리와 내용, 실제의 구상권 행사방법

및 각종의 국제적인 법규와 약관 및 상관습 등을 연구한다.

중국경제통상연구(Study on Chinese Economy and Trade) : 중국경제통상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나아가 중국의 경제통상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연구하여 향후 효율적인 대중국 경제통상 관련 대응전략 수립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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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학과(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1) 교육목표

행정학 및 부동산지적 전공분야의 심도 있는 이론과 지식을 취득하여 공공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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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동혁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법학 경찰행정

김재민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박사 법학 경찰행정

박동수 교수 한세대학교 공학박사 정보보호공학 경찰행정

박해룡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학박사 정책분석 경찰행정

오태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 경찰행정

최근열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학박사 지방재정 경찰행정

박기헌 조교수 경북대학교 이학박사 지리정보체계(GIS) 부동산

이범관 교수 단국대학교 행정학박사 지적학 부동산

이현준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박사 행정법 부동산

3) 교과목 해설

◌ 공통
경찰과인권(Police and Human Rights) : 국가의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할 시민의 인권, 각각 다른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학습한다.

범죄수사세미나(Seminar in Criminal Investigation) :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국내외 논문을 비평하고 분석함으로써 범죄수사의 사회적, 과학적, 윤리적,

법적 이슈를 학습하고 토론하며 범죄수사가 형사사법기관의 활동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으로 탐구한다.

조직범죄론(Studies in Organized Crime) : 조직범죄의 개념 및 유형, 특성 등을 학습하고

조직범죄의 활동범위와 대상, 조직범죄자의 특성 및 원인, 문제점 및 대처방안 등을 체계적

으로 검토한다.

행정과법(Administration & Law) : 행정과 법 일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국가기관이

나 공공단체의 법률행위와 이의 준거기준 등을 설명하고, 행정상손해전보와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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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설명한다.

행정이론(Theory in Public Administration) : 행정학에 관련된 주요 이론들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행정이론의 학문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것이 일반적 행정현상

에서의 적실성과 한국적 행정현상에서의 현실적 설명력을 논의한다.

◌ 행정학
공공관료제론(Public Bureaucracy) : 고전적 이론에서 현대까지 정부 및 공공분야의

관료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료제의 기능 및 역할을 한국적 상황과 연계시켜

분석한다.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로서 여기서

는 집합적 선택의 방법과 관료의 행태 그리고 관료의 행태가 배분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본다.

도시행정이론(Urban Development & Administration) : 도시의 발달과 도시중심의

행정이론을 논의하면서 특히 도시개발과 관련된 재정, 환경, 주민참여, 민주주의 등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비교발전행정론(Comparative & Development Administration) : 국가 및 사회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전략을 분석하고 비교행정은 구미이론의 관점과 동양사회의 비교관

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이것을 사회발전의 이론과 현실의 조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이

고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사회과학방법론(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 : 사회과학의 조사 및 연구와 학술적

논문의 구성방법에 필요한 연구문제의 설정, 방법론상의 기본개념, 이론 및 가설 설정,

면접이나 실험, 표본조사방법과 통계학적 자료처리방법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재

창조, 리엔지니어링, 정부구조조정, 품질관리, 목표관리, 행정정보관리 등 새로운 공공관리

방법을 논의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기초적인 연구법 등을 익히고, 이를 적용해서

다양한 연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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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관리

등을 논의한다.

정부예산론(Government Budgeting) : 정부 및 공공기간의 예산에 관한 결정이론과

분석기법, 조세이론,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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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성 등을 탐구한다.

정부와기업(Government and Business) : 신제도주의 입장에서 정부와 기업을 탐구한다.

시장실패, 정부실패 등이 다루어지며 정부와 기업 관계의 유형 등을 분석한다.

정책결정이론(Policymaking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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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ory) : 구체적 정책문제 중심의 합리적 해결방법의

제시와 이를 응용하는 실천학문으로서 정책분석의 기법과 과정 및 분석이론의 학문적

실체를 탐구하면서 동시에 실천이론으로서 정책문제와 과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정책평가이론(Policy evaluation theory) : 정책평가는 정책집행 결과가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나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평가모형과

이론 그리고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회조사방법과 통계분석을 살펴본다.

조직형태론(Organizational Behavior) : 공공조직의 구성과 조직내적인 측면에서 조직목

표를 둘러싸고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대립, 갈등, 권력관계 등의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중앙지방정부관계론(Central-Local Governmental Relations)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정부 간의 기능배분 및 갈등 등을 논의한다.

지방의회실무론(Local Council Practice) : 지방의회실무론은 지방의회제도의 개념 및

본질, 외국선진국 지방의회제도,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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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Local Autonomy) :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등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다루고, 아울러 지방자

치단체의 개념, 종류, 자치구역, 자치권 및 사무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지역사회와 NGO 간의 거버넌스,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을 다룬다.

지방재정분석(Local Government Finance) :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론, 지방세입 및 세출분석 등을 다룬다.

한국행정학(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한국행정학의 특성과 한국적 행정현상에

필요한 적실한 행정이론과 행정현실과의 조화 및 구체적 행정문제와 행정현장에서의

행정이론의 발달가능성 및 행정학의 한국화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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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리더십이론(Administrative Leadership Theory) : 리더십의 일반적 내용을 조명하

면서 행정학분야에서의 리더십연구를 행정리더십과 정책리더십 및 관리리더십과의 차이

점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권력 중심의 리더십에서 리더와 추종자의 이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리더십의 한계와 새로운 리더십의 발전가능성 등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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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학

경찰활동과법윤리(Policing and Professional Ethics) : 가장 기초적인 법집행 활동인

경찰활동에 있어 법의 집행 여부와 정당한 법의 집행에 관해 법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과학수사론(Scientific Crime Detection) : 현대 범죄수사의 이론과 실제 및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범죄사회학(Criminal Sociology) : 현대 범죄학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의 사회적 영향성에 관한 다양한 미국의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범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다.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 : 실제 범죄 수사 활동에 필요한 범죄자의 심리 유형과

행위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다.

비교경찰제도론(Comparative Study on Police Systems) : 경찰의 조직과 인사제도,

권한과 의무에 관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경찰제도를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경찰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모색한다.

사회과학방법론(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 : 사회과학의 조사 및 연구와 학술적

논문의 구성방법에 필요한 연구문제의 설정, 방법론상의 기본개념, 이론 및 가설 설정,

면접이나 실험, 표본조사방법과 통계학적 자료처리방법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 범죄수사에 실무적으로 적용될 심리학적 수사

기법 및 적용에 대해 연구하며 범죄수사심리학의 이해 증진,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활동의

지원, 수사기법 연구, 면담조사, 범죄자의 행동특성 연구 등을 수행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기초적인 연구법 등을 익히고, 이를 적용해서

다양한 연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법제와사이버범죄(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Law and Cyber-crime)

: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인 정보통신 환경을 관장하는 주요 법률들과 그 체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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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사이버범죄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지역사회와경찰(Community Policing) :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경찰활

동의 개념과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이념과 조직에 대해 학습한다.

피해자학(Victimology) : 범죄피해의 원인과 양상, 범죄피해자화의 단계, 범죄피해 방지

대책,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 등을 연구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현장수사론(Crime Scene Investigation) : 범죄수사의 가장 초동 단계인 현장수사 시에

필요한 현장보존방법, 초동수사의 주의점, 기초적인 증거채취 등을 학습하여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형사소송법특수문제(Criminal Procedure and Special Issues) :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절차, 증거법 등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문제 중 수사권, 수사과정과 인권, 공소권, 전문증거

등 세부적 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연구한다.

◌ 범죄학
과학수사론(Scientific Crime Detection) : 현대 범죄수사의 이론과 실제 및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 : 실제 범죄 수사 활동에 필요한 범죄자의 심리 유형과

행위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하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다.

범죄자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자 및 범죄행동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

및 심리측정이론들에 기초하여 범죄현장에서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범죄 용의자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한다.

범죄학개론(Introduction to Criminology) : 현대적 범죄의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고,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범죄학의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 학습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해 이해하고, 사법기관의 역할과 지위를 파악한다.

범죄현장분석(Crime Scene Analysis) : 범죄수사의 가장 초동 단계에서 수행되는 범죄현

장 분석은 자타살 감별, 범인의 추정, 범행의 원인과 정황판단, 증거수집 등에 필요하며

그 밖에 현장보존의 방법, 초동수사의 주의점, 기초적인 증거채취 요령 등을 학습한다.

사회과학방법론(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 : 사회과학의 조사 및 연구와 학술적

논문의 구성방법에 필요한 연구문제의 설정, 방법론상의 기본개념, 이론 및 가설 설정,

면접이나 실험, 표본조사방법과 통계학적 자료처리방법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상담심리이론과설계(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Psychology) : 상담이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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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인간관, 심리문제해결의 방법, 각 이론적 접근의 한계 등을 비교·연구한다.

소년사법연구(Studies in Juvenile Criminal Justice) : 청소년범죄자를 처우하기 위한

각종 소년사법정책 및 제도의 조직과 기능을 검토하고 그 개선점을 진단한다.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 범죄수사에 실무적으로 적용될 심리학적 수사

기법 및 적용에 대해 연구하며 범죄수사심리학의 이해 증진,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활동의

지원, 수사기법 연구, 면담조사, 범죄자의 행동특성 연구 등을 수행한다.

심리측정(Psychological Assessment) : 객관적인 심리검사, 행동관찰 및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한

다.

심리학개론(Introduction to Psychology) :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을 비롯하여, 발달심

리학, 사회심리학, 실험심리학, 신경심리학 등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를 개론적으로 설명하

고 이해한다.

여성범죄연구(Studies in Woman and Crime) : 여성범죄자의 고유한 특성, 여성범죄의

주된 유형과 성격, 동향, 다양한 원인과 결과 및 형사사법적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여성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기초적인 연구법 등을 익히고, 이를 적용해서

다양한 연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비행론(Juvenile Delinquency) : 청소년 범죄의 원인, 현상, 대책에 대한 범죄심리

학적 이론을 검토하고, 실증적 조사연구 결과들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테러리즘(Terrorism) : 국제범죄의 한 가지 주요한 형태인 테러리즘의 개념과 유형,

원인, 활동범위와 대상, 테러범죄자 및 테러집단의 특성, 국내 및 국제적 대처방안 등을

검토한다.

피해자학(Victimology) : 범죄피해의 원인과 양상, 범죄피해자화의 단계, 범죄피해 방지

대책,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 등을 연구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형사법연구(Studies in Criminal Law and Procedures) : 형법과 특별법을 포함한 형사실

체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형사절차법의 주요한 논점을 연구하고 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을 탐구한다.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 : 공무원, 관료, 기업인, 지식인 등 소위 화이트칼라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 및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 원인과 결과, 사회적,

형사정책적 대처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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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
국토및도시계획(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 국토 및 도시계획의 본질, 변천과

정, 체계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국토 및 도시계획의 패턴과 미래전망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전 국토에 대한 토지이용의 현황 및 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체계적인 방안을 연구한다.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뉴타운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도시재생의 정책방향, 적용기준 및 행정실무절차 등을 학습함으로써 도시의 최적 기능회복

을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모색과 도시재생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부동산감정평가(Real Estate Appraisal) :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기타재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자료분석 및 방법론 등을 이해함으로써 부동산의 유형과 특성별로 이루어지는 평가과정에

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을 연구한다.

부동산개발(Real Estate Development) : 최유효이용원칙에 입각한 부동산 개발의 유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공·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동산의

개발행위 및 그 패턴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토자원의 관리와 사유재산의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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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분석함으로써 부동산경매시장에서의 합리

적인 의사결정과 그 적정한 활용방안 등을 연구한다.

부동산권리분석(Real Estate Title Analysis) : 부동산과 관계된 각종 공적 장부를 바탕으

로 일 필지 정보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변동상황과 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천내역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부동산거래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권리 다툼의 문제해결 및 신속·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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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법을 탐구함으로써 유기적인 부동산자본 시장

의 안정화 및 활성화 조성방안 등을 연구한다.

부동산법규(Real Estate Laws and Regulations) :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법규체

계에 관한 기초 이론의 학습 및 그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부동산사법과 부동산공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개별법의 내용과 핵심 법률관계 등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발전과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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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및해결(Real Estate Dispute and Resolution) : 부동산을 둘러싸고 공·사적인

영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의 유형, 내용, 특성 및 그 해결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

을 이해하고 분쟁의 주요 원인 규명과 해결방법상의 한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부동산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그 원만한 해결방안 등을 연구한다.

부동산시장계량분석(Real Estate Market Econometric Analysis) :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의 특성, 시장상황의 변화와 국민경제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부동산경

제학 및 통계학적 연구방법론을 접목시킨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초조사, 입지 및 상권분석,

외국사례의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예측·분석방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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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종합적이

고 심층적인 연구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토론식 학습을 수행한다.

부동산정책(Real Estate Policies) : 부동산정책의 본질과 부동산시장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 및 그 역할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부동산활동에 대하여 수립·집행되

는 정책의 내용, 과정 및 성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부동산정책의 변화예측에 따른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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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Real Estate Brokerage) : 부동산의 거래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유통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적·경제적·기술적 내용

등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개업무의 수행 및 중개업의 운영 등에

따른 문제해결을 통한 부동산중개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연구한다.

부동산투자관리(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복합자

산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관리내용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직·간접적인

투자경로 및 방법 등에 관한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적정자산배분

및 그 위험관리 방안 등을 연구한다.

부동산학총론(General Theory of Real Estate Science) : 고유 학문분과로서 부동산학의

본질과 그 학문적 특성 파악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활동에 대한 연구접근방법

론 등을 학습함으로써 각론 분야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과학 이론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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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학
영토분쟁론(Territory Dispute Studies) : 국가 간 영토분쟁의 본질과 그 해결과정의

제반 문제를 바탕으로 현재 동북아정세에 따른 독도 및 간도문제 등의 실제 직면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토수호의 관념 정립 및 영유권분쟁의 대처방안

등을 연구를 한다.

지가조사(Land Price Research) : 토지의 장래 이용가치를 반영한 지가의 형성요인과

그 결정요인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공시지가체계 및 부동산시장에서의

국지적 토지가격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공공재와 일반 재화로서의 토지에

관한 바람직한 가격형성 및 결정 방법론 등을 연구한다.

지적공시및공부판독(Cadastral Notification and Register Decipherment) : 토지의 조사·

등록을 통해 일반에게 공시되는 지적공시의 기본 메커니즘과 그 주요 내용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시 매체로서의 관련 공적장부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의 전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지적법규(Cadastral Laws and Regulations) : 일반적인 법규체계에 관한 기초 이론의

학습 및 지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법 영역에서의 법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개별법의 내용과 핵심 법률관계 등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적 관련

법제의 종합적인 발전과제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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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적

인 연구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토론식 학습을 수행한다.

지적전산응용(Cadastral Computerization Practice) :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지적정보의 전산화에 관한 기초 이론 및 그와 같은 기법에 의해 취합된 각종 지적데이터의

집계내용을 바탕으로 정량적·정석적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지적행정 및

개인의 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방안 등을 연구한다.

지적정책론(Cadastral Policy) : 지적정책의 본질, 특성 및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활동에 대하여 수립·집행되는 정책의 내용, 과정 및 성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지적정책의 변화예측에 따른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지적조사방법론(Cadastrology Research Methodology) : 일 필지에 대한 지적활동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지적현상의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인 정보의 유형 및 특성

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등록·공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체적·절차적인 조사·

분석방법론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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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판례(Cadastral Precedents) : 일 필지를 둘러싼 지적활동의 과정에서 집적된 법해석

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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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학총론(General Theory of Cadastrology) : 일 필지와 관련된 지적활동과 지적현상

에 대한 기초 및 응용이론을 학습하고, 지적 학문의 특성 및 교육·연구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걸친 현안 문제해결의 패러다임 형성과 그 발전적인 모형 등을 연구한다.

지적행정론(Cadastral Administration) : 행정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지적행정의

개념, 목표, 특성, 내용 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적행정의 발달과정 및 그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외국의 지적행정시스템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적행정의 발전지향적

방안 등을 연구한다.

토지경계론(Land Boundary Theory) :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구분하는 토지경계의 설정

및 그 관리에 따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토지경계의 변동패턴을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경계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

등을 연구한다.

토지구획방법론(Land Site Planning Methodology) : 연속된 토지를 지역별·구역별로

단지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조성되는 필지의 설계과정 및 구획기법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필지의 조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론 등을 연구한다.

토지이용규제론(Land Use Regulation) : 개별 필지의 용도를 특정하는 지목체계를

비롯하여 지역별 용도지역·지구·구역제 등 토지이용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토지이용관리 패턴에서 두드러지는 공·사익간의 상호작용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유기적 메커니즘의 운영 방안 등을 연구한다.

필지론(Land Parcel Studies) :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획한 개별 필지의 개념, 특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그 생성·변경·소멸과정 전반의 관리 메커니즘에 관한

학술적 탐구를 바탕으로 현행 필지관리에 따른 제반 문제의 해결 및 향후 바람직한 필지관리

의 모형 구축 방안 등을 연구한다.

해외지적제도(International Cadastral System) : 세계 각국의 지적제도 전반에 걸친

일반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국가의 지적제도 관리체계 및 그 메커니즘 등을 비교·분석함으

로써 일반·보편적인 지적제도의 본질을 규명하고 국가별 특성에 부합되는 지적제도의

운영 방법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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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학과(Department of Education)

1) 교육목표

교육의 전 분야에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 인재를 육성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 교육전문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실무형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안예지 조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특수교육

유미나 조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교육공학

박정은 조교수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철학박사 교육상담

유주영 조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교육학

한현석 조교수
The university of

florida
철학박사 교육측정평가

3) 교과목 해설

◌ 공통
고급통계분석방법론(Advanced Statistical Decision Analysis) : 사회과학의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의 다양한 방법을 학습한다. 독립설계, 반복설계, 상호작용, 다중 회귀분석, 변수선

택방법, 더미와 효과코딩, 공분산분석, 조절 및 매개모형 등의 주제를 배운다. 다양한

결과로부터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그것을 결합하는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 모형을 배운

다.

교육의심리적기초(Psychological Foundation on Education) : 교육학 연구의 기본을

이루는 이론을 분석한 후 다양한 교육 분야의 응용을 통하여 주요 문제를 도출하여 논의를

통하여 대안을 탐색한다.

교육학세미나(Educational Seminar) : 본 교과목에서는 교육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학위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육학원론(Introduction to Education) : 교육학의 연구대상, 학문분야, 철학 등 교육학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학습한다.

데이터과학및분석(Data Science and Analysis in Education) : 사회과학연구에서 사용되

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R, SPSS, STATA 등) 사용법을

학습하고 통계분석능력을 함양한다.

비교교육연구(Comparative Studies in Education) : 다양한 교육적 이슈를 국가 간

및 집단간 분석을 통하여 대규모의 표준화된 자료(PISA, TIMMS, PIRLS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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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과학방법론(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 : 사회과학의 조사 및 연구와 학술적

논문의 구성방법에 필요한 연구문제의 설정, 방법론상의 기본개념, 이론 및 가설 설정,

면접이나 실험, 표본조사방법과 통계학적 자료처리방법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학문 연구를 위하여 활용되어 왔던 수리적 분석이

나 논리를 이용한 분석적 연구,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구기법을 소개한다.

통계분석방법론(Statistical Decision Analysis) : 교육학 연구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학습한다. 가설검증 방법, 집단비교 방법, 상관 및 회귀분석 등의 주제를 학습한다.

◌ 전공
고급측정이론(Advanced Educational Measurement Theory) : 라쉬모형 및 문항반응이

론, 일반화가능도이론 등 다양한 측정이론 및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습한다.

고등교육론(Higher Education) : 고등교육의 주요 이론을 학습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성과평가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교육과교육과정(Education and Curriculum) : 교육과정학의 주요 탐구 분야를 밝힌다.

교육과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교육과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을 학습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질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교육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for Educational Research) : 교육학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의 주요 알고리즘과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 연구에 응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마이닝 프로세스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평가(Theories of Educational Evaluation) :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교육평가의 주요 이론과 전략을 학습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학습한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개념, 모형

개발, 모형 추정, 모형 적합도 평가, 모형 수정, 모형 비교 등을 배운다. 통계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해석방법을 학습한다.

다층모형(Multilevel Analysis) : 독립성 가정을 위배하는 내재된 자료 구조를 갖는

상황에서 적합한 분석 방법인 다층모형의 이론을 학습하고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실습을

통하여 2-수준모형 및 3-수준모형 분석방법 및 해석방법을 학습한다.

대학기관연구입문(Introduction to Institutional Research) : 대학기관연구의 개념과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 및 경험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지원을

수행하고자 대학 내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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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과이러닝(Distance Education and e-Learning) : 교육공학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과 학습분석학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과정 전략을 탐색한다.

종단자료분석(Longitudinal Data Analysis) : 반복측정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종단자료분석방법을 학습하고 연구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 : 사회과학연구에서 완전무선설계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 타당한 인과추론을 위한 방법론을 학습하고 연구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측정이론(Educational Measurement Theory) : 인간의 인지적 및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

기 위한 잠재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와 행동특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학습한다.

학교심리연구(School Psychology) : 학생들에게 인지적·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상황을 학습하고 학생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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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융복합콘텐츠·미디어디자인학과(Department of Convergence Content

& Media Design)

1) 교육목표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보성 조교수 뉴욕대학교 미술학사 Studio Art 사진영상

김유진 교수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

박사
디지털과학사진 사진영상

김현서 조교수
School of Visual

Arts
미술학사 Digital Photography 사진영상

박은광 조교수 서강대학교 영상학박사 문화콘텐츠 사진영상

석성석 교수
국립베를린예술

대학교
미술학석사 비쥬얼커뮤니케이션 사진영상

손영실 교수 프랑스파리8대학 문학박사 예술매체이론 사진영상

이승원 조교수
University of

sydney
미술학사

film and digital
image

사진영상

이인희 교수 중앙대학교 미술학석사 광고사진 사진영상

이재욱 부교수
(Academy of Art

College
미술학석사 비디오영상제작 사진영상

이혁준 조교수 중앙대학교 미술학석사 순수사진 사진영상

조선희 교수 연세대학교 이학사 의생활학 사진영상

최종성 부교수
New York
University

미술학석사 순수사진 사진영상

한상균 부교수
Columbia College

Chicago
미술학석사 Art,Entertainment 사진영상

강명지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석사 산업디자인 디자인

강형구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학박사 목조형가구학 디자인

김대성 교수 리용2대학
디자인학석

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자인

안지선 부교수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술학석사 Digital Media 디자인

이재민 조교수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미술학사 Art and Technology 디자인

이점찬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학박사 조형학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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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소영 조교수 중앙대학교 영상학석사
애니메이션이론/
콘텐츠프로듀싱

만화애니

김호권 교수
School of Visual

Art
미술학석사

3D Animation
Editing

만화애니

류지헌 조교수 홍익대학교 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 만화애니

서재일 조교수 세종대학교 예술학석사 만화애니메이션 만화애니

원현재 조교수 세종대학교 예술학석사 만화애니메이션 만화애니

이상훈 조교수 중앙대학교
영상학제작
석사

영상예술학-애니메이
션제작

만화애니

임연택 조교수 세종대학교 미술학석사 애니메이션 만화애니

한수희 조교수
School of Visual

Art
미술학석사 애니메이션 만화애니

권수경 부교수
Nottingham Trent
University

미술학석사 Performance 뷰티산업

박선민 부교수 연세대학교 이학박사 노화과학협동과정 뷰티산업

3) 교과목 해설

◌ 공통
디자인미학(Design Aesthetics) : 디자인의 역사를 학습한다는 것은 바로 지나간 시대정

신과 현재의 시대정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지배할새로운 시대정신을 이해한다는 것에

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역사의

단면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환기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의미의 한국적 디자인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해 본다. 디자이너를 위한

주요한 디자인 역사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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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디자인히스토리(Design History) :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단순히 예쁘고 고급스럽게 치장

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 디자인이란 영역은 나날이 광범위해 지고 있다. 디자이너

의 손길이 우리 삶 구석구석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사진편집과출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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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판물 까지도 함께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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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통계학(Beauty statistics) : 기초 통계 이론과 더불어, 자료의 정리 및 분석 방법을

배운다. 기초적 통계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통계처리 능력을 배양한다.

사진영상표현기법연구(Photographic video and Imaging Technique) : 사진영상미디어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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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채연구(Study of Color) : 색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색채 관련

용어를 충실하게 정리하고 색채 전반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정립 한다. 색의 개념과 색의

효과적 사용법을 익힘으로써 색의 구조와 종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디자인과 색채의

관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실제 수강생의 색채학 관심도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수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다.

작품분석세미나(Seminar in Critical Analysis of Works) : 다양한 디자인 결과물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관점을 기르며,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서

실제적으로 탐구해 본다.

조형예술(Theory of Plastic Arts) : 조형예술에 관한 여러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고

실제 개별연구를 통해 연습한다.

컨셉추얼디자인(Conceptual Design) : 컨셉을 찾아가고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 본인의

작업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자기작업에 대한 확실한 배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인이란

즉흥적인 것 보다는 계획적인 기획이란 것을 알아야하기에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타이포그래피연구(Typography Research) :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매체

의 타이포그래피의 심미적 기능요소와 디자인적 요소를 연구한다. 타이포그래피의 이론을

바탕으로 타이포그래피의 다양한 분야의 본문을 연구하고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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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매체융합적 단위까

지 수업 내용의 확장을 통해 현대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심화 시킨다.

현대미술과사진(Contemporary Art & Photography) : 현대 미술의 발달과 사진의 관계

를 살펴보고 상호적 영향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미술의 발달은 사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60년대 이후로 현대 미술의 새로운 전개에 사진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90년대 이후 디지털 환경이 도래하면서 예술가들은 사진을 새로운 예술을

위한 매체로 적극 활용하며 급변하는 이미지 장에 상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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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상학

다큐멘터리사진연구(Documentary Photography) : 현실을 기록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사진의 중요한 분야로 세계를 기록, 사유하며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연구한다. 사진의

형식과 앵글 그리고 프레임을 실습 촬영한다.

디지털사진아트웍(Digital Artwork) : 디지털사진을 비롯한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활용하

여 창작자 의도가 반영된 디지털 창작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다.

디지털스튜디오워크숍(Digital Studio Workshop) : 본 교과목은 사진가의 작업 공간인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업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교과목이다. 사진가의 작업은 카메라와

조명을 활용하여 촬영과정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사진 작업을 하는 과정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를 활용하여 출력과정 크게 세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

는 일반 가시광 조명인 스트로보를 활용하는 것과 특수조명인 자외선과 적외선 조명을

이용하는 두가지 촬영을 한다. 그 후 컴퓨터에서 어도비 포토샵과 Adobe Camera RAW로

8Bit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사진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리터칭과 합성 과정을 거치면서

사진가가 의도하는 표현을 한다. 결론적으로 사진가의 작업 공간에서 벌어지는 작업

전반을 이해하는 수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디지털영상제작론(Digital Film making) : 제작부터 송출 및 시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영상제작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하여 분석, 연구한다.

매체사진(Photographic Reportage) : 사실을 묘사하는 매체에 사용되는 사진의 특질을

이해하고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을 연구한다. 사진은 현실을 표현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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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그라피(Video graphy) : 포토그라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상을 비디오그라피

로 정의할 수 있다. 영상을 영어로 할 때 모션픽처(Motion Picture), 필름(Film) 등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상촬영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는 포토그라피와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

비디오그라피, 씨네마토그라피(Cinematography)를 쓴다. 씨네마토그라피는 영화촬영으

로 해석되어지기에 비디오그라피는 영상촬영이란 용어로 적합하다. 본 비디오그라피

수업은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제작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영상촬영의 메커니즘

부터 테크닉까지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영상촬영을 이해하도록 하는 수업이다.

사진담론연구(Photographic Discourse Research) : 사진의 역사 속에 등장한 다양한

사진 담론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은 처음에는 현실의 충실한 기록 매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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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으나 점차 예술의 영역과 접합되기도 하고 시각 문화의 중심 매체로 부각되며

발전해왔다. 따라서 사진 담론 연구는 현대 사진의 다양한 면모를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진영상고고학(photographic image archaeology) : 고고학(考古學, Archaeology)은

과거 인류들이 남긴 물질적 자료(즉 고고학 자료)를 통해 당시의 문화, 즉 행위, 사회적

조직, 이념 등을 복원하고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다. 또한 유물들은 발굴이 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보존 해야 함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사진영상 고고학은 오래된 유물을 사진 혹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연구자료로 남기는 것과 동시에 1839년 사진의 발명이후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최근에는 특수한 사진영상 촬영기법을 활용하여, 즉 자외선과 적외선의 불가시광

선을 이용하여 천년의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미세한 흔적을 찾아내기도 한다. 그리고

19세기 근현대사에서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된 이미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 5.18 민주화운동

시기까지 사진영상 이미지들의 발굴 조사 등 사진영상학과 고고학의 경계학문으로 학문적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개설하였다.

사진전시기획(Photography Exhibition Curation) : 전시 기획의 방법론을 학습하며

사진 관련 전시를 기획하는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시 기획의 주요

단계를 살펴보고 그간 진행된 사진 전시 사례들을 통해 기획을 위한 방향성을 재고한다.

그리하여 학생 스스로 사진 전시 기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관해 평가를 진행한다.

순수사진워크샵(Workshop in Photography) : 순수사진의 작품 창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업으로 기술적 과정과 논리적 근거를 연구 학습한다. 최종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완성을

도모한다.

영상연출론(Image Directing) : 제작부터 송출 및 시사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이루어지

는 영상제작의 연출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에 대하여 분석, 연구한다.

영상커뮤니케이션연구(Audio Visual Communication Research) : 영상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되는 시청각 재료들의 구성과 특성을 분석 한다. 이를 토대로 아트필름, 실험영화,

무빙이미지 등 비서사적인 작품과 극영화, 드라마와 같은 서사 중심의 작품에 적용되는

표현어법을 비교 분석함으로 영상매체의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연구 하고 실무에 적용한다.

영화미학(Film Aesthetics) : 영화는 영상을 통해 구체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서사예술의

정점이다. 문자를 통해 추상적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가시적 핍진성이 약화되는 소설에

비해 다양한 영상기법을 통해 ‘그럴듯함’(plausibility)의 미학을 창출한다. 따라서 영화의

미학적 탐구를 위해선 스토리(줄거리)의 구조를 탐구하는 바탕 위에 스토리텔링(전달방식)

의 양식을 입체적으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영화예술의 미학적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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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한다.

예술사진연구(Fine art Photography) : 사진 예술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교과목으로

그 매체적 특징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가치 생성과 판단 기준에 이르는 소통 전반을

연구한다.

이미지사이언스(Image Science) : 과학 산업분야에서 예술적 목적이 아닌 측정, 분석,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사진술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일반적인 사진술의 한계를 넘는 자신만

의 새로운 사진 표현기법으로 연구하고 활용해본다.

익스페리멘탈패션포토그라피(Experimental Fashion Photography) : 단지 패션사진에

한정하지 않고 패션, 미학, 철학적 사고를 융합하여, 컨셉을 연구하고 표현에 있어서

새로운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개인적인 톤앤매너를 실험하여, 본인만의 창의적인 포토폴리오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타임베이스미디어연구(Studies of Time-based media) : 타임베이스미디어

(Time-based media)는 시간의 길이 차원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예술과 미디어 영역의

기초 개념으로 전문적인 현대미디어 기술을 (예: 사진 슬라이드 쇼, 비디오, 영화, 오디오

및 컴퓨터기반 기술 + 확장된 미디어디맨션) 기반으로 구현된다. 타임베이스미디어연구에

서는 관련 이론에서부터 매체별 표현 연구에 이르기까지 크리에이티브 미디어디랙터이자

연구자로서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트랜스아트프로젝트(Transart project) : 아트, 커머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분야에서

메체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확장된 개념의 미디어 프로젝트를 검토 연구하는 수업이다.

본 수업에서는 현대 문화예술산업의 트렌디한 현상인 융복합 개념을 평면과 입체, 아날로그

와 디지털 미디어, 장르적으론 시각예술, 영상, 사운드, 실시간 공연예술의 실험적 융합을

통해 관객에게 확장된 경험을 제시하는 방법론에 대해 탐구한다. 수업 참여자들은 이론적

탐구의 결과를 융복합미디어 프로젝트의 설계와 샘플링을 중심으로 구체화 하게 된다.

◌ 시각디자인

개별연구(Independent Study) : 높은 수준의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한 연구로 디자이너로서

의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문헌 조사, 데이터분석, 보고서,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그래픽디자인스튜디오(Graphic Design Studio) : 그래픽 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인지하고

이를 접목한 실질적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기능적, 실용적 디자인을 아이디어 발상부터 시작하여 실제 디자인의 완성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디자인문화(Design Culture) : 이 강좌는 디자인에 대해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건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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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현재 생활에 사용 가능하도록 응용될 예정이다. 디자인에

사용되는 요소들과 디자인 영역들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디자인 세계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되 다각도로 디자인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연구(Digital Media Design Study) : UX/UI, VR/AR,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션 맵핑, 미디어아트 등의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을 접해봄으로써

각 영역이 요구하는 바와 특징을 살펴보고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지 연구한다.

디지털타이포그래피분석(Digital Typography Analysis) : 디지털 디바이스에서의 문자

배열과 체계 개념을 분석한다. 아날로그 매체 뿐 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에서의 효율적

정보제공을 위한 문자 그래픽 역할과 효과를 연구한다. 또한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기초적

인 규칙, 활용도 등을 학습하고,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예시 분석한다.

미디어콘텐츠디자인프로젝트(Media Content Design Project) :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디자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웹사이트, 전자책, 디지털 키오스크 등의 디바이스 안에 구현되는 창의적 콘텐츠의 부재는

현대사회의 이슈이기도 하다. 미디어콘텐츠의 기획, 설계, 제작을 함으로써 디자인 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주얼디자인프로젝트(Visual Design Project) : 목적성을 가진 시각 및 디지털 영상

디자인의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로부터 시작하여 스케치, 디지털화, 디자인 원리 적용과

실제 출력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을 개별적으로 진행해봄으로써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시각디자인리서치(Visual Communication Design Research) : 시각디자인 내의 포스터

디자인, 광고디자인, 패키지디자인, 편집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일러스

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웹/앱 디자인, 영상디자인 등의 다양한 종류 중 본인의 연구에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역사와 이론, 작품의 분석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연구(Infographic Study) : 디지털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의 매력적인

시각화는 현대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다. 인포그래픽 디자인의

예시와 분석 및 데이터의 수집으로 기존의 정보를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이미지, 문자,

그리고 숫자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리서치(Communication Design Research)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의 시각화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습득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개발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하는 활동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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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
개별연구(Independent Study) : 높은 수준의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한 연구로 디자이너로서

의 개별 역량을 기반으로 문헌 조사, 데이터분석, 보고서,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고급디자인스튜디오(Advanced Design Studio) : 서비스 디자인에서부터 디지털 인터페

이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시각화 과정을 직접

디자인한다. 디자인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용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

디자인과조형이론(Design and Formative Theory) :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탐구한

다. 또한 통일성, 강조, 규모 등의 디자인의 다양한 조형 개념에 대해 탐구한다.

디자인리서치(Design Research) :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단계별로 활용되는 디자인 리서치 방법론을 탐구한다. 각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제 프로젝트

와 연계한 리서치를 수행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디자인브랜딩과매니지먼트(Design Branding and Management) : 디자인적 감성이

넘치는 소비 시장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마케팅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유를

알아본다. 시장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 마케팅을 위한조사 및 자료 분석，전략，브레인스토

밍，프로젝트 실습, 아울러 성공적인 사례연구를 통한 미래의 방향 설정까지 디자인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디자인과 연계한 마케팅 방법론에

대해 학습한다.

디자인스튜디오(Design Studio) : 제품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제품생산에 있어서 금형

역할을 하는 석고형틀에 의한 제작방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실습 위주의 강의이다.

따라서 제품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협동수업을 진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디자인이슈와한국문화(Design Issues and Korean culture) :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 및 기여 방안에서부

터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의 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와 사건, 인물, 제품, 전시, 기술, 이론 등을 이슈에 대해 이해한다.

디자인트렌드와라이프스타일연구(Design Trends and LifeStyle Research) : 디자인경

영 및 브랜드가치를 이해하고 마케팅과 디자인의 접점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트렌드가 디자인에 끼치는 상관성을 살펴보고，좋은 디자인은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시장을 변화시킨다. 더 나아가 좋은 디자인은 우리가 행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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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바꿔 삶의 질까지 더 나아지게 만든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자인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사용자경험디자인연구(User Experience Design Project Research) : 사용자와 사용자경

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자경험을 디자인하는 이론을 탐구한다. 또한 사용자경험디자인

의 실제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인간중심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 : 사용자로서의 인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간중심디자인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또한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중심디자인의

실제를 학습한다.

제품디자인연구(Product Design Research) : 제품디자인에 있어서의 사물에 대한 기호

적 이해와 기호와 기호의 결합에서 생성되는 또 다른 기호를 만들고 해석하는 개념을

연구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3D디지털콘텐츠제작연구(Study on 3D Digital Content Production) : 실무에 사용되는

3D 디지털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탐구한다.

VR/AR산업(The AR/VR Industry) : 콘텐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인 AR/VR(가상현실) 대해 학습한다. AR/VR 산업의 기술 트렌드

와 응용산업에 대해 탐구하고 기획한다.

게임이론과응용(Game Theory & Application) : 게임이론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간과

조직의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까지 발전된 게임이론을 탐구하고, 동시에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응용을 소개한

다.

게임콘텐츠기획(Game Contents Planning) : 게임콘텐츠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

콘텐츠 아이템 선정, 포트폴리오 구성, 타당성 조사, 추진 조직 구성, 추진 전략 도출

및 실행 등을 위한 방법론 연구한다.

게임학(Ludology) : 게임 학문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게임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자와 플레이어의 관계를 연구한다. 루돌로지와 서사학을 통해서 게임 학문의 전반적인

특성을 탐색한다.

뉴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New Media & Communications) : 콘텐츠를 담는 미디어는

어느 시기에나 대중문화와 함께 발전했다.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뉴미디어와

대중문화와 관련된 주요 문화 이론들을 학습한다. 뉴미디어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한다.

디지털만화워크샵I(Digital Comics Workshop I)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만화/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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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제작에서부터 감상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있는 시대이다.

디지털 만화와 웹툰 콘텐츠의 제작 현황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학습한다.

디지털만화워크샵II(Digital Comics Workshop II) : 콘텐츠 제작방식의 고도화는 작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끌어 낸다. 디지털 만화에서

활용되는 고급영역의 기술을 소개하고 미학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표현 양식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디지털시각효과연구Ⅰ(Digital Visual Effects StudyⅠ) : 디지털 시각효과는 영화 및

다양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실무에 활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시각효과

기술들을 학습하고 연구하여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디지털시각효과연구Ⅱ(Digital Visual Effects StudyⅡ) : 디지털 시각효과는 영화 및

다양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실무에 활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시각효과

기술들을 학습하고 연구하여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만화/웹툰연출연구(Study on Directing of Comics and Webtoon) : 만화와 웹툰의

연출 분석을 통해 매체와 콘텐츠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실습 적용해 본다. 새로운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 기술(ICT)을 핵심 키워드로 웹툰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예측한다.

만화/웹툰콘텐츠기획론(Planning of Webtoon/Comics Contents) : 콘텐츠 산업의 다각

적인 발달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성공한

콘텐츠의 기획 및 마케팅 사례를 연구하고, 빅데이터와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대감각에

맞는 콘텐츠 기획에 대하여 연구한다.

문화산업과스마트콘텐츠(Cultural Industry & Smart Contents) : 문화산업은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BIMAC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외 영화, 음악, 방송 및

통신, 게임, 인터넷 등 주요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탐색하고 학습한다.

스토리텔링과마케팅(Storytelling & Marketing) : 스토리텔링은 가장 설득력 있는 커뮤

니케이션의 방법으로서 문화 콘텐츠와 비즈니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대중의 코드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본 강좌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웹툰 콘텐츠 전략과 마케팅 사례를 분석하고 기획 전반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연출론(Animation Directing Theory) : 영화의 한 부분으로서 애니메이션의

연출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실사영화와는 차별적인 애니메이션 연출 방법에 대해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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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웹툰과뉴미디어(Webtoon and Newmedia) : 4차 산업혁명과 5G 기술의 상용화에 따라

만화/웹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술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이해하

고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해당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웹툰콘텐츠분석론(Webtoon Contents Analysis) : 웹툰의 원천 콘텐츠로서의 가치와

매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발전사를 분석한다. 시대성을 반영하는 콘텐츠의 사례를

통해 표현영역을 소개하고 다양한 문법과 양식을 탐구하여 이에 적용된 담론을 제시한다.

융복합콘텐츠기획(Convergence Content Planning) : 기존 콘텐츠의 형태에 4차 산업혁

명의 BIMAC 기술을 접목한 VR·AR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기획한다.

융합콘텐츠마케팅(Convergence of Content marketing) : 문화콘텐츠 사례를 분석하고

마케팅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념, 분석 기법 및 실제 활동 등을 소개한다. 콘텐츠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조사·분석 방법과 마케팅 믹스 전략, 마케팅 실행과 통제

그리고 마케팅 사례 연구를 통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과 지적재산권 실무에 대해 학습한다.

캐릭터분석론(A Project Strategics for Character Design) : 문화 콘텐츠에서 캐릭터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고, 캐릭터산업 역시 해마다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캐릭터에 대해 이해하고, 매체에 따른 캐릭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기 위하여 미학적, 기술적 지식을 탐구한다.

캐릭터애니메이션워크샵Ⅰ(Character Animation WorkshopⅠ) :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활용된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미학적,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표현한다.

캐릭터애니메이션워크샵Ⅱ(Character Animation WorkshopⅡ) :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활용된다. 캐릭터의 움직임을

미학적,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표현한다.

○ 뷰티산업학

글로벌뷰티산업연구(Global Beauty Industry) :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스킨케어, 화장품

연구를 통해 글로벌 뷰티산업의 트랜드 분석 및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동서양헤어트렌드연구(Study of World Hair Trend) : 동양과 서양 그리고 각 대륙별

헤어디자인사를 시대별 사회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로의

변천과정을 조명해보고 현대에 새롭게 접목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두피모발과학특론(Advanced Science of Hair & Scalp) : 모발의 구조, 생리와 화학적

조성을 논의하고 두피질환에 대한 이론과 피부와 모발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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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 작용 즉 산화, 환원에 따른 특성 등을 습득하여 모발제품의 사용 및 개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인식하고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연구한다.

메디컬스킨케어연구(Study of medical skincare) : 메디컬뷰티산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메디컬스킨케어 방법 및 화장품 사용, 기기사용 등에 대해 연구하여 메디컬스킨케

어에 대해 정립한다.

미용기기트렌드연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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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미용기기의 적용 및 효과에

대해 학습하여 향 후 미용기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용의 제도권 안에서 미용기기의

활용에 대해 연구하도록 한다.

미용문화사연구(Study History of Cosmetology Culture) : 미용문화의 역사와 미용과

관련된 국내, 외의 문화사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문화사적인

특징 등을 알아보고 미용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한다.

미용보건논문평가세미나(Evaluation of Beauty Health Literature Seminar) : 미용 관련

논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연구방법, 연구결과 해석, 논문 작성 등 미용분야 연구에

필요한 연구방법론, 논문 작성 방법을 토론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미용세미나(The Beauty Seminar) : 분야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미용 산업을 이해한다.

미용연구방법론(Methodology for Cosmetology Research) : 미용학 연구의 기획, 자료수

집 방법, 자료처리방법, 처리된 자료의 논리적 해석, 그리고 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교육한다.

미용영양학(Study of Beauty Nutrition) : 뷰티전공자가 고객 상담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이너뷰티를 포함한 미용 영양학에 대해 기본적인 학습을 하도록 한다. 피부와 모발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종류, 기능, 소화 흡수 및 대사, 함유된 식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뷰티산업브랜드매니지먼트론(Brand Management of Beauty Industry) : 뷰티산업계

브랜드들의 기존 경영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브랜드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기업 전략에 대해 접근한다.

뷰티스타일링특론(Study of beauty styling) : 패션 이미지 및 스타일과 시대별 뷰티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룩에 알맞은 뷰티 스타일링 컨셉을 정확하게

기획할 수 있으며, 컨셉에 맞는 스타일링으로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다.

뷰티트렌드연구(Study Beauty Trend) : 뷰티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고

뷰티산업에 필요한 법률, 뷰티산업의 규모와 기능, 뷰티산업의 뉴 트랜드를 파악하고



2021-2022 대학요람

스마트 신(信·新·伸)인재 양성

714

뷰티산업을 육성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어드밴스드뷰티메이크업(Advanced Beauty Make-up) : 뷰티메이크업의 특징에 관하

여 이해하고, 골상학, 인상학을 연구하여 깊이 있는 뷰티메이크업의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최신비만문제연구(Current problem of obe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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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관리및노화연구(Study of Hair loss management & Aging) : 탈모의 발생기 전에

대하여 학습하고, 두피 및 모발 노화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연구한다.

퍼스널이미지연구론(Image Study of Personality) : 개인의 특성, 외모, 성격, 직업,

언어습관 등을 분석하여 최상의 이미지를 찾아내어 극대화시키는 방법 연구한다.

피부노화관리및항산화연구(Study of Aging and Antioxidant) : 노화의 메카니즘에

대하여 학습하며, 피부노화의 원인 그리고 피부노화를 방지할 항산화 물질 및 재생 라인

제품에 대해 학습한다.

피부식별및뷰티상담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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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화장

품의 올바른 처방과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헤어이론및실기교육방법론(Practice Methodology of Beauty Education) : 미용교육자

로서 요구되는 이론 및 실기교육 방법론에 대해 학습하고,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미용교육 능력을 함양한다.

화장품학특론(Advanced cosmetics) : 향장품과 피부, 원료, 안정성, 제품, 및 향장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올바르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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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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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한

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대호 조교수 경희대학교 체육학박사 스포츠의과학(체육학)

김상범 조교수 영남대학교 이학박사 체육학

김연 조교수 중앙대학교 이학박사 스포츠사회학

박상일 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박

사
스포츠마케팅

박인성 부교수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운동해부학

박인천 조교수 텍사스A&M대학교 철학박사 Motor Neuroscience

박재영 부교수 서울대학교 체육학박사 운동생리학

손태진 조교수 용인대학교 교육학석사 체육교육

이인제 조교수 연세대학교 체육학석사 체육학

전종환 조교수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

박사
글로벌스포츠산업

정지규 조교수 서울대학교 체육학박사 체육교육

3) 교과목 해설

◌ 공통
스포츠통계방법론(Studies in Statistics Method of Sports) : 스포츠학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습득하고, 통계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스포츠

의 다양한 정보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스포츠학세미나(Seminar in Sports) : 스포츠헬스케어,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코칭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를 진행하여 최근 연구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한

다.

스포츠학연구법(Research Method in Sports) : 스포츠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연구주제 선정, 연구계획 수립,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과 해석

등을 탐구한다.

◌ 스포츠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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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헬스케어기기디자인특강(Topics in ICT Healthcare Equipment Design) : 스포츠

ICT 헬스케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ICT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운동과 건강증진 특성에 맞는 헬스케어 기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하는데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을 이해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근골격계운동학(Kinesiology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 운동과 관련된 근골격계

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학습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관절과 근육의 운동학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움직임의 기전을 연구하고 임상질환 및 치료원리를 연구한다.

근신경생리(Neuromuscular Exercise Physiology) : 인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전기적 신호를 조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근전도를 검출하는 기기의

구성 및 활용 방법을 실습하며, 근전도를 정량화 하는 방법을 익힌다.

대사작용과운동(Metabolism in Exercise) :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인체의 운동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소화흡수대사, 체내에서의 기능 및 운동과 관련된 영양소들의 섭취와

결핍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병태생리학(Pathology) : 운동이 금기시되는 질병과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운동에 의한 예방과 치료 효과를 갖는 질병들의 역학 및 예방의학적 접근

방법 등을 탐구한다.

비만관리학(Special Topics of Obesity Management) : 체중조절에 대한 운동의 과학적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비만관리 및 체중조절을 위한 다양한 최신 연구들을

통하여 새로운 운동방법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함양한다.

스포츠상해및재활연구(Studies of Sports Injury & Rehabilitation) : 운동 시 발생하는

스포츠 손상의 원인과 분류, 예방, 즉각적인 응급처치, 손상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이루어지

는 재활에 대해 학습하며, 실습을 통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스포츠의학연구(Studies in Sports Medicine) : 스포츠의학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

학적 운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훈련방법의 개선점을 찾고, 스포츠 상해의 예방과

치료지침 등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인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스포츠트레이닝방법특강(Topics in Sports Training Methods) :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

인들과 경기력 향상이 필요한 운동선수들에게 적절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을 통해 현대적 훈련 방법, 트레이닝의 과학적 이론과 방법, 여러 가지 운동프로그램을

연구한다.

스포츠헬스케어연구(Studies in Sports Healthcare) : 4차산업 혁명시대의 개인의 생애주

기별 성장과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포괄하는 전문적인 운동처방과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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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다.

운동과면역연구(Studies of Exercise & Immune System) : 염증반응은 다양한 대사질환

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면역 기능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운동은 면역기능 강화와 매우 관련이 높기 때문에, 운동과 면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운동과영양(Exercise and Nutrition) : 외부로부터 에너지원을 섭취하고 배설하면서

생명현상을 위지하는 현상을 탐구하는 일반 영양학을 근거로 운동과 관계되는 최적의

영양소와 최대의 운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운동생리학실험(Exercise Physiology Laboratory) : 운동생리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동 중 발생하는 인체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실험의

원리와 방법, 절차들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운동생리학 실험들을

실습을 기반으로 학습한다.

운동생리학연구(Stud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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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처방의원리(Principle of Exercise Prescription) : 대사성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처방의 방법 및 적용 사례 등을 연구한

다.

임상운동검사및해석(Clinical Exercise Testing and Interpretation) : 점증부하운동검사

의 원리를 이해하고, 심폐계 검사항목, 운동의 제한적 요소가 되는 질환, 임상운동검사의

과정과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검토하며, 재활운동의 적용을 통한 사례별 결과와 해석방법

등을 탐구한다.

태권도와헬스케어(Taekwondo and healthcare) : 태권도의 역사와 흐름을 파악하고,

태권도의 이론적 배경 및 특성에 맞도록 기획하고 보급하여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고자 한다.

트레이닝이론(Theory of Advanced Training Method) : 경기력 향상 및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트레이닝의 이론 및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주기화 이론에 기반하여

트레이닝을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한다.

◌ 스포츠코칭

생체역학(Biomechanics) :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의 원리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다양한

운동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탐구한다.

스포츠교육학연구(Research on Sports Pedagogy) : 학문적 영역으로서 스포츠교육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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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특징과, 학문적 발전과정, 주요 연구동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탐색한다.

스포츠멘탈코칭연구(Research on Sports Mental Coaching) :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이

호소하는 부상, 통증, 입스, 슬럼프 등 심리적 문제의 회복을 돕고, 최상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심리적 훈련방법 등을 연구한다.

스포츠문화사(History of Sports Culture) : 근대 스포츠가 형성된 이후 스포츠가 어떻게

전파되고, 수용되었으며 발전되었는가 하는 모습을 문화사적 시각으로 이해한다. 특히

세계사의 변천에 따라 지역별로 독특하게 나타나는 문화현상으로서의 스포츠를 비교사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스포츠사회학연구(Research on Sports Sociology) : 스포츠와 개인, 사회, 문화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스포츠가 사회계층, 사회변동, 사회화 등 사회학적 측면에 미친

영향 등을 연구한다.

스포츠장비역학(Mechanics of Sports Equipment) : 각종 스포츠 장비에 적용되는 역학적

원리 및 활용 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스포츠전문인교육특강(Topics in education for Sports Professionals) : 교육, 건강,

스포츠, 무용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 진출해있는 스포츠전문직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일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의 자질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전문인

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탐색한다.

스포츠코칭론(Ethics of Sports Coaching) : 스포츠를 지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을 검토하고, 학문적 관점에서 향후 과제 등을 연구한다.

스포츠코칭윤리(Ethics of Sports Coaching) : 스포츠를 지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을 검토하고, 학문적 관점에서 향후 과제 등을 연구한다.

여가및레크리에이션연구(Research on Leisure and Recreation) :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의 개념과 특징, 관련산업등을탐구하고, 주5일 근무 등의 사회변동과여가및 레크리에이션

의 관계 등을 토대로 향후 미래 과제 등을 연구한다.

운동기술분석(Biomechanical Analysis of Motor Skill) : 다양한 운동기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효과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들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여러 가지 운동역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유아체육특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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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스포츠지도(Adapted Sports) : 재활과학과 운동기술, 장애인과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장애인의 스포츠참여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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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지도법 등을 탐구한다.

체육교수이론특강(Topics in Teaching Methods in Physical Education) : 학습자에게

학습과 관련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돕고,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한다.

체육측정평가(Kinesmetrics) : 신체움직임과 관련된 측정 평가방법에 관한 기초이론,

측정개념 및 영역, 평가의 필요성 등을 다룬다. 또한 평가의 기본인 타당도와 객관도,

신뢰도 등에 대해 학습한다.

트레이닝프로그램(Training Programs) : 체력을 건강하게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과 선수관리방법 등을 탐구하고, 스포츠종

목별 체력 및 선수관리 계획의 수립과 추진방법 등을 연구한다.

◌ 스포츠마케팅

글로벌스포츠비즈니스경영(International Sport Business Management) : 글로벌스포

츠비즈니스의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이론 및 개념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정책의 현실적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정리한다.

스포츠경영학(Sports Management) : 스포츠경영학은 스포츠와 관련된 분야를 경영(행

정)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학문분야를 의미한다. 스포츠와 관련한 조직의 행정, 인사,

재무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룬다.

스포츠마케팅(Sports Marketing) : 스포츠마케팅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스포츠 스폰서십, 스포츠

마케팅 믹스 등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스포츠매니지먼트와법(Case Studies in Sports Management and Law) : 프로스포츠

관련 법, 스폰서십과 라이선싱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관련 법 조항 등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과 관련한 사례 등을 분석한다.

스포츠미디어(Sport Media) : 현대의 사회는 인터넷,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의 각종

매스미디어가 모든 사회현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스포츠분야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매스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중요성을 연구한다.

스포츠법연구(Sport Law Research) : 스포츠에 적용되는 법 이론 및 법적 지식을 습득하

여 각종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스포츠브랜드매니지먼트(Sport Brand management) : 현대 스포츠 소비시장에서 브랜

드가 왜 중요한지,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기업이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아울러 효과적으로 브랜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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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구축,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전술적인 방법을 탐구한다.

스포츠산업개론(Introduction to Sports Industry) : 스포츠산업과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스포츠의 공공정책과 스포츠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발전적 방향 등을 모색한다.

스포츠상품기획(Sports Product Planning) : 다양한 유무형의 스포츠 상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스포츠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기획, 마케팅 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다.

스포츠소비자행동연구(Study in Sports Consumer Behavior) : 스포츠 소비자의 구매의

사결정과정에서 작용하는 지각, 태도, 행동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소비자의 행동과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스포츠스폰서십(Sport Sponsorship) : 스포츠 스폰서십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소개한다. 또한 스포츠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 조사, 관리의 제반 과정을 고찰하고 스포츠 홍보활동을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스포츠시설관리운영론(Managing Sport Facilities) :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지리적, 물리

적 조건을 갖추어 스포츠 활동에 제공되는 장소로,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스포츠시

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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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와사회이슈(Sports and Social Issues) : 스포츠와 관련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스포츠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인문학적으로 조망하는 교과목이다.

스포츠이벤트(Sport Event) : 스포츠이벤트사업에 관한 이론을 탐구하고, 각 스포츠이벤

트를 기획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스포츠재무회계(Sport Finance) : 재무관리의 기초개념인 위험과 수익, 소비활동, 금융거

래, 투자활동을 이해하고 생활재무관리와 스포츠재무활동에의 현실적인 적용과 응용방법

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스포츠커뮤니케이션(Sports Communication) : 스포츠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작용하는 지각, 태도, 행동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스포츠 소비자의 행동과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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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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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실용적 능력을 겸비한 지능기계시스템·지능형자동차공학·IT융복합기술·에너지융합기술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강우종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기계공학 기계공학

김경진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기계공학 기계공학

김도태 교수 동경공업대학교 공학박사 열·유체공학 기계공학

김용대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기계및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신재호 부교수
University of
Virginia

공학박사 생체역학 기계공학

우현구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

유병용 조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제어 기계공학

이광일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기계설계 기계공학

한경희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기계공학 기계공학

김동길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제어및임베디드시스템 로봇공학

박종원 부교수 Univ. of Missouri 공학박사 전기공학 로봇공학

조성윤 부교수 광운대학교 공학박사 제어계측 로봇공학

한봉수 부교수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공학박사

Mechanical
Engineering

로봇공학

권성근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자공학 전자공학

김진호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병렬처리 전자공학

김해수 교수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공학박사 전자공학 전자공학

원철호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비전제어 전자공학

임성운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전력변환 전자공학

홍재표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마이크로파공학 전자공학

강상균 부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전력계통운영및제어 전기공학

박광서 부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에너지및환경전자 전기공학

박현수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 전력전자 전기공학

배상욱 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제어공학 전기공학

최은혁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에너지및환경전자 전기공학

함상환 부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전기공학 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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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권양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인공지능 사이버

김현성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정보보안 사이버

김혜정 부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공학 사이버

윤은준 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공학 사이버

정기현 조교수 경북대학교 공학박사 정보보호 사이버

최태종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공학 사이버

하일규 조교수 영남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응용및멀티미디어 사이버

황규성 부교수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통신및네트워크 사이버

박진남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공업화학 화학공학

이창훈 부교수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화학공학 화학공학

최종호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전기화학/연료전지 화학공학

함성원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 환경촉매 화학공학

강광선 교수
University North
Carolina at
Charlotte

공학박사 재료공학 화학공학

3) 교과목 해설

◌ 공통
기술경영특론(Advanced Technology Management)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경영공학의

결합을 통하여 자동차기술 개발에 필요한 총합적인 시스템의 감독, 규제, 조정하는 것을

연구하며 관리하는 기법을 다룬다.

메카트로닉스문제해결(Problems Solving in Mechatronics Engineering) : 메카트로닉

스공학, 지능형기계시스템, 지능형자동차공학, IT융복합기술 및 에너지융합기술 분야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최신 R&D 동향 및 미래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메카트로닉스세미나(Mechatronics Seminar) :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구성 요소별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계획, 진행 및 방법,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등에 관하여 연구·지도한다.

메카트로닉스실무(Mechatronics Practice) : 메카트로닉스공학의 기본이 되는 센서

및 계측시스템, 피드백제어 시스템, 산업용 액추에이터, 기계·전기시스템의 모델링 및

해석, 메커니즘 운동해석 등 기계·전기전자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 능력을 연구한다.

센서및계측공학(Sensor and Instrumentation Engineering) : 각종 물리량의 계측에

관련된 이론, 계측시스템, 각종 변환기의 원리와 활용법 및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능력을 이해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직접 계측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실험계획과 자료정리법, 측정시스템을 연구한다.

수치해석특론(Advanced Numerical Analysis) : 수치해석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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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선형·비선형미분방정식, 연립방정식, 미적분, 초기값 문제,

경계값 문제 등을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공학문제를 모델링한 결과를 수치적으로

해석,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아날로그회로특론(Advanced Analog Circuit) : 회로이론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전기

전자분야의 소자와 회로를 이해하고, 전기 전자장비에 응용되는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현장에서 이용되는 각종 산업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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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수학특론(Advanced Applied Mathematics) : 메카트로닉스 관련 교과목을 이해하

는 데 필요한 미분방정식, 벡터해석, 행렬, 특수함수, 확률 및 통계, 편미분 방정식석

등의 수학적 기법을 익혀 공학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인공지능특론(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및 원리를 학습

하고, 탐색과 최적화기법, 딥러닝을 비롯한 기계학습 방법의 응용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자연언어처리, 전문가시스템, 영상과 음성, 문자 인식, 이론증명, 신경망이론 등을 다룬다.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Car) : 자율주행자동차에 응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차

간거리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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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기술연구(Practicum in Field Technology) : 산업현장의 동향 및 전문기술을 연구를

목표로 국내외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 기술을 실습

및 연구를 통해 습득함으로써 향후 해당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전공
CAD/CA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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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E해석(Analysis of Computer Aided Engineering) :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비롯한

기계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의 개발에서 설계 전단계에 컴퓨터를 원용한 개념설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CAE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설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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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유한요소법, 최적화 설계 등에 대한 S/W 활용법 및 그 응용을 다룬다.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는 기계공학과 반도체 공정기술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기계공학분야

로 실리콘을 기본 물질로 밀리미터 이하의 각종 초소형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만들며,

그러한 마이크로 세계에서의 열·유체, 진동, 제어, 재료, 피로 파괴 등의 일반 기계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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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므로 순차제어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 시스템

에 적용하기 위해 PLC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고 제어 프로그램 작성 등을 학습한다.

견실제어기설계특론(Advanced Robust Controller Design) : 제어이론과 제어기 설계기

법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제어이론의 완성과 실제 시스템에 응용되고 있다. 선형제어

시스템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안정화 제어 시스템 설계, 평가함수의 최적화 제어시스템

설계, 견실 H∞제어 시스템 설계, μ-설계법, 가변구조설계법, 적응제어설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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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시스템설계특론(Advanced Mechanical System Design) : 기계시스템의 해석과

제어기 설계를 목적으로 다양한 공학시스템들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다룬다. 특히 기계,

전기전자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전달함수나 상태공간방정식으로 기술하고, 이에 기초하

여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서 시스템 동특성 해석법을 연구한다.

기계역학특론(Advanced Mechanical Mechanics) :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계 메커니즘 구성요소의 동역학적 해석, 머니퓰레이터의 위치, 속도, 가속도 해석 및

산업용 액추에이터의 동적 거동 해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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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기반제어시스템(Control System based on Network) : 컴퓨터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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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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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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문제들(H/W 및 샘플주기

선정/시간지연/정량화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디지털회로특론(Advanced Digital Circuit) : 디지털 논리에 대한 기수법, 기본 논리게이

트들을 이용하여 부울함수로 2진 논리함수를 표현하는 조합논리 회로와 플립플롭, 쉬프트

레지스터, 동기 및 비동기식 카운터 등의 순서논리 회로의 동작을 이해하여 디지털회로를

설계와 메모리 회로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로봇시스템설계특론(Advanced Robot System Design) : 로봇의 구조, 동작원리, 제어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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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즘설계특론(Advanced Mechanism Design) : 액추에이터 작동에 따른 기계 구성

요소의 형상과 요소간의 상대운동을 파악하여 메커니즘설계 제작을 연구한다. 기계기구의

속도, 가속도 해석, 링크장치, 캠, 치차 및 특수 운동기구의 운동학 및 동역학 등에 대하여

모델링하여 해석한다.

모바일통신특론(Advanced Mobile Communication) :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에서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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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TRS 동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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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액추에이터특론(Advanced Industrial Actuator Engineering) : 산업용 액추에이

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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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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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동화설계(Production Automation Design)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부품에 대한 설계 기술과 방법 등을 바탕으로 생산공학 관련 기술을 연구하며, 설계와

생산의 교량역할을 하는 공정계획의 기본개념을 파악한다. 공정설계의 단계별 내용인

각 제조공정, 기계, 작업, 치공구, 가공조건 등을 이해하도록 하며, 이들 각 기능의 입출력정

보를 분석하고 학습한다.

성형해석특론(Advanced Forming Analysis) : 자동차재료(금속, 폴리머, 복합재)를 사용

한 차체 및 부품 성형의 유한요소해석 기술을 학습한다. 금속 벌크재 성형(단조, 압출,

압연 등), 금속 판재 성형(스탬핑) 및 고속변형(Crash), 자동차 고분자재료 성형/변형거동,

마이크로 스케일 재료거동 등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학습한다.

센서및액추에이터특론(Advanced Sensors and Actuators) : 다양한 센서의 기본 동작

원리 및 응용 분야의 소개, 전기, 유압 및 공압 액추에이터의 원리 및 특성 소개, 차량

전자화 시스템에 응용되는 각종 센서 및 액추에이터와 신기술 동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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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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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공정, 장거리 운송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다양한 저장 기술의 장단점 등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해 연구한다.

스마트그리드전력전자공학(Smart Grid and Power Electronic Engineering) : 제로에너

지 빌딩, 그린에너지 시티 등 에너지 효율향상을 구현한 실제의 구성단위에 대해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한다.

시스템동역학특론(Advanced System Dynamics) : 동역학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다룬다. Newton역학의 기초, Hamilton의 원리와 Lagrange방정

식, Variational Calculus를 이용한 최소일의 원리 및 응용, Euler 운동방정식 등을 포함한다.

신경회로망특론(Advanced Neural Network) : 인간의 뇌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도의

정보처리기능을 규명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리적 모델인 각종 뉴럴네트워크에 대하여

학습한다. 단층퍼셉트론, RBF네트워크, 홉필드네트워크, 학습알고리즘 등의 특징에 대하

여 학습하고, 이들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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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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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석 기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특히, 기계적인 양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와 대형

공정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센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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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온전지, 수퍼캐패시터, 연료전지 산업에서

j재료공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신기술 동향 등을 학습한다.

연료전지특론(Advanced Fuel Ce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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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및패턴인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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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처리기

법들에 관하여 강의한다.

유압제어시스템설계(Hydraulic Control System Design) : 유공압기기 및 시스템의

동특성 해석, 유공압 회로를 이용한 각종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전기·유압서보 및 전기·공기

압서보시스템의 설계와 동특성 개선,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한 유공압 시스템의 디지털제

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한다.

유체열시스템해석(Analysis of Fluids and Thermal System) : 열·유체 유동 관련 공학시

스템의 설계해석과 유동 제어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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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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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특론(Advanced Secondary Batteries) : 대표적인 이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소재, 음극소재, 분리막, 전해질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소재를 이용하여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대해 연구한다.

임베디드시스템특론(Advanced Embedded System) : 임베디드 프로세서, 임베디드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개발도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등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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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석에 필요한 기본원리와 응용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자동차CAD/CAE(Automotive CAD/CAE) : 최근 자동차 개발의 추세는 설계 전 단계에

서 위상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개념설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설계자 관점에서 유한요소법,

최적화 기법 등을 다루며, CAD/CAE, S/W를 사용법과 그 응용을 바탕으로 설계능력을

함양한다.

자동차구동시스템설계(Automotive Driving System Design) : 승차감과 조종안정성,

동력성능, 안전성능, 소음 진동 성능 등 자동차의 성능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동시스템을

학습한다. 또한 제어기법이 발전됨에 따라 파워트레인과 새시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파워트레인과 새시에 사용되는 여러 제어 기법을 다룬다.

자동차부품·소재공학(Automotive Parts and Materials Engineering) : 자동차를 구성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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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경량화설계(Weight Reduction Design of Automotive Parts) : 고강도 알루미

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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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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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소음진동(NVH in Automotive Engineering) :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소음진동의 기초지식과 소음진동의 시험 및 평가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진동의 원인과 대책, 저소음 저진동

차량설계를 위한 해석 방법을 응용 사례 위주로 강의한다.

자동차열유동해석(Thermal and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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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유동

해석(CFD)으로 설계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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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모듈제어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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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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공학특론(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 메카트로닉스 구동시스템을 구성하

는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에 대한 기초 특성을 이해하고, 각종 금속재료의 성질과 열처리

방법, 시험검사법 등을 익혀 적절한 재료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전기동력변속시스템(Electro-Mechanical Transmission System) : 엔진, 모터 및 하이브

리드 시스템 등의 다양해지는 차량 동력원의 효율적 이용 을 위한 전기-기계 동력 전달

변속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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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시스템공학특론(Advanced Control System Engineering) : 제어공학을 위한 기본적

인 수학적 도구와 기계, 전기시스템의 입·출력 신호간의 모델링 방법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

로 피드백제어를 비롯한 제어시스템의 구조, 기본 제어동작들의 종류, 특성 및 응용법을

습득한다. 또한, 제어시스템의 차수에 따른 과도응답특성과 과도응답해석의 한 방법인

근궤적 해석방법, 주파수 응답 설계법, 상태공간설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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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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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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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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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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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파워트레인설계(Intelligent Power Train System Design) : 수동 및 자동, 무단변

속기, DCT 등의 미래형 자동차에 적용되는 지능형 변속기 시스템에 대하여 학습한다

차량동역학특론(Vehicle Mechatronics) :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에 따라 ECU, 엔진제어,

현가장치, 조향장치, 파워트레인, 브레이크 제어 등에 관련된 센서류, 견실제어시스템,

액추에이터의 응답성 향상 등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여 요소부품의 설계 및 기술개발에

대해 연구한다.

차량용유공압제어시스템(Fluid Power Control System in Vehicle) : 유공압제어 시스템

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유공압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자동변속기, 4륜구동, 4륜조향,

파워 스티어링, 능동현가장치, 엔진 밸브제어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등의 모델링과

제어기 설계를 다룬다.

첨단제조공학특론(Advanced High-Tech Manufacturing Engineering) : 첨단 기계가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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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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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전지의 기초 이론, 다양한 태양전지

소자 구조 및 특성, 기술 개발의 최신 동향 등에 관해 다룬다.

통신공학특론(Advanced Communication Engineering) : 신호의 주파수 해석인 푸리에

변환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통신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여, 아날로그 변조와 PCM

다중통신 등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통신기술

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적인 원리를 다룬다.

특수가공특론(Advanced Special Machining) : 기계가공의 물리/화학적 현상과 공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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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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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가공법

과 절삭가공법 등을 연구한다.

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특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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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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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비즈니스학과(Department of K-Business)

1) 교육목표

국제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각 분야별 전문 이론과 융합교육과정을 통해 통섭적 사고능력

을 가진 글로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오수정 조교수 런던퀸메리대학교 경영학박사 경영학

최재운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학제

남병탁 교수
The University of

Iowa
경제학박사 경제학

이상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손수석 교수 경북대학교 경제학박사 국제경제학

3) 교과목 해설

◌ 공통
경제학(Economics) :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의 결정원리,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의 원리, 국민소득의 순환원리 및 경제정책의 효과 등을

연구한다.

서비스경영세미나(Service Management Seminar) : 서비스 수행 시 발생하는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품

질경영에 대해 학습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 학문 연구를 위하여 활용되어 왔던 수리적 분석이

나 논리를 이용한 분석적 연구,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문헌적 연구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구기법을 소개한다.

자료분석론(Date Analysis) : 기초 통계 개념의 체계적인 검토와 고급 통계 분석 기법의

학습을 통하여,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통계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사회와미래경영(Korean Society & Future Management) :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해온 경영 방식 및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영 전략 및 경영

방침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목이다.

한국인의감성문화(Sensitive Culture of Korean) : 생활 속에 미친 디자인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토대로 한국의 감성문화를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특히 인간의 감성 및 감성적

요소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디자인의 결과물들이 또다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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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학습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감성요소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일깨우는 교과목이라 하겠다.

◌ 전공
FTA통상전략(Strategy of FTA Commerce) : FTA통상전략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통상전략으로서 FTA정책의 활용방안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연구하며 나아가 주요 FTA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을 연구한다.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영분석모형과

그 응용기법에 대해 연구한다.

경제학세미나(Economics seminar) : 본 교과목에서는 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학위논문의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제경영론(International Business Theory) : 국제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제반 이론과

현상을 폭넓게 학습한다.

국제경제관계론(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 국가의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정치

적, 경제적 측면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경제질서, 국제경제통합 및 블록화 등 다양한 국가간

경제 문제를 다루는 과목이다.

국제금융(On Finance) : 국제금융의 기초, 경제개방과 국민경제, 외환시장과 환율, 국제

거래조건과 금융시장균형, 국제수지와 개방경제이론, 환율, 국민소득과 경상수지, 국제자

본이동, 국제자본이동과 거시경제정책운용, 외환위기, 환율결정이론, 환위험관리, 국제통

화제도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다.

글로벌경영전략(Global Business Strategy) : 글로벌경영전략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주제를 학습하고 관련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글로벌마케팅(Global Marketing) : 글로벌 마케팅 개요, 글로벌시장 환경분석, 글로벌마

케팅 조사의 성격, 조사 영역, 조사과정 및 결과해석의 문제점, 조사계획의 수립, 자료분석,

사례연구, 글로벌 시장 세분화 전략, 글로벌 표적 시장 선정과 글로벌 시장 포지셔닝,

글로벌 시장 진입방법, 글로벌 마케팅 제품, 가격, 유통경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다.

브랜드마케팅론(Brand Marketing Theory) : 마케팅의 이론과 응용을 브랜딩을 중심으

로 재구성하여 고찰한다. 이와 함께 브랜드 자산, 브랜드 확장, 그리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룬다.

이론경영연구(Study on Management Theory) : 경영의 원리 및 이론들의 핵심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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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며, 경영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연구한다. 각종

경영현상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는 이론과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경영문화와리더십(Korean Business Culture & leadership) : 경영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리더십의 정의 및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국 경영사에서

리더십이 적용된 사례 분석, 리더십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한다.

한국경제론(Korean Economic Theory) : 기존의 경제학 이론들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한국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로 인한 한국만의 경제학적 특성들의 사례

분석 및 문제점 연구 등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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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융합학과(Department of K-Convergence)

1) 교육목표

국제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각 분야별 전문 이론과 융합교육과정을 통해 통섭적 사고능력

을 가진 글로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수현황

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오수정 조교수 런던퀸메리대학교 경영학박사 경영학 비즈니스

최재운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학제 비즈니스

남병탁 교수
The University of

Iowa
경제학박사 경제학 비즈니스

이상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비즈니스

손수석 교수 경북대학교 경제학박사 국제경제학 비즈니스

안예지 조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특수교육 에듀케이션

유미나 조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교육공학 에듀케이션

박정은 조교수
센트럴플로리다대학

교
철학박사 교육상담 에듀케이션

유주영 조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교육학 에듀케이션

한현석 조교수
The university of

florida
철학박사 교육측정평가 에듀케이션

김유진 교수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박

사
디지털과학사진 아트

김현서 조교수
School of Visual

Arts
미술학사

Digital
Photography

아트

박은광 조교수 서강대학교 영상학박사 문화콘텐츠 아트

이승원 조교수
University of

sydney
미술학사

film and digital
image

아트

이인희 교수 중앙대학교 미술학석사 광고사진 아트

강명지 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석사 산업디자인 아트

강형구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학박사 목조형가구학 아트

김대성 교수 리용2대학 디자인학석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아트

안지선 부교수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술학석사 Digital Media 아트

이재민 조교수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미술학사
Art and
Technology

아트

이점찬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학박사 조형학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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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최종학력

비고
대학명 학위명 전공

김소영 조교수 중앙대학교 영상학석사
애니메이션이론/
콘텐츠프로듀싱

아트

김호권 교수
School of Visual

Art
미술학석사

3D Animation
Editing

아트

한수희 조교수
School of Visual

Art
미술학석사 애니메이션 아트

김상범 조교수 영남대학교 이학박사 체육학 스포츠

김연 조교수 중앙대학교 이학박사 스포츠사회학 스포츠

박상일 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

박사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박인성 부교수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운동해부학 스포츠

박재영 부교수 서울대학교 체육학박사 운동생리학 스포츠

전종환 조교수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
학박사

글로벌스포츠산업 스포츠

정지규 조교수 서울대학교 체육학박사 체육교육 스포츠

3) 교과목 해설

◌ 공통
사회조사방법론(Practice of Survey Research) : 사회과학의 조사 및 연구와 학술적

논문의 구성방법에 필요한 연구문제의 설정, 방법론상의 기본개념, 이론 및 가설 설정,

면접이나 실험, 표본조사방법과 통계학적 자료처리방법 등을 학습한다.

자료분석론(Date Analysis) : 기초 통계 개념의 체계적인 검토와 고급 통계 분석 기법의

학습을 통하여,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통계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교육의역사(History of Korean Education) :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교육적 쟁점에 대하여 탐구한다.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Fine Art) : 한국의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근

현대 미술의 흐름과 특징을 통하여 한국미술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교과목이라 하겠다.

한국사회와미래경영(Korean Society & Future Management) :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해온 경영 방식 및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영 전략 및 경영

방침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목이다.

한국스포츠문화와콘텐츠(Cultures & Contents of Korea Sports) :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분야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콘텐츠들에 대한 분석과 관련한 교과목이다.

한국의예술문화와콘텐츠(Contents of Korean Art and Culture) : 한국의 현대예술에

다양한 콘텐츠를 알아보며 K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올바른 이해와 학습을 요하는 교과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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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감성문화(Sensitive Culture of Korean) : 생활 속에 미친 디자인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토대로 한국의 감성문화를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특히 인간의 감성 및 감성적

요소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디자인의 결과물들이 또다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습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감성요소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일깨우는 교과목이라 하겠다.

한국주거공간과문화(Korean Residential Space and Culture) : 한국 주거 건축공간에

대한 사상적, 환경적, 물리적 측면의 이해와 폭을 넓이고, 한국 주거 공간의 설계방법,

특성, 구성 등을 논하고 주변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양식적 특징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 비즈니스

글로벌경영전략(Global Business Strategy) : 글로벌경영전략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주제를 학습하고 관련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글로벌마케팅(Global Marketing) : 글로벌 마케팅 개요, 글로벌시장 환경분석, 글로벌마

케팅 조사의 성격, 조사 영역, 조사과정 및 결과해석의 문제점, 조사계획의 수립, 자료분석,

사례연구, 글로벌 시장 세분화 전략, 글로벌 표적 시장 선정과 글로벌 시장 포지셔닝,

글로벌 시장 진입방법, 글로벌 마케팅 제품, 가격, 유통경로,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다.

브랜드마케팅론(Brand Marketing Theory) : 마케팅의 이론과 응용을 브랜딩을 중심으

로 재구성하여 고찰한다. 이와 함께 브랜드 자산, 브랜드 확장, 그리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룬다.

한국경영문화와리더십(Korean Business Cultures & Leadership) : 경영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리더십의 정의 및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국 경영사에서

리더십이 적용된 사례 분석, 리더십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한다.

한국경제론(Korean Economy) : 기존의 경제학 이론들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한국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로 인한 한국만의 경제학적 특성들의 사례 분석 및 문제점

연구 등에 대해 다룬다.

◌ 에듀케이션
교육과교육과정(Education and Curriculum) : 교육과정학의 주요 탐구 분야를 밝힌다.

교육과정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교육과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을 학습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질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교육연구방법론(Educational Research Methodology) : 교육학 연구의 기초적 개념의

획득 및 연구의 과학적 논리를 논의하고 연구논문 작성의 기본이 되는 연구유형, 실험설계,

문헌연구, 연구설계방법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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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원론(Introduction to Education) : 교육학의 연구대상, 학문분야, 철학 등 교육학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학습한다.

데이터분석기초(Introduction to Data Analysis) : 사회과학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을 학습하고 분석 능력을 함양한다.

한국교육개발론(Introduction to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 한국교육의 현안

에 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교육체계를 개발하는 방안을 학습한다.

◌ 아트
공간디자인론(Spatial Design Theory) : 본 과정의 목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공간

변화과정의 이해와 다양한 공간 행태 리서치를 통해 각각 다른 공간들의 상호작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간디자인의 이론에 대한 소개와 문제의 접근성 및 다양한 공간적

디자인 방법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동서양공간디자인비교연구(Comparison Study of Spatial Design in East and West)

: 고대에서 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동서양의 다양한 공간 형태 유형을 사회, 문화적

현상을 기반으로 비교 연구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세미나형 과목이다.

색채연구(Study of color) : 색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색채 관련

용어를 충실하게 정리하고 색채 전반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정립 한다. 색의 개념과 색의

효과적 사용법을 익힘으로써 색의 구조와 종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디자인과 색채의

관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실제 수강생의 색채학 관심도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수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유니버설디자인의 컨셉 (인간을 중심의 수평적

디자인 사고 “Design for All”) 을 이해 및 개념을 적립하고 공공 건축, 공간 사용자의

관찰을 통한 기본적인 요소와 역할, 다양한 적용사례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현대디자인론(Theory of Modern Design) : 현대 디자인의 요소와 방법론 그리고 트랜드

를 학습하여 현대 디자인의 올바른 이해와 학습을 요하는 교과목이다.

◌ 스포츠
국제스포츠외교(International Sports Diplomacy) : 국제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포츠에 대한 사례 및 내용이해와 관련한 교과목이다.

글로벌스포츠비즈니스경영(International Sport Business Management) : 글로벌스포

츠비즈니스의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이론 및 개념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정책의 현실적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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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회학연구(Research on Sports Sociology) : 스포츠와 개인, 사회, 문화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스포츠가 사회계층, 사회변동, 사회화 등 사회학적 측면에 미친

영향 등을 연구한다.

여가및레크리에이션연구(Research on Leisure and Recreation) :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의 개념과 특징, 관련산업등을탐구하고, 주5일 근무 등의 사회변동과여가및 레크리에이션

의 관계 등을 토대로 향후 미래 과제 등을 연구한다.

한국의스포츠윤리(Ethics of Korea Sports) : 한국의 스포츠 윤리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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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수여 현황

졸업
회차

학년도
졸업
구분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석사)
합계

박사 석사 계
산업
경영

디자인
보건
복지

K-글
로벌

1 1991 후기 0 24 24

2 1992 전기 0 2 2

3 1992 후기 0 8 8

5 1993 후기 0 14 14

6 1994 전기 0 13 13

7 1994 후기 0 26 26

8 1995 전기 0 13 13

9 1995 후기 0 21 21

10 1996 전기 0 7 7

11 1996 후기 0 20 20

12 1997 전기 0 15 15

13 1997 후기 0 36 36

14 1998 전기 0 40 40

15 1998 후기 0 28 28

16 1999 전기 0 28 28

17 1999 후기 0 21 21

18 2000 전기 0 38 38

19 2000 후기 0 14 14

20 2001 전기 16 16 8 24

21 2001 후기 1 1 15 2 18

22 2002 전기 17 17 7 2 26

23 2002 후기 4 4 10 1 15

24 2003 전기 1 10 11 1 12

25 2003 후기 1 8 9 5 5 19

26 2004 전기 4 16 20 2 22

27 2004 후기 6 6 2 1 9

28 2005 전기 2 12 14 1 2 17

29 2005 후기 1 6 7 3 2 12

30 2006 전기 2 20 22 3 25

31 2006 후기 3 3 9 1 13

32 2007 전기 4 17 21 3 24

33 2007 후기 9 9 2 11

34 2008 전기 4 19 23 19 42

35 2008 후기 6 8 14 4 8 26

36 2009 전기 7 25 32 18 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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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학년도 구분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합계
박사 석사 계

산업
경영

디자인
보건
복지

K-글
로벌

37 2009 후기 2 7 9 3 2 14

38 2010 전기 12 24 36 9 45

39 2010 후기 7 9 16 9 25

40 2011 전기 11 19 30 11 41

41 2011 후기 7 33 40 6 46

42 2012 전기 11 17 28 25 3 56

43 2012 후기 4 17 21 18 5 44

44 2013 전기 11 37 48 5 53

45 2013 후기 2 4 6 7 13

46 2014 전기 21 34 55 7 6 68

47 2014 후기 3 6 9 10 3 22

48 2015 전기 17 20 37 3 2 42

49 2015 후기 7 10 17 9 3 29

50 2016 전기 14 33 47 5 2 54

51 2016 후기 6 6 1 1 8

52 2017 전기 13 29 42 4 4 50

53 2017 후기 9 4 13 6 5 24

54 2018 전기 7 32 39 3 2 44

55 2018 후기 2 3 5 4 3 12

56 2019 전기 12 33 45 1 5 51

57 2019 후기 10 4 14 5 4 23

58 2020 전기 8 30 38 3 41

59 2020 후기 9 7 16 1 2 19

60 2021 전기 18 38 56 2 2 12 72

합계 255 647 902 634 35 55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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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부록

1. 현황

2.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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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1) 재적생 현황

(단위 : 명)

대표학부(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ICT경영학부 1 21 21 43

K-뷰티융합학부 패션디자인전공 2 1 2 5

K-뷰티학과 8 31 5 36 3 56 1 47 187

K-컬쳐엔터테인먼트학부 29 24 18 4 6 9 90

간호학과 43 125 49 109 24 128 22 145 645

건설방재학과 48 5 84 2 66 6 72 2 285

건축학과 1 1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35 13 55 1 51 7 52 13 227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47 11 53 5 54 11 33 15 25 10 264

경찰학과 127 15 147 17 49 31 43 48 477

국토정보학부 공간정보전공 7 12 17 2 30 8 76

글로벌비즈니스학과 37 28 89 27 37 28 96 27 369

기계자동차학부 기계공학과 116 132 98 1 141 7 495

기계자동차학부 자율주행자동차학과 63 7 91 69 2 52 1 285

노인체육복지학과 57 11 61 12 28 14 11 15 209

디자인학부 3 2 5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20 14 36 27 17 10 25 22 171

만화애니메이션학부 44 63 47 80 4 56 2 12 308

복지서비스학부 아동문헌정보전공 2 7 20 11 40

부동산지적학과 53 9 58 11 44 18 48 22 263

사진영상학부 65 68 67 68 79 63 56 94 560

사회복지학과 39 14 53 23 35 21 38 26 249

상담심리학과 26 14 26 25 26 14 22 37 190

세무・회계학과 1 1

소방방재학부 193 15 205 17 168 28 118 25 769

스마트경영공학과 7 2 7 1 17

스마트경영학부 32 27 16 3 11 9 98

스마트산업학부 49 12 48 3 45 4 44 5 210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13 16 1 8 38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26 49 13 88

스마트푸드테크학과 13 6 13 7 5 6 50

스포츠융합학과 69 13 85 3 43 16 42 8 279

스포츠재활의학과 28 5 37 9 79

식품개발학과 4 12 2 10 6 21 18 73

융합산업기술학부 1 1

응급구조학과 53 26 54 21 21 35 19 34 263

의용공학과 16 18 1 18 9 62

자율전공학부 66 19 1 86

전기공학과 98 10 134 1 119 3 120 10 495

전문스포츠학부 엘리트육성전공 18 2 20

전문스포츠학부 축구학과 31 31

전문스포츠학부 태권도학과 20 10 30

철도학부 115 4 101 4 38 3 38 2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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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이언스학부 게임엔터테인먼트전공 25 6 11 42
컴퓨터사이언스학부 클라우드컴퓨팅전공 44 4 98 1 104 9 79 16 355

평생교육학부 4 37 13 20 8 10 92

항공서비스학과 21 20 19 19 4 36 19 138

화학공학과 21 75 54 17 61 17 245

합계 1,814 670 2,095 560 1,386 660 1,350 741 25 10 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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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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기계 37 35 68 82 75 82 71 71 78 183 194 223 306 295 264 281 239 179 233 135 122 224 244 217 253 229 223 215

전기 - - 81 85 86 81 85 58 74 135 201 202 277 284 242 257 213 182 234 105 87 181 159 152 125 123 119 142

전자 - - - - - - - - - 119 120 148 180 172 127 120 109 105 140 74 65 132 152 160 159 137 17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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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101 11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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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103 134

토목 37 32 30 36 41 40 39 33 70 91 139 189 163 172 155 151 199 204 222 106 110 179 180 155 127 127 114 129

건축 31 29 33 36 42 42 31 36 37 82 186 165 158 125 147 170 136 221 216 109 105 163 161 140 152 137 173 165

산업 - - - - - - - - - - - 79 104 95 127 120 126 124 177 95 99 168 159 158 166 151 133 154

컴퓨
터

- - - - - - - - - - - - - 98 99 119 109 161 230 127 111 201 193 204 224 217 215 188

기계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도시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 - - - - - - - - - - - - - - - - - - - - - - 25 111 135 179 192 221

행정 - - - - - - - - - - - - - - - - - - - - - - 57 50 126 156 182 183

세무
회계

- - - - - - - - - - - - - - - - - - - - - - 53 49 109 131 140 172

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 - 52 70 72

국제
통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영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
통역
(일본,
중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패션 - - - - - - - - - - - - - - - - 41 32 38 38 36 34 37 76 62 102 111 101

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54 53 65 60

공예 - - - - - - - - - - - - - - - - - - - - - - - - - 59 71 57

철도
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
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
경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디
어문
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고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뷰티
코디
네이
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
방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
산지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성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
방재(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
관리(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
복지(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
행정(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뷰티
코디(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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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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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동창회

1) 연 혁

우리 모교는 1963년 5년제 공업전문학교에서 출발하여 1997년 일반 종합대학인 현재의 경

일대학교로 승격하기까지 9차례의 교명 변경과 2차례의 학제 변경, 그리고 2차례의 캠퍼스

이전이라는 남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창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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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다가

1972년 3월 10일 석호구 초대회장이 흩어져 있던 동문들을 모아 총동창회를 창립하게 되었

습니다. 이 시기를 태동기로 명명해 봅니다.

․ 1차 변혁기

1975년 3월부터 1979년 2월까지 김정림 회장이 재임한 4년 동안 모교의 학제가 바뀌고 교

명이 3번 변경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1차 변혁기로 구분해 봅니다.

․ 2차 변혁기

1984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이부영 회장의 재임 중 또 다시 학제 및 교명이 변경됨으

로 인해 동창회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침체와 갈등의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이 회장은

동창회의 단합과 활성화를 위해 개인사무실 2층(중구 서문로, 20평)을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

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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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캠

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총동창회 총회를 개최하여 본관 앞 웅비상 조형물을 기증하고, 총동

창회 명부를 발간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의 유대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

다. 이 시기를 성숙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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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기

2002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남기수 회장이 재임한 6년 동안 여러 사업들 중 총동창회

장배 골프대회와 경일인 등반대회 및 신년교례회, 총회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준 높은 행

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도 “하면 된다”는 경일인의 긍지를 심어준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34대 이덕록 회장은 2008년 4월 취임하여 전임 남기수 회장이 기틀을 마련한 각

종 사업들은 확대 발전시키고자 재도약의 기치를 걸고 각 지역동창회와 학과(부)동창회 회

장단 연석회의 및 친선골프모임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각종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대구․경북에서 가장 으뜸가는 동창회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36대~37대 윤

진필 회장은 2012년 4월에 취임하여 특유의 추진력으로 모교 개교 50주년 사업 및 업그레이

드된 총동창회 명부를 재발간하였으며, 특히 지난 6 ․ 4 지방선거 당선동문 32명에 대해 축

하연을 개최하였는데 단체장(4명), 광역시의원 (10명), 기초의원(18명)으로 내용면에서도 크

게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38대 이한수 회장은 2016년 4월에 취임하여 그동안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15년간 봉사하면서 느낀바 모교와 동창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장학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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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대학과 동창회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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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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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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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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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영남대학교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 및 영남공업고등전문학교, 영남공업전

문학교, 경북공업전문학교, 경북공업전문대학, 경북개방대학 및 경북산업대학, 경북

산업대학교, 경일대학교 졸업생이 된다.

2.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 또는 퇴직한 교원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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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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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할 수 있다.

4. 영입되는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본회는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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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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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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구분) 예산은 수입 또는 지출의 성질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때

에는 사업별 또는 조직 단위별로 구분한다.

제26조(예산안 내용) 예산총칙은 세입‧세출 예산으로 한다.

제27조(예비비)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장

은 회장단 회의에서 총예산의 10/100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필

요불가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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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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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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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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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3월 27일 회칙 개정

1995년 3월 29일 회칙 개정(제3장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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