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콘텐츠학과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1. 학과개요 Summary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전과 창조적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문화관광을 꽃피
우는 힘은 결국 콘텐츠의 힘이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콘텐츠는 새로운 플랫폼
을 통해 국경을 넘어 세계로 유통된다. 본 학과는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콘
텐츠를 리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The 21st century is an era that demands new challenges and creative talents in culture and
arts. The power to make cultural tourism blossom is the power of content in the end. Culture
and arts contents through creative talent development are distributed across borders and
around the world through a new platform. This department aims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who lead new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s required by companies and society.

2. 개설과정 Courses
가. 석사과정 Master’s Degree Courses

3. 교육목표 Educational Goals
1.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한 융복합형 교육특성화 과정의 개발과 운영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와의 연계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한 연구역량 제고
3. 관산학연 공동프로젝트 협력을 통해 산업체와 공공의 교육수요 요구에 적극 부응
4. 지방분권 시대 확립에 대응하는 지역전문가,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5. 정부의 문화, 관광, 예술 등의 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기반 제공과 연구인력 양성
6. 지방분권과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1.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convergence-type educational specialization course
that reflects the trends in the culture and arts field according to the trends of the 21st
century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2. Enhancement of research competency through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curriculum in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3. Actively responding to the demands of education from industry and public through
cooperation with government-industrial-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ojects
4. Contributing to fostering regional experts and local talents respon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ra of decentralization
5.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academic research and nurturing research manpower
on the government's policies on culture, tourism, art, etc.
6. Fostering experts in decentralization and cultural policy

4. 학과 교수 Professors
성명

전공 최종출신 최종
분야
학교
학위

yjan
@sunmoon.ac.kr

한양
대학교

- (EX)Visiting Researcher, University of Surrey(UK)
- (EX)Researche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박사
- (EX)Researcher, Tourism Research Institute of
Hanyang University

kyoung52
@sunmoon.ac.kr

한양
대학교

박사

고려
대학교

- Executive,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PAAL)
maria07
박사 -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MEESO)
@sunmoon.ac.kr
- Editor,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ETAK)
-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KEES)

연세
대학교

-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위원
-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 전남개발공사 이사
박사
- 경상북도개발공사 중요정책자문위원
- 평택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
- 아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
-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 현대그룹 기획부 근무

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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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김난영
경영
관광
경영

장형지 교육학

여영현 행정학

E-mail

- Vice President of KAFLE(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박사
- Secretary of JCAK(The Japanese Culture
Association of Korea)

안용주
교육학
(주임)

임형택

주요경력

- (Ex) Director,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hughlim
- (Ex) Executive Dir,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sunmoon.ac.kr

ye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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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과정 Curricula
전공명

학위 이수
과정 구분

문화관광
석사 전필
콘텐츠

교과목명

학점

대중문화예술론
Popular Culture and Art Theory

3

비고

전공명

학위 이수
과정 구분

문화관광 석사
콘텐츠

교과목명

학점

전필

문화관광콘텐츠입문
Introduction to Cultural & Tourism Contents Studies

3

전필

문화관광공연예술마케팅론
The Marketing Theory of Culture & Tourism, Performance, Arts

3

전필

관광사회조사방법론
Tourism Social Research Methodology

3

전필

문화예술콘텐츠 현장프로젝트연구Ⅰ
Research on Field Work1

3

전필

문화예술콘텐츠 현장프로젝트연구Ⅱ
Research on Field Work2

3

전선

문화관광산업론
Research on Cultural & Tourism Industry Policy

3

전선

공간콘텐츠개발론
Space Contents Development

3

전선

축제&이벤트경영론
Festival & Event Management

3

전선

문화관광콘텐츠기획론
Cultural & Tourism Contents Planing and Development

3

전선

영상미디어테크놀로지연구
Advanced Studies on Film&Media Technology

3

전선

영상콘텐츠제작론
INTRODUCTION OF MAKING MOTION PICTURES CONTENTS

3

전선

스토리텔링과 문화관광콘텐츠연구
Storytelling and Cultural Tourism Contents Research

3

전선

문화관광론
The Theory of Culture Tourism

3

전선

초연결사회와 하이퍼컬처론
Research on Hyper Society and Hyper culture

3

전선

지역관광개발연구
Administrative Management

3

전선

통계분석 및 기법
Statistical Analysis and Methodology

3

전선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3

전선

관광컨벤션영어
Tourism & Conventions English

3

비고

2회
논문졸업자

6. 교과목 개요 Course Descriptions
교과목명

대중문화예술론 Popular Culture and Art Theory

학점/시간

3/3

대중문화의 역사적 관점, 대중문화와 사회, 그리고 예술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 그리고 문화가 매스
미디어와 맺고 있는 관계 분석, 대중문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스타의 의미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popular culture,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r culture and society, and art,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that culture has with mass media, and the meaning of stars playing a key role in popular culture.

교과목명

문화관광콘텐츠입문
Introduction to Cultural & Tourism Contents Studies

학점/시간

3/3

문화콘텐츠학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조금씩 접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콘텐츠의 정의, 산업적 측면,
정책적 측면, 문화적 측면 등을 간략하게 학습한다. 문화콘텐츠학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장 기
본적인 강좌이다.
The goal is to get a close look at all of the content covered in cultural content studies.
Students will briefly learn the definition of cultural contents, industrial aspects, policy
aspects, and cultural aspects. This is the most basic course for students who want to enter
cultural content science.
교과목명

문화관광공연예술마케팅론
The Marketing Theory of Culture & Tourism, Performance, Arts

학점/시간

3/3

예술경영 융합전공은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상품개발 및 공급, 수요를 매
개하여 차별적인 문화상품으로의 개발 및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예술경영 역량을 습득, 현장맞춤형
차세대 예술경영관련 실무자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교과과정은 다양하게 진화하는 예술경영의 산
업경향을 반영하여, 예술경영의 전문적인 기획, 조직관리, 재원조성, 마케팅, 등의 기초과목을 습득하고, 공
연, 전시, 축제, 극장, 박물관, 경매, 비평, 투자 등 전문적 영역의 경영기반을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하는 관
련 실무가가 되도록 현장과 연계된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The Art Management Convergence Major acquires the arts management competency to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cultural products by
mediating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various products in the culture and arts field in a
rapidly changing culture and arts environment, and the next-generation art tailored to the
field. The goal is to educate management-related practitioners. The curriculum reflects the
industrial trend of diverse art management, and acquires basic subjects such as professional
plann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finance, marketing, etc. of art management, and
performs, exhibitions, festivals, theaters, museums, and auctions. Strengthen practical
education linked with the field to become a relevant practitioner who understands and
applies the management base in specialized areas such as criticism and investment.
교과목명

관광사회조사방법론 Tourism Social Research Methodology

학점/시간

3/3

사회조사방법론은 과학적 진실의 규명은 물론 과학적 이론의 사회적 응용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응용 학문이
다. 본 강의는 조사방법론이 사회현상의 설명을 위한 이론의 구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조사방법의 실질적인 적용능력을 배양함에 그 기본적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본 강의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론적인 부분으로 사회조사방법이 사회과학의 구축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
펴보고, 두번째로는 사회조사방법의 실질적인 방법들인 설문지조사, 면담, 실험등 각종 조사방법들을 강의
한다. 세 번째로는 이상에서 이론적으로 습득된 각종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직접 조사계획을 만들어 실질적
인 응용능력을 배양시킨다.
Social research methodology is applied science that is the basis for the social application of
scientific theory as well as the identification of scientific truth.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how research methodology plays a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theory for
explaining social phenomena and to develop practical application ability of social research
methods based on this. To this end, this lecture is mainly composed of details. First, we
examine the importance of social research methods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science as a
theoretical part, and second, we teach various survey methods such as questionnaire
surveys, interviews, and experiments, which are practical methods of social research
methods. Thirdly, by using various research methods theoretically acquired above, a direct
research plan is created to cultivate practical application skills.

교과목명

문화예술콘텐츠 현장프로젝트연구ⅠResearch on Field Work1

학점/시간

3/3

문화산업현장과의 융합 및 Co-Work을 위한 과정이다.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현장실무 학습과정으로 문화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기획, 제작, 생산, 관객서비스, 권리관계를 위한 스킬을 다룬다.
교과목명

문화예술콘텐츠 현장프로젝트연구Ⅱ Research on Field Work2

학점/시간

3/3

공연영상산업 현장과의 융합 및 Co-Work을 위한 과정이다.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현장실무 학습과정으로
공연영상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기획, 제작, 연출을 위한 스킬을 다룬다.
It is a process for convergence and co-work with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This course
combines theories with practical practices, and deals with skills for planning, production, and
directing required by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교과목명

문화관광산업론
Research on Cultural & Tourism Industry Policy

학점/시간

3/3

문화예술산업의 정책적 이슈와 정책의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역대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을 분석하고 외
국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문화산업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을 살펴본다.
This course examines the policy issues of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and the results of
policie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cultural and industrial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and
examines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cultural and industrial policie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with foreign cases.
교과목명

공간콘텐츠개발론 Space Contents Development

학점/시간

3/3

동서양의 공간 인식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놓여지는 심리적, 물리적 공간인 도시공간, 재생
공간, 무대공간, 전시공간 등 각 공간과 콘텐츠의 관계 및 개발기법에 대해 연구한다.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patial awareness structure of the East and West,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space and contents, such as the urban space, the
reproduction space, the stage space, and the exhibition space, where the content is placed,
and the development techniques.
교과목명

축제&이벤트경영론 Festival & Event Management

학점/시간

3/3

축제와 이벤트 의미와 가치, 축제와 이벤트의 요소, 유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축제와 이벤트 사례연구를 통
해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축제 및 이벤트의 기획, 운영, 평가 등의 제 단계를 점검한다.
The meaning and value of festivals and events, elements and types of festivals and events,
etc. are examined, and success and failure factors are analyzed through case studies of
festivals and events. In addition, the stages of planning, operation and evaluation of festivals
and events are checked.
교과목명

문화관광콘텐츠기획론
Cultural & Tourism Contents Planing and Development

학점/시간

3/3

문화콘텐츠산업의 메가트렌드와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의 기획개발방
법론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문화콘텐츠와 스토리경제학(Storinomics), 콘텐츠산업의 가치창
출구조와 시장동향,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의 유형 및 동향, CT R&D 기반구축 방안 및 정책과제
를 살펴보고, 기획실무적 측면에서 공간콘텐츠/게임콘텐츠/전시콘텐츠/공연콘텐츠/디지털콘텐츠 등 문화
콘텐츠의 부문별 기획개발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methodology of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mega trend and value chain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This
course examines cultural contents, story economics, value creation structure and market
trends of the content industry, types and trends of culture technology, CT R & D base
construction plans and policy tasks, and spaces in terms of planning practice. This course is
to study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methods for each sector of cultural contents such as
contents / game contents / exhibition contents / performance contents / digital contents.

교과목명

영상미디어테크놀로지연구
Advanced Studies on Film&Media Technology

학점/시간

3/3

영상이 환영주의적 시각매체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연구한다. 전통적인 기술에서부터
첨단 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리와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studies new technologies necessary for video to function as a welcoming visual
medium. This course covers a variety of principles and methods, from traditional technology
to advanced technology.
교과목명

영상콘텐츠제작론
INTRODUCTION OF MAKING MOTION PICTURES CONTENTS

학점/시간

3/3

영상이미지의 확장이 가져오는 영상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인 해독자이자 생산 주체자로서 영
상콘텐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안목을 높이도록 하는데 본 과목의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영
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에 적용하도록 한다. 수업은 이론과 사례분석 그
리고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영상 표현의 의미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상 표현
기법 분석을 통한 영상 구조와 화면 구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그리고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흥미로운 수
업을 제시한다.
The expansion of the video image that bring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visual culture,
as an active poisoner and video content production for organizers to know the basic
knowledge, and to increase the perspective of the goals of this course. Image video content
analysis and strategic theory and practice lessons are seeking to stages. To this end,
signifying the visual representation and an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through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image structure analysis techniques an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screen layout, and an interesting lesson through a real case study is presented.
교과목명

스토리텔링과 문화관광콘텐츠연구
Storytelling and Cultural Tourism Contents Research

학점/시간

3/3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말하는 화자와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자간의 상호활동과정이다. 1차
원적인 스토리에 글, 사진, 음성,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을 혼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콘텐
츠화하는 작업을 통해 인터렉티브한 스토리텔링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Storytelling is a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speaker who tells the story and the
listener who listens to the story and demonstrates imagination. Students learn about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nformation into interactive storytelling by delivering information by
mixing multimedia elements such as text, photos, voice, and video in a one-dimensional
story, and contentizing it.
교과목명

문화관광론 The Theory of Culture Tourism

학점/시간

3/3

문화관광에 대한 관련이론의 탐구 및 실효적 관광정책이론을 습득한다
Investigate relevant theories on cultural tourism and learn effective tourism policy theory
교과목명

초연결사회와 하이퍼컬처론
Research on Hyper Society and Hyper culture

학점/시간

3/3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와 하이퍼컬처(Hyper Culture)의 관점에서 문화콘텐츠의 시대적
특징인 속도, 과잉, 초월, 비순차성의 문화를 분석한다. 초지능, 초연결사회가 잉태하는 하이퍼컬처와 하이
퍼리즘, 감성과 욕망의 하이브리드, 디지털 네이티브, 창조와 혁신의 사회를 연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트렌
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고찰한다.
From the perspectives of Hyper Connected Society and Hyper Culture, we analyze the culture
of speed, excess, transcendence, and non-sequentiality t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of cultural contents. This course studies the hyper-culture of hyper-intelligence and
hyper-connected society, a hybrid of hyperism, emotion and desire, digital native, and a society
of creation and innovation, and examines how these characteristics are applied to trends.

교과목명

지역관광개발연구 Administrative Management

학점/시간

3/3

지역성장과 개발정책에 관련된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이해를 제고한다.
Establish the roles and functions of regional development by examining theories related to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regional developmen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se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n terms of policy.
교과목명

통계분석 및 기법 Statistical Analysis and Methodology

학점/시간

3/3

실증적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조사방법(분류, 조사절차, 표본추출, 실험계획, 자료수집의 제 방법, 척도
법, 자료의 정리와 분석)과 이에 관련된 기초수준의 통계분석(확률론, 표본론, 회귀 및 상관분석, 분산분석
등) 능력을 함양한다.
Develops basic research methods necessary for empirical survey research (classification,
survey procedure, sampling, experiment plan, data collection method, scale method, data
sorting and analysis) and basic level statistical analysis (probability theory, table theory,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variance analysis, etc.).
교과목명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학점/시간

3/3

논문주제 선정과 사전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며 논문 계획서를 준비토록 한다.
Prepares thesis plans through selecting subjects of theses and studying existing researches.
교과목명

관광컨벤션영어 Tourism & Conventions English

학점/시간

3/3

관광 및 컨벤션 기획을 위한 영어스킬을 학습하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컨벤션기획의 정보
를 이해할 수 있다.
You can learn English skills for tourism and convention planning, and understand various
convention planning information that is being made global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