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학과
Department of Industry Convergence

1. 학과개요 Summary
본 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데이터 전환시대(Digital
Data Transition)에 맞춘 재직자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 디지털 환경, 인
공지능과 경영 모델이 결합한 융합형 신산업을 주도와 미래지향적인 융합형 고급 인재 양성
을 목표로 한다.
This department aims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education of incumbent in
accordance with the Digital Data Transition amid rapid chang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it aims to lead a new convergence industry that
combines the future digital enviro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nagement model,
and cultivate future-oriented convergent high-quality talents.

2. 개설과정 Courses
가. 석사과정 Master’s Degree Courses : 공학석사 (영문: Masger of Engineering)

3. 교육목표 Educational Goals
1.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마트인재 양성으로 인문사회, 공학, 예술, 경영 등 융합과정
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선도 할 수 있는 국제적 인재양성
2. 디지털 데이터 전환시대(Digital Data Transition)에 맞춘 재직자 교육 수요에 대응 전
문가 양성
3. 융합형 엔지니어, 버추얼 경영 모델의 벤쳐 창업, AI 상호작용, 가상현실 환경 등의 미래
지향적인 전문인력 양성
1. Training of smart talents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ultivating international
talents that can lead the global infinite competition era through convergence processes
such as humanities, engineering, arts, and management
2. Training experts to cope with the demand for education for employees tailored to
the Digital Data Transition era
3. Future-oriented professional training such as convergence engineer, venture start-up
of virtual management model, AI interaction, virtual reality environment

4. 학과 교수 Professors
성명

전공
분야

최종출신
학교

최종
학위

이경순

디자인
공학

코리아텍

공학
박사

김대중

산업경제
정책

단국
대학교

경제학 -충남중소기업연수원 경영기획실장
박사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책임연구원

djkim
@sunmoon.ac.kr

장웅범 산업안전

한세
대학교

-KT 인재개발원 교수
-㈜TGO 기술연구소장(전무이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자문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문위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자문위원
-한국인력관리공단 출제위원
-선문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jang0516
@sunmoon.ac.kr

김흥수

호서
대학교

-Oracle Korea 근무
경영학 -Microsoft Korea 근무
박사 -Adobe Korea 근무
-Sun Microsystem Korea 근무

heungsoo
@sunmoon.ac.kr

경영학

공학
박사

주요경력
-SK하이닉스(주) (구 현대전자) 근무
-현대모비스(주) 근무
-한국인더스트리얼학회 회원
-한국산학기술학회 회원

E-mail

alex0419
@sunmoon.ac.kr

5. 교과과정 Curricula
전공명

산업
융합

학위 이수
과정 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전선

VR/AR 기술 특론
VR/AR Technology

3

전선

스마트 문화 콘텐츠
Smart cultural contents

3

전선

UI/UX 디자인
UI/UX Design

3

전선

디지털 스토리텔링
Digital Story-telling

3

전선

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ety management

3

전선

스마트산업융합 세미나 1
Convergence Seminar 1

3

전선

스마트산업융합 세미나 2
Convergence Seminar 2

3

전선

ERP/PLM/SCM 특론
ERP/PLM/SCM Seminar

3

석사

전공명

산업
융합

학위 이수
과정 구분

석사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전선

스마트팩토리 특론(도입 및 추진전략)
introduction to Smart factory

3

전선

스마트팩토리와 빅데이터 지역 발전론
Smart Factory and Big Data

3

전선

산업·경제 정책론
Industry & Economic Policy Theory

3

전선

산업·경제 분석론
Industry & Economic Analysis Theory

3

전선

산업·경제정책 연구론
Research Theory of Industry & Economic Policy

3

전선

창의력 개발 및 문제해결 방법론
Creativity development and problem solving methodology

3

전선

4차산업혁명과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특론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introduction

3

전선

Channel Marketing과 영업 Framework
Channel Marketing and Framework of Sales

3

전선

전략 기획과 협상 및 프리젠테이션 Skill up 세미나
Strategic Planning, Negotiation and Presentation Skill Up Seminar

3

전선

지역 발전론
Regional Development Theory

3

졸필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3

6. 교과목 개요 Course Descriptions
교과목명

VR/AR 기술 특론 VR/AR Technology

학점/시간

3/3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가상현실 구현과 관련하여 산업적 이해를 바탕으로 VR/AR기술을 이론과 함
께 실제 산업에서 적용하는 분야와 함께 다양한 기술을 체험하고 학습한다.
Based on the industrial understanding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virtual reality,
which is the main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technologies are
experienced and learned along with the field of application of VR/AR technology in real
industry along with theory.
교과목명

스마트 문화 콘텐츠 Smart cultural contents

학점/시간

3/3

문화콘텐츠 사례를 기반으로 스마트융합차원의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며 이와 관련 된 실무 체험과 함
께 학습한다.
Cultivate creative thinking skills in the dimension of smart convergence based on cultural
contents cases, and learn with practical experiences related to this.

교과목명

UI/UX 디자인 UI/UX Design

학점/시간

3/3

사용자 경험을 통한 감성적 디자인을 학습하고 UI/UX 디자인을 설계하고 모델을 창조하고, 개발자의 사용
자 경험(UserExperience)을 기초로 설계자의 기획능력과 프로그래밍 설계에 적합한 개발능력을 직접 경
험하고 배우며, UX(UserExperience) 디자이너 관점에서 IT산업 기술의 설계능력을 학습한다.
Learning emotional design through user experience, designing UI/UX design, creating a
model, experiencing and learning the planning ability of the designer and the development
ability suitable for programming design directly based on the user experience of the
developer, UX(User Experience) Study the design ability of IT industry technology from a
designer's point of view.
교과목명

디지털 스토리텔링 Digital Story-telling

학점/시간

3/3

인터넷 및 가상에서 일어나는 쌍방향적(interactive)이고, 복합적인(multimodal) 서사 창조 행위가 모두
디지털 스토리텔링로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실무와 체험을 학습한다.
Interactive and multimodal narrative creation actions that occur in the Internet and virtual
world are all digital storytelling to learn practical practices and experiences used in industries.
교과목명

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ety management

학점/시간

3/3

특수대학원의 대학원생 간의 팀 빌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 수업의 진행으로 학습자의 토론 수업에
의한 원생간의 다양한 정보화 공유와 토론/토의 연구한다.
Various information sharing and discussion/discussion between the students by discussion
class of learners by conducting seminar classes with team building and various programs
among graduate students of special graduate school.
교과목명

스마트산업융합 세미나 1 Convergence Seminar 1

학점/시간

3/3

특수대학원의 대학원생 간의 팀 빌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 수업의 진행으로 학습자의 토론 수업에
의한 원생간의 다양한 정보화 공유와 토론/토의 연구한다.
Various information sharing and discussion/discussion between the students by discussion
class of learners by conducting seminar classes with team building and various programs
among graduate students of special graduate school.
교과목명

스마트산업융합 세미나 2 Convergence Seminar 2

학점/시간

3/3

특수대학원의 대학원생 간의 팀 빌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 수업의 진행으로 학습자의 토론 수업에
의한 원생 간의 인프라 구성과 함께 학문과 실무를 고도화 연구한다.
As a special graduate school, through the team building between graduate students and
various programs, seminar classes are conducted to further study the study and practice
along with the formation of infrastructure among the students by the discussion classes of
learners.
교과목명

ERP/PLM/SCM 특론 ERP/PLM/SCM Seminar

학점/시간

3/3

제품 제조관련 제조원가, 제고관리, 제품설계 도면 및 문서, 설계 변경관리, 협력사 부품관리 방법과 국내외
기 구축 기업 사례 학습
Manufacturing costs related to product manufacturing, inventory management, product
design drawings and documents, design change management, part management method for
suppliers and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overseas established companies

교과목명

스마트팩토리 특론(도입 및 추진전략)
introduction to Smart factory

학점/시간

3/3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수준 및 규모에 따라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5단계 접근 방법 및 스마트패
토리 도입 시 고려사항과 도입, 운영 효과 분석 학습
A 5-step approach to constructing a smart factory according to the level and scale of the
company, and learning to consider and analyze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effects of
smart factory introduction
교과목명

스마트팩토리와 빅데이터 Smart Factory and Big Data

학점/시간

3/3

스마트팩토리는 물리적 공장의 요소인 4M2E(Man, Machine, Material, Method, Energy, Environment)
를 토대로 기계에 센서를 장착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물리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디지털화), 공장 내
의기계, 부품, 공장, 제조 공정, 사람, 공급망 파트너 등을 서로 연결(연결화)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스마
트팩토리 플랫폼이 지능화(스마트화) 운영
Smart Factory converts physical signals into digital signals for smooth communication
(digitalization) by attaching sensors to machines based on 4M2E(Man, Machine, Material,
Method, Energy, Environment), which is an element of a physical factory, Factories,
manufacturing processes, people, supply chain partners, etc. are connected(connected) to each
other, and the smart factory platform is operated intelligently(smart) using the collected data.
교과목명

산업·경제 정책론 Industry & Economic Policy Theory

학점/시간

3/3

산업경제 분야 지역정책에 대한 가장본질적인 측면으로서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을
통해 지역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promot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regional policy through in-depth review and
discussion of theories and cases as the most essential aspect of Industry & Economic Policy.
교과목명

산업·경제 분석론 Industry & Economic Analysis Theory

학점/시간

3/3

지역 산업경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현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various analysis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local industrial economy based on realistic data.
교과목명

산업·경제정책 연구론
Research Theory of Industry & Economic Policy

학점/시간

3/3

지역발전과 산업·경제정책에 관련된 실제 연구결과들을 학습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경제정책과 관
련된 연구와 실무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research and practical skills related to industrial and economic
policies for regional development by learning actual research results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and Industry & Economic Policy.
교과목명

창의력 개발 및 문제해결 방법론
Creativity development and problem solving methodology

학점/시간

3/3

창의력 향상 개발 방법론인 Design Thinking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창
의력 방법론과 문제해결 능력을 사용해서 현실 생활과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개인 또는 그
룹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Design Thinking, a methodology for improving creativity, and to
put it into practice in real life, the students discover problems in real life and society using
creativity methodology and problem-solving skills, and seek solutions individually or in
groups.

교과목명

4차산업혁명과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특론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introduction

학점/시간

3/3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주요 4대 기술을 탐색해보고, 핵심 키워드인,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사고와 의
사 결정 방식을 인지한다. 과거에 발견 및 개발된 지식과 최신 기술 간의 상관관계 이해를 통해, 최근의 스마
트 정보통신 기술 환경에서의 기술들에 대한 역할을 이해한다.
It explores the four major technologies lead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cognizes the key keyword, digital data-centered thinking and decision-making methods.
Through 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knowledge discovered and developed in
the past and the latest technologies, the role of technologies in the recent sma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nvironment is understood.
교과목명

Channel Marketing과 영업
Framework Channel Marketing and Framework of Sales

학점/시수

3/3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일련의 활동과정 이해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 고객 유지 및 잠재 및 신규 고객 발굴 방
법, Digital Marketing 등을 학습한다. 특정시장 혹은 기업고객집단에 대한 판매방식 구조 이해, 채널 관리
/ 교육/ Recruit 등에 관한 방법을 이해한다.
This lecture is designed to learn a series of activities that create customer value, and the students
are to learn customer data analysis, customer retention and discover potential and new customers,
and digital marketing. Understand the sales method structure for specific markets or corporate
customer groups, and understand the methods for channel management/education/recruit.
교과목명

전략 기획과 협상 및 프리젠테이션 Skill up 세미나
Strategic Planning, Negotiation and Presentation Skill Up Seminar

학점/시수

3/3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이론과 방법론, 실무과정 등을 학습힌다. 계약 전 고객과 업무범위 재정의 및
가격 협의,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 실습을 익힌다. 직무와 관련한 자기 개발 과정, Communication
기술, 협상 기술 및 프리젠테이션 기술 등의 내용을 강의한다.
This lecture is designed to learn general theories, methodologies, and practical processes for
establishing a business plan. Also the students are to study the practice of redefining the
scope of work with the customer. This course teaches job-related self-development courses,
communication skills, negotiation skills, and presentation skills.
교과목명

지역 발전론 Regional Development Theory

학점/시간

3/3

지역발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발전과 관련된 최신의 제반 실증이론과 규범이
론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연구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latest empirical theories and normative theories related to regional
development so that they can be applied to practice in order to rais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wareness of regional development
교과목명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Master’s Degree

학점/시수

3/3

석사논문 작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자료의 평가와 편성, 논문
구성을 거쳐 논문을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검토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the methodology for master’s the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