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IT학부9.



□ AR/VR전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 권장 교과목 및 수강신청 순서 안내

 1. 1학년 1, 2학기 수강 권장 교과목

  - 기초교과군 C언어프로그래밍과 파이썬프로그래밍은 반드시 이수하기 바람

  - 기초교양 과목 중 수학 및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수학 이수를 권장함

 2. 다음의 교과군(학년)을 고려하여 수강 요망

  - 기초교과군(1학년), 핵심교과군(1,2,3학년), 심화 및 응용교과군(3,4학년) 

  - 1학년은 교양과목(필수 및 선택), 전공과목(기초, 핵심) 중 일부 교과목 수강 요망

 3. 전공 트랙에 따른 교과목 우선 수강요망 

  - 취업진로 및 적성에 따라 개발자 및 콘텐츠 제작 트랙을 선택하여 수강할 것을 권장함

  - 공통트랙의 교과목은 반드시 모두 이수하기 바람

 

 주1) 1, 2학기 개설교과목 현황과 수업계획서 선수/후수 교과목을 참고하여 수강 권장함

※ 각 전공의 교과목 ‘특이사항’ 참고 바람.

 

□ 빅데이터전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 학년별 교과목 수강 안내(다음은 수강 필수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1. 1학년(1학기/2학기) 

    ⦁기초교과군(C언어프로그래밍, 파이썬프로그래밍) 및 교양과목(공학기초수학)을 중심으로 우선 수강 바랍니다.  

    ⦁대상 과목: 파이썬프로그래밍, C언어프로그래밍, 빅데이터와 데이터과학, 자바프로그래밍, 확률과통계기초

  2. 2학년(1학기/2학기) 

    ⦁대상 과목: 자료구조론, C++프로그래밍, 컴퓨터구조론, 자바프로그래밍, MFC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인공지능, 

      파이썬응용,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실습

      ※MF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은 C언어프로그래밍을 먼저 이수한 후에 수강하기 바랍니다

      ※파이썬응용은 파이썬프로그래밍을 먼저 이수한 후에 수강하기 바랍니다

  3. 다음의 교과군(학년)을 고려하여 수강 요망(학부 홈페이지에서 전공 교육과정 참고하기 바람)

    ⦁기초교과군(1,2,3,4학년 가능), 핵심교과군(1,2,3,4학년 가능), 심화(2,3,4학년 가능) 및 응용교과군(3,4학년 가능) 

      ※1학년은 교양과목(필수 및 선택) 위주로 수강하고 전공과목(기초, 핵심) 중 일부 교과목 수강 요망

      ※다만 수강신청시 동일한 교과목명이 타학부에 공통으로 개설된 경우, 소속 학부/전공의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4. 1, 2학기 개설교과목 현황과 수업계획서 내 선수/후수 교과목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요망

※ 각 전공의 교과목 ‘특이사항’ 참고 바람.



□ 핀테크전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 권장 교과목 및 수강신청 순서 안내

 1. 1학년 1, 2학기: 기초교과군 C언어프로그래밍과 파이썬프로그래밍은 반드시 이수하기 바람

 2. 1학년 1, 2학기 중 기초교양 과목 중 대학수학 이수를 권장함

 3. 기초교과군(1,2학년), 핵심교과군(1,2,3학년), 심화교과군(2,3,4학년), 응용교과군(3,4학년)을 고려하여 수강할 것을 권

장함

  ☞ 캡스톤디자인 : 4학년만 수강가능

주1) 1, 2학기 개설교과목 현황과 수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수강 권장함.

※ 각 전공의 교과목 ‘특이사항’ 참고 바람.

□ IoT전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 권장교과목 및 수강신청 순서 안내

 1. 1학년 1,2학기: 학부기초 교과 C언어프로그래밍, 파이썬프로그래밍은 반드시 이수하기 바람 

 2. 1학년 1, 2학기 중 기초교양 과목 중 수학 및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수학 이수를 권장함

 

 주1) 1, 2학기 개설교과목 현황과 수업계획서 선수/후수 교과목을 참고하여 수강 권장함.

※ 각 전공의 교과목 ‘특이사항’ 참고 바람.



첨단IT학부(빅데이터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367001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미지정 금4,5,6/ 사 본부515 기초(50),기초(50)
기초교과군 0367002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이승화 사/ 수1,2,3 본부519 혁신(50),기초(50) 성정숙 사/ 월7,8,9
기초교과군 0367003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한정수,김귀정 사/ 월4,5,6 본부504 혁신(50),기초(50) 이승화 사/ 수1,2,3
기초교과군 0367004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윤택현 목6,7,8,9 본부519 혁신(50),기초(50) 한정수,김귀정 사/ 월4,5,6
기초교과군 0367005 C언어프로그래밍 4 3 윤택현 목6,7,8,9
기초교과군 0367006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김귀정 목4,5,6/ 사 본부520 혁신(50),기초(50) 김귀정 목4,5,6/사
기초교과군 0948101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김동우 사/ 월4,5,6 본부515 기초(50),기초(50) 김동우 사/ 월4,5,6
기초교과군 0948102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김동우 사/ 수1,2,3 본부514 기초(50),기초(50) 김동우 사/ 수1,2,3
기초교과군 0948103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차대현 목1,2,3/ 사 본부514 기초(50),기초(50) 차대현 사/ 화2,3,4
기초교과군 0948104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곽노윤 사/ 월7,8,9 본부505 기초(50),기초(50) 정은화 사/ 수1,2,3
기초교과군 0948105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정은화 사/ 화6,7,8 본부210 기초(50),기초(50) 성정숙 목7,8,9
기초교과군 0948106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성정숙 사/ 월7,8,9 본부519 기초(50),기초(50) 홍경호 화5,6,7,8
기초교과군 0948107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정은화 사/ 수1,2,3 본부210 기초(50),기초(50)
기초교과군 0948108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정은화 사/ 화6,7,8
기초교과군 0956901 공학기초수학 3 3 60 강상규 금2,3,4 본부513 ()
핵심교과군 0175401 컴퓨터구조론 3 3 차대현 사/ 수5,6
핵심교과군 0175402 컴퓨터구조론 3 3 차대현 목2,3/ 사
핵심교과군 0218601 자료구조론 3 3 60 이성훈 목5,6/ 사 본부511 전공(100) 이성훈 목5,6/ 사
핵심교과군 0218602 자료구조론 3 3 60 이성훈 사/ 화2,3 본부516 전공(93),혁신(7) 이성훈 사/ 화2,3
핵심교과군 0218603 자료구조론 3 3 60 이성훈 금1,2/ 사 본부516 전공(93),혁신(7) 이성훈 사/ 월1,2
핵심교과군 0218604 자료구조론 3 3 60 이성훈 사/ 월1,2 본부516 전공(93),혁신(7) 이성훈 금1,2/ 사
핵심교과군 0367101 JAVA프로그래밍 4 3 40 차대현 사/ 화2,3,4 본부515 전공(50),전공(50) 구민정 사/ 화4,5,6
핵심교과군 0367102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유진호 목4,5,6/ 사 본부504 전공(33),기초(33),전공(33) 강상규 월4,5,6,7

핵심교과군 0367103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유진호 사/ 수7,8,9 본부504 전공(33),기초(33),전공(33) 유진호 목4,5,6/사
핵심교과군 0367104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윤성현 사/ 수1,2,3 본부504 전공(100)
핵심교과군 0367201 C++프로그래밍 4 3 40 이현섭 목1,2,3/ 사 본부515 전공(50),전공(50) 이현섭 목1,2,3/사
핵심교과군 0367202 C++프로그래밍 4 3 40 최미영 사/ 수1,2,3 본부505 전공(80),혁신(20) 곽노윤 사/ 월7,8,9
핵심교과군 0367203 C++프로그래밍 4 3 40 최미영 목4,5,6/ 사 본부505 전공(80),혁신(20) 최미영 목4,5,6/사



첨단IT학부(빅데이터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핵심교과군 0367204 C++프로그래밍 4 3 최미영 사/ 수1,2,3
핵심교과군 0367401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강상규 수4,5,6,7 본부515 전공(50),전공(50) 홍성혁 사/ 수1,2,3
핵심교과군 0940401 빅데이터 운영 3 3 김동한 목4,5/ 사
핵심교과군 0957201 빅데이터와 데이터과학 3 3 60 홍진근 사/ 화2,3 본부513 전공(100) 홍진근 목2,3/ 사
핵심교과군 0966201 파이썬응용 4 3 40 차정희 사/ 월4,5,6 본부519 전공(33),전공(67) 차정희 사/ 월4,5,6
핵심교과군 0966202 파이썬응용 4 3 40 차정희 사/ 화4,5,6 본부204 전공(33),전공(67) 차정희 사/ 화4,5,6
핵심교과군 0966203 파이썬응용 4 3 40 홍경호 화5,6,7,8 본부515 전공(60),전공(40)
심화교과군 0366901 데이터마이닝 3 3 60 홍진근 목2,3/ 사 본부513 전공(100) 홍진근 사/ 수1,2
심화교과군 0367402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이시은 사/ 화2,3,4
심화교과군 0367403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이시은 사/ 화6,7,8 본부520 혁신(25),전공(75)
심화교과군 0367404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강상규 화5,6,7,8 본부206 혁신(25),전공(75) 강상규 화5,6,7,8
심화교과군 0957601 인공지능 4 3 40 차대현 사/ 수7,8,9 본부514 전공(50),전공(50) 차대현 사/ 수7,8,9
심화교과군 0957602 인공지능 4 3 강상규 수4,5,6,7
심화교과군 0982601 스타트업 챌린지 3 3 60 김춘광 목5,6/ 사 본부708 전공(47),혁신(53) 김춘광 목5,6/ 사
응용교과군 0685501 OpenCV프로그래밍 4 3 곽노윤 목7,8,9/사
응용교과군 0879501 딥러닝 프로그래밍 4 3 40 곽노윤 목7,8,9/ 사 본부505 전공(80),혁신(20)
응용교과군 0982701 스타트업 실전창업 3 3 60 이감용 사/ 화2,3 지혜603 전공(67),혁신(33) 이감용 사/ 수5,6



첨단IT학부(핀테크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367001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미지정 금4,5,6/ 사 본부515 기초(50),기초(50)
기초교과군 0367002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이승화 사/ 수1,2,3 본부519 혁신(50),기초(50) 성정숙 사/ 월7,8,9
기초교과군 0367003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한정수,김귀정 사/ 월4,5,6 본부504 혁신(50),기초(50) 이승화 사/ 수1,2,3
기초교과군 0367004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윤택현 목6,7,8,9 본부519 혁신(50),기초(50) 한정수,김귀정 사/ 월4,5,6
기초교과군 0367005 C언어프로그래밍 4 3 윤택현 목6,7,8,9
기초교과군 0367006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김귀정 목4,5,6/ 사 본부520 혁신(50),기초(50) 김귀정 목4,5,6/사
기초교과군 0948101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김동우 사/ 월4,5,6 본부515 기초(50),기초(50) 김동우 사/ 월4,5,6
기초교과군 0948102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김동우 사/ 수1,2,3 본부514 기초(50),기초(50) 김동우 사/ 수1,2,3
기초교과군 0948103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차대현 목1,2,3/ 사 본부514 기초(50),기초(50) 차대현 사/ 화2,3,4
기초교과군 0948104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곽노윤 사/ 월7,8,9 본부505 기초(50),기초(50) 정은화 사/ 수1,2,3
기초교과군 0948105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정은화 사/ 화6,7,8 본부210 기초(50),기초(50) 성정숙 목7,8,9
기초교과군 0948106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성정숙 사/ 월7,8,9 본부519 기초(50),기초(50) 홍경호 화5,6,7,8
기초교과군 0948107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정은화 사/ 수1,2,3 본부210 기초(50),기초(50)
기초교과군 0948108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정은화 사/ 화6,7,8
기초교과군 0956901 공학기초수학 3 3 60 강상규 금2,3,4 본부513 ()
핵심교과군 0367101 JAVA프로그래밍 4 3 40 차대현 사/ 화2,3,4 본부515 전공(50),전공(50) 구민정 사/ 화4,5,6
핵심교과군 0367102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유진호 목4,5,6/ 사 본부504 전공(33),기초(33),전공(33) 강상규 월4,5,6,7

핵심교과군 0367103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유진호 사/ 수7,8,9 본부504 전공(33),기초(33),전공(33) 유진호 목4,5,6/사
핵심교과군 0367104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윤성현 사/ 수1,2,3 본부504 전공(100)
핵심교과군 0367401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강상규 수4,5,6,7 본부515 전공(50),전공(50) 홍성혁 사/ 수1,2,3
핵심교과군 0880101 블록체인개론 4 3 40 이근호 사/ 월7,8,9 본부210 전공(50),전공(50) 신은정 목1,2,3/사
핵심교과군 0880102 블록체인개론 4 3 40 김동우 사/ 화4,5,6 본부504 전공(50),전공(50)
핵심교과군 0948301 정보보호기초 4 3 40 신은정 사/ 수4,5,6 본부520 전공(60),전공(40) 신은정 사/ 수4,5,6
핵심교과군 0957101 확률과 통계 3 3 60 지세현 사/ 화4,5 본부513 전공(100) 지세현 사/ 화2,3
핵심교과군 0962401 핀테크 개론 4 3 40 지세현 사/ 수4,5,6 본부519 전공(100) 지세현 사/ 수4,5,6
심화교과군 0367402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이시은 사/ 화2,3,4
심화교과군 0367403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이시은 사/ 화6,7,8 본부520 혁신(25),전공(75)
심화교과군 0367404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강상규 화5,6,7,8 본부206 혁신(25),전공(75) 강상규 화5,6,7,8



첨단IT학부(핀테크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심화교과군 0614901 빅데이터 4 3 40 지세현 목7,8,9/ 사 본부514 전공(75),혁신(25)
심화교과군 0623801 컴퓨터네트워크 4 3 홍진근 사/ 화2,3,4
심화교과군 0957401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모델과 보안 3 3 지세현 목7,8/ 사
심화교과군 0957601 인공지능 4 3 40 차대현 사/ 수7,8,9 본부514 전공(50),전공(50) 차대현 사/ 수7,8,9
심화교과군 0957602 인공지능 4 3 강상규 수4,5,6,7
심화교과군 0957701 핀테크 서비스 모델링 3 3 60 신은정 사/ 화5,6 본부511 전공(100)
심화교과군 0957801 핀테크 플랫폼 3 3 신은정 사/ 화5,6
심화교과군 0957901 금융소프트웨어설계 4 3 김동우 사/ 화5,6,7
응용교과군 0614901 빅데이터 4 3 이시은 사/ 수1,2,3
응용교과군 0614902 빅데이터 4 3 40 이시은 사/ 수1,2,3 본부520 전공(75),혁신(25)
응용교과군 0958301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링 4 3 40 신은정 목1,2,3/ 사 본부519 전공(25),전공(75)



첨단IT학부(IoT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367001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미지정 금4,5,6/ 사 본부515 기초(50),기초(50)
기초교과군 0367002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이승화 사/ 수1,2,3 본부519 혁신(50),기초(50) 성정숙 사/ 월7,8,9
기초교과군 0367003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한정수,김귀정 사/ 월4,5,6 본부504 혁신(50),기초(50) 이승화 사/ 수1,2,3
기초교과군 0367004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윤택현 목6,7,8,9 본부519 혁신(50),기초(50) 한정수,김귀정 사/ 월4,5,6
기초교과군 0367005 C언어프로그래밍 4 3 윤택현 목6,7,8,9
기초교과군 0367006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김귀정 목4,5,6/ 사 본부520 혁신(50),기초(50) 김귀정 목4,5,6/사
기초교과군 0948101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김동우 사/ 월4,5,6 본부515 기초(50),기초(50) 김동우 사/ 월4,5,6
기초교과군 0948102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김동우 사/ 수1,2,3 본부514 기초(50),기초(50) 김동우 사/ 수1,2,3
기초교과군 0948103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차대현 목1,2,3/ 사 본부514 기초(50),기초(50) 차대현 사/ 화2,3,4
기초교과군 0948104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곽노윤 사/ 월7,8,9 본부505 기초(50),기초(50) 정은화 사/ 수1,2,3
기초교과군 0948105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정은화 사/ 화6,7,8 본부210 기초(50),기초(50) 성정숙 목7,8,9
기초교과군 0948106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성정숙 사/ 월7,8,9 본부519 기초(50),기초(50) 홍경호 화5,6,7,8
기초교과군 0948107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정은화 사/ 수1,2,3 본부210 기초(50),기초(50)
기초교과군 0948108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정은화 사/ 화6,7,8
기초교과군 0956901 공학기초수학 3 3 60 강상규 금2,3,4 본부513 ()
핵심교과군 0367101 JAVA프로그래밍 4 3 40 차대현 사/ 화2,3,4 본부515 전공(50),전공(50) 구민정 사/ 화4,5,6
핵심교과군 0367102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유진호 목4,5,6/ 사 본부504 전공(33),기초(33),전공(33) 강상규 월4,5,6,7

핵심교과군 0367103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유진호 사/ 수7,8,9 본부504 전공(33),기초(33),전공(33) 유진호 목4,5,6/사
핵심교과군 0367104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윤성현 사/ 수1,2,3 본부504 전공(100)
핵심교과군 0367401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강상규 수4,5,6,7 본부515 전공(50),전공(50) 홍성혁 사/ 수1,2,3
핵심교과군 0368301 기초회로실험 4 3 40 채규수 화7,8,9,10 본부507 전공(50),전공(50)
핵심교과군 0368601 회로이론 3 3 채규수 목1,2,3
핵심교과군 0718801 센서공학 3 3 40 임석구 수1,2,3 본부507 관계(33),전공(67)
핵심교과군 0961501 기초공학개론 3 3 채규수 사/ 월2,3
핵심교과군 0961601 스마트시스템 기초 3 3 채규수 사/ 화8,9
핵심교과군 0961701 IoT 기초실험 4 3 40 정원석 사/ 월7,8,9 본부514 전공(50),전공(50)
심화교과군 0118201 데이터통신 3 3 60 임석구 월5,6,7 본부516 전공(100) 임석구 월5,6,7
심화교과군 0118202 데이터통신 3 3 임석구 수5,6,7



첨단IT학부(IoT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심화교과군 0321001 전자회로 3 3 60 진현수 사/ 월3,4 본부516 전공(67),혁신(33)
심화교과군 0367402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이시은 사/ 화2,3,4
심화교과군 0367403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이시은 사/ 화6,7,8 본부520 혁신(25),전공(75)
심화교과군 0367404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강상규 화5,6,7,8 본부206 혁신(25),전공(75) 강상규 화5,6,7,8
심화교과군 0367601 임베디드시스템 4 3 미지정 사/ 월7,8,9
심화교과군 0957601 인공지능 4 3 40 차대현 사/ 수7,8,9 본부514 전공(50),전공(50) 차대현 사/ 수7,8,9
심화교과군 0957602 인공지능 4 3 강상규 수4,5,6,7
심화교과군 0961901 IoT응용실습 4 3 정원석 사/ 월7,8,9
심화교과군 0982601 스타트업 챌린지 3 3 60 김춘광 목5,6/ 사 본부708 전공(47),혁신(53) 김춘광 목5,6/ 사
응용교과군 0368901 통신시스템공학 3 3 60 진현수 사/ 화2,3 본부511 혁신(33),소통(67)
응용교과군 0982701 스타트업 실전창업 3 3 60 이감용 사/ 화2,3 지혜603 전공(67),혁신(33) 이감용 사/ 수5,6



첨단IT학부(AR·VR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0367001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미지정 금4,5,6/ 사 본부515 기초(50),기초(50)
기초교과군 0367002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이승화 사/ 수1,2,3 본부519 혁신(50),기초(50) 성정숙 사/ 월7,8,9
기초교과군 0367003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한정수,김귀정 사/ 월4,5,6 본부504 혁신(50),기초(50) 이승화 사/ 수1,2,3
기초교과군 0367004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윤택현 목6,7,8,9 본부519 혁신(50),기초(50) 한정수,김귀정 사/ 월4,5,6
기초교과군 0367005 C언어프로그래밍 4 3 윤택현 목6,7,8,9
기초교과군 0367006 C언어프로그래밍 4 3 40 v 김귀정 목4,5,6/ 사 본부520 혁신(50),기초(50) 김귀정 목4,5,6/사
기초교과군 0948101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김동우 사/ 월4,5,6 본부515 기초(50),기초(50) 김동우 사/ 월4,5,6
기초교과군 0948102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김동우 사/ 수1,2,3 본부514 기초(50),기초(50) 김동우 사/ 수1,2,3
기초교과군 0948103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차대현 목1,2,3/ 사 본부514 기초(50),기초(50) 차대현 사/ 화2,3,4
기초교과군 0948104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곽노윤 사/ 월7,8,9 본부505 기초(50),기초(50) 정은화 사/ 수1,2,3
기초교과군 0948105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정은화 사/ 화6,7,8 본부210 기초(50),기초(50) 성정숙 목7,8,9
기초교과군 0948106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성정숙 사/ 월7,8,9 본부519 기초(50),기초(50) 홍경호 화5,6,7,8
기초교과군 0948107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40 v 정은화 사/ 수1,2,3 본부210 기초(50),기초(50)
기초교과군 0948108 파이썬 프로그래밍 4 3 정은화 사/ 화6,7,8
기초교과군 0956901 공학기초수학 3 3 60 강상규 금2,3,4 본부513 ()
핵심교과군 0367101 JAVA프로그래밍 4 3 40 차대현 사/ 화2,3,4 본부515 전공(50),전공(50) 구민정 사/ 화4,5,6
핵심교과군 0367102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유진호 목4,5,6/ 사 본부504 전공(33),기초(33),전공(33) 강상규 월4,5,6,7

핵심교과군 0367103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유진호 사/ 수7,8,9 본부504 전공(33),기초(33),전공(33) 유진호 목4,5,6/사
핵심교과군 0367104 JAVA프로그래밍 4 3 40 윤성현 사/ 수1,2,3 본부504 전공(100)
핵심교과군 0367201 C++프로그래밍 4 3 40 이현섭 목1,2,3/ 사 본부515 전공(50),전공(50) 이현섭 목1,2,3/사
핵심교과군 0367202 C++프로그래밍 4 3 40 최미영 사/ 수1,2,3 본부505 전공(80),혁신(20) 곽노윤 사/ 월7,8,9
핵심교과군 0367203 C++프로그래밍 4 3 40 최미영 목4,5,6/ 사 본부505 전공(80),혁신(20) 최미영 목4,5,6/사
핵심교과군 0367204 C++프로그래밍 4 3 최미영 사/ 수1,2,3
핵심교과군 0367401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강상규 수4,5,6,7 본부515 전공(50),전공(50) 홍성혁 사/ 수1,2,3
핵심교과군 0448701 C#프로그래밍 4 3 40 진영훈 금2,3,4/ 사 본부505 전공(40),전공(20),전공(40) 진영훈 사/ 화5,6,7
핵심교과군 0685001 UI/UX디자인 4 3 40 김현숙,백순화 사/ 화5,6,7 본부509 전공(40),전공(20),전공(40)

김현숙,백순화 사/ 화5,6,7
핵심교과군 0685002 UI/UX디자인 4 3 40 임장훈 사/ 화5,6,7 본부510 전공(40),전공(20),전공(40) 임장훈 사/ 화5,6,7
핵심교과군 0959001 콘텐츠기획및실습 3 3 40 조용석 사/ 화1,2 본부509 전공(40),전공(20),전공(40) 조용석 사/ 화1,2



첨단IT학부(AR·VR전공)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시수 학점 제한인원 신입생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담당교수 요일/교시

핵심교과군 0959101 디지털영상촬영과편집 4 3 40 임장훈 사/ 월7,8,9 본부510 전공(40),전공(20),전공(40) 임장훈 사/ 월7,8,9
핵심교과군 0959201 디지털스토리텔링 3 3 40 김현숙 사/ 월2,3 본부509 전공(40),전공(40),전공(20) 김현숙 사/ 월2,3

핵심교과군 0959401 UI/UX프로그래밍 4 3 40 미지정 사/ 화2,3,4 본부510 전공(40),전공(40),전공(20) 미지정 사/ 화2,3,4
핵심교과군 0959501 유니티엔진 4 3 40 진영훈 사/ 화5,6,7 본부505 전공(40),전공(40),전공(20) 진영훈 금2,3,4/사
심화교과군 0351901 3D캐릭터디자인 4 3 40 김현숙 사/ 월4,5,6 본부510 전공(40),전공(20),전공(40) 김현숙 사/ 월4,5,6
심화교과군 0367402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이시은 사/ 화2,3,4
심화교과군 0367403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이시은 사/ 화6,7,8 본부520 혁신(25),전공(75)
심화교과군 0367404 데이터베이스이론 및실습 4 3 40 강상규 화5,6,7,8 본부206 혁신(25),전공(75) 강상규 화5,6,7,8

심화교과군 0685003 UI/UX디자인 4 3 40 백순화 사/ 월5,6,7 본부509 전공(40),혁신(20),혁신(40) 백순화 사/ 월5,6,7
심화교과군 0957601 인공지능 4 3 40 차대현 사/ 수7,8,9 본부514 전공(50),전공(50) 차대현 사/ 수7,8,9
심화교과군 0957602 인공지능 4 3 강상규 수4,5,6,7

심화교과군 0959601 AR/VR콘텐츠서비스마케팅 3 3 40 백순화 목7,8/ 사 본부509 전공(40),전공(40),전공(20) 백순화 목7,8/ 사

심화교과군 0959801 디지털트윈VR프로젝트 4 3 미지정 금4,5,6/사
심화교과군 0959901 언리얼엔진 4 3 미지정 사/ 월1,2,3
심화교과군 0960001 AR/VR콘텐츠프로젝트 4 3 40 진영훈 사/ 수7,8,9 본부505 전공(40),전공(40),전공(20) 임장훈 사/ 수7,8,9
심화교과군 0960101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 4 3 구민정 사/ 월4,5,6
응용교과군 0351902 3D캐릭터디자인 4 3 40 김현숙 사/ 수1,2,3 본부509 전공(40),혁신(20),혁신(40) 김현숙 사/ 수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