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인문예술전공

“Digital, Creative, Human”

“문과의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를 외치다”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문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문학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인문학의 지적 자산과 미적 감각, 창의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인문예술 융합전공은 

디지털 문명과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함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것이다.

수준2     디지털인문예술입문 / 인문데이터베이스기초 / 빅데이터인문학 / 디자인기초 

    인문통계시각화와R기초  / 스토리텔링디자인 / 문화콘텐츠입문 

    인문관계망시각화 / 디지털매체와예술 / 디지털시각디자인 / 대중서사양식의이해 /

수준3     오디세이세미나3 / 이미지영상창작 / 인문데이터분석과시각화 / UX디자인 / 

    인문지리정보시각화 / 디지털인문예술마케팅 / 디지털콘텐츠제작실습 / 

    시각예술의역사 / 지역사회와역사문화콘텐츠 / 데이터아트 /  

    신화구조와이야기의원형/디자인경영/서비스디자인

수준4     캡스톤프로젝트 / 캡스톤디자인:영상콘텐츠편집실습 / 인문학도를위한인공지능 /  

    인문데이터마이닝과Python기초 / 캡스톤디자인:지역문화콘텐츠기획 / 

    지역문화예술경영 / 지역사회현장실습:인턴십 / 경험디자인고급과정/ 

    고객경험의디자인및관리

 교과과정

· 빅데이터 분석가(언어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데이터 과학자(인문 정보자료 통계 처리 시각화)
· 웹, 앱, 그래픽,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 디지털 예술, 이미지, 영상 창작자
· 전자 출판 전문가 

· 문화 기획, 창작, 운영 전문가
·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문가
·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디지털 큐레이터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
· 디지털 마케팅, 홍보, 기획 전문가

 졸업 후 진로

· 대체학점인정제도 -  국어국문학전공, 철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중국학과, 러시아학과, 

데이터과학융합스쿨,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사학전공, 미디어스쿨의 교과목을 

최대 9학점까지 미래융합스쿨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 코드쉐어링교과목 –  국어정보학(국어국문학과), 코퍼스언어학(영어영문학과), 

텍스트마이닝(데이터과학융합스쿨), 텍스트정보처리(SW융합대학), 

[명저]인공지능시대의인문학적상상력(자유교양전공), 인공지능과  

멀티미디어 중국어, 중국 옛문인들의 삶과 예술(중국학과),  

디지털시대의 영어영문학(영어영문학과)

· 주전공 시 오디세이세미나3 필수 수강, 복수전공 전공학점 33학점 이수. 
   (영상문예창작 협동전공 소속 학생이 이미 수강한 영상문예창작 협동전공 교과목은 모두 디지털 인문예술전공 교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점인정제도
및
졸업기준

·구글 애널리틱스 전문가 자격증
 (Google Analytics Individual Qualification)  
· 웹디자인기능사 
· 시각디자인기사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사 
· ADP (데이터 분석 전문가) 

 기타사항 
(추천자격증)

 교수진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김명준 한국고전문학, 스토리텔링 고려대학교

김용수 미국소설, 영화, 디지털인문학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김성우 UX, 경험디자인, 사회혁신디자인 연세대학교

양태근 중국근현대정치사상, 대만사 대만국립중산대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이승은 한국고전문학, 데이터베이스 고려대학교

조정래 동양미학, 예술사 중국사회과학원

한수미 응용언어학, 언어평가 Northern Arizona University



여행사, 리조트, 호텔업, 외식업, 테마파크, 컨벤션전시센터, 컨벤션뷰로(CVB), 컨벤션기획회사, 

전시기획회사, 항공사, 카지노, 크루즈사, 이벤트사, 레저스포츠산업, 의료관광산업(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의료관광마케터), 문화관광분야(문화관광해설사), 공무원 및 공사(중앙/지자체 관광분야 공무원(강원도청, 

춘천시청 등),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관광공사), 관광사업자단체(한국관광협회중앙회, MICE협회 등), 

국·도·시·군립공원, 프리랜서(해외여행 통역가이드(국외여행인솔자 및 현지가이드), 여행작가, 여행전문기자, 

PCO(컨벤션기획사), PEO(전시기획사), MP(미팅플래너), PP(파티플래너), WP(웨딩플래너),  

SNS 여행컨텐츠프로그래머 등)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고태규 관광/레저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김도희 호텔/관광 Virginia Tech

전진희 관광/레저 Texas A & M University

윤효영 상법 고려대학교

심보경 글쓰기 및 토론(국어학) 한림대학교

윤은주 SNS관광커뮤니케이션 서강대학교

글로벌협력전공 융합관광경영전공 의약신소재전공 융합신소재공학전공 

세계(global)와 한국, 그리고 지역(local)을 연결하는 사회혁신가의 요람 관광산업에 필요한 융합형 실무중심 관광인재 양성  미래 의약 및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실무형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융합인재를 양성

융합신소재가 미래융합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글로벌 협력전공’은 글로벌 협력 전문가와 사회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전공으로서, 학생들을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사회혁신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시켜 국내는 물론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학생들은 글로벌 협력과 사회혁신 분야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 학습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게 되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국내와 글로벌 환경 모두에서 창업과 창직, 취업 등 자신의 Career를 개척해나갈 수 있습니다.

·  관광학과 경영학, 인문학, 법학, 레저스포츠학, 식음료학, IT기술, 의학 등 다학제간 융합지식을 학습하는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

· 신아이디어와 IT산업 환경에 적합한 미래 관광산업 맞춤형 관광인재 양성

·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신성장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전세계적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의약 산업은 미래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면, 국내 의약 산업을 선도해 나갈 인력을 배출하는 전문 교육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의약신소재 융합전공은 R&D 개발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비임상 및 임상 실험, 의약품 생산, 시설, 및 

품질 관리, 의약품 인허가, 마케팅 등의 현장 실무적 교육을 통해 미래 선도 산업을 이끌어갈 의약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융합신소재공학은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21세기 산업분야의 핵심소재를 연구·개발하는 독립분야일 뿐 아니라, 

바이오/의료 분야와 학문적으로 연계하여 그 과학과 기술을 융합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차세대 

의료기기 분야의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과정에서는 소재 

전반에 관한 기초 이론을 심도있게 학습하고, 이에 관한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소재 

및 소자, 생산 공정 등을 기획·설계하고 이를 응용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기초 과학과 공학, 첨단 

지식을 기반으로 BT(Biotechnology) 및 4차산업혁명 분야 등 미래 핵심 산업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수준2     융합관광마케팅 / 레저스포츠관광론 / 식음료경영론 / 국제관광의이해 / MICE산업경영론 / 

    관광비즈니스영어

수준3      오디세이세미나3 / 의료관광산업론(종합설계) / MICE운영기획론 / 지역축제운영기획론 / 

    항공운송서비스론 / 스마트관광 / 한류관광론(종합설계) / 호텔실무론 / 여행에세이쓰기 / 

    항공운송커뮤니케이션 / 관광상품개발기획론(종합설계)

수준4      관광자원개발 / 관광조사방법론 / 국외여행인솔실무 / 관광법규의이해 / 

    SNS관광커뮤니케이션 / 캡스톤디자인

수준2     의약신소재특강 / 천연의약학개론 / 치료용생체고분자 / 약용식물학 / 약리총론 / 

    생체신호전달시스템 / 임상영양학 / 에너지대사생화학

수준3     오디세이세미나3 / 의약화학 / 마이크로바이옴과질병 / 정밀의료와유전체학 / 

    의약신소재약물전달시스템 / 천연물분리및구조결정학 / 의약신소재합성 / 

    독성및약물동태학 / 신경과학과뇌질환

수준4     GCP(Good Clinical Practice)의 임상개발 / 의약개발계획론 / GMP와 의약품생산공정 / 

    의약품인허가 / 캡스톤디자인:의약연구1 / 캡스톤디자인:의약연구2 / 의약나노소재화학
· 대체학점인정제도 -  경영대학(관광산업론, 호텔경영관리, 장소마케팅 등 포함), 인문대, 사회대, 

미래융합스쿨, 체육학과, 글로벌비지니스전공의 교과목을 최대 9학점까지 

미래융합스쿨 융합관광경영전공 학점으로 인정 

(전공 주임 교수가 인정 교과목 限)

· 주전공 시 오디세이세미나3 필수 수강, 복수전공 학점 33학점 이수.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교수진

 교수진

수준2      글로벌리더십, 지속가능발전론, 사회적기업가정신, 지속가능디자인-캡스톤디자인, 

     모두를 위한 통상,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간안보, 글로벌협력과 도시공공외교, 

     기후변화와 글로벌협력 

수준3      디지털혁신과 개발협력, 서비스러닝 캡스톤디자인, 글로벌 사회혁신 사례연구, 

   한일문화 커뮤니케이션, 한일언어와 문화, 글로벌 비교도시론

수준4      글로벌협력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 ESG 벤처링 캡스톤디자인,  

    사회혁신 비즈니스 경영 ,  글로벌 리빙랩 캡스톤디자인, 세계분쟁과 정치,  

    위험사회와 지역갈등 관리, 녹색기술과 ODA

 교과과정  교과과정

 교과과정

‣ 소셜 벤처/ 비영리 스타텁/ 사회적 기업 창업

‣ 소셜벤처/ 지역혁신/ NGO의 사회혁신 기획자 및 운영자

‣ 서울 및 지역단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코디네이터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 분야 코디네이터 

‣ 기업 ESG 및 사회공헌 담당 매니저/ 해외 사업 매니저

‣ 글로벌개발협력 분야 공공기관 취업 (e.g. KOICA, 코웍스 등)

‣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NGO 전문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투게더 등)  

‣ 개발협력 전문 컨설팅 기관 취업 (KODAC,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등)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  
 개발원조 및 문화협력 파견 전문가

‣ODA 전문가 자격 취득  ‣소셜 벤처/ 비영리 스타텁 창업 밀착 지원 

 졸업 후 진로

 기타사항

· 대체학점인정제도 -  화학과,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식품영양학과의 교과목을 최대 

9학점까지 의약신소재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 수준별이수의무 - 각 수준마다 최소 6학점을 이수하도록 권장

· 선수강학습 - 기초생명과학/일반생물학, 일반화학 등  수준1의 전공기초 과목의 선수강을 권장함

· 주전공 시 오디세이세미나3 필수 수강, 복수전공 전공학점 33학점 이수.

‣ 의약학 및 생명과학 관련 대학원 진학, 유학 등

‣ 제약회사, 바이오기업, 화장품회사, 식품 회사 등 연구소

‣ 국공립연구소, 대학 및 병원 연구소

‣ 벤처 창업 등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최수영 생화학 Univ. of Tennessee, Knoxville

박진서 면역학, 바이러스학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한규형 분자유전 Columbia University

조윤신 유전체학
Univ.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이근욱 암생물학, 면역학 연세대학교

박종국 RNA 생물학 Ohio State Univ

이찬희 분자의과학 KAIST

임순성 식품화학, 건강기능식품 고려대학교

 졸업 후 진로 융합신소재공학은 2017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대학원, 다양한 기업으로의 취업이 진행 중이며, 2018~2020년도 

79%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의약품, 화장품, 생체용 소재 및 의료기기 관련 병원 및 국공립/산업체 연구소

·  신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국공립/산업체 연구소

· 금속, 세라믹, 고분자 소재 관련 국공립/산업체 연구소

· 자동차, 반도체 장비 관련 국공립/산업체 연구소

· 의약품, 화장품, 생체용 소재 및 의료기기 산업체

· 신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체

· 금속, 세라믹, 고분자 소재 산업체 

· 자동차,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체

바이오 메디컬 공학 연구개발 융합신소재 산업체

 교과과정

특성화 분야

목    표

미래융합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BT-NT-IT 융합기술기반의 미래융합 신소재 산업의 
핵심기술 인력 양성

재료과학개론Ⅰ

재료과학개론Ⅱ

재료유기화학

소재열역학의 이해Ⅰ

소재열역학의 이해 Ⅱ

고분자소재

2학년
전공 기초

신소재실험Ⅰ 

의생명공학개론

 신소재특강Ⅰ

캡스톤디자인Ⅰ

운동량및에너지,물질전달 

신소재실험Ⅱ

상변화와미세조직 

신소재특강Ⅱ

바이오소재

재료기기분석

3학년
전공 심화(창의설계)

나노-바이오소자 

반도체공정 

공학도를위한병리학

융합신소재공학 콜로퀴엄 I

마이크로나노시스템

의용생체공학개론 

캡스톤디자인 II 

3D바이오프린팅공학 

융합신소재공학 콜로퀴엄 II

4학년
전공 심화(산업체인턴쉽)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양기웅 국제관계 University of Tokyo(東京大學)

강민정 사회혁신 University of Edinburgh

주한나 국제개발협력, 공공외교 연세대학교

최혜민 정책학, 도시정책 서울대학교

사이토 아케미 한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고려대학교

 교수진

학점인정제도
및
졸업기준

· 대체학점인정제도 -  국어국문학, 사학전공, 영문학과, 러시아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미디어스쿨, 융합인재학과, 정보법과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정치행정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광고홍보학과, 경영학과 과목에  

 대하여 9학점까지 미래융합스쿨 글로벌협력전공 학점으로 인정

· 주전공시 오디세이 세미나 3학점 필수 수강, 복수전공시 33학점 수강

학점인정제도
및
졸업기준

학점인정제도
및
졸업기준 · 대체학점인정제도 –  미래융합스쿨, 환경생명공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의약신소재전공의 교과목을 미래융합스쿨 융합신소재공학전공 학점으로 최대 

9학점까지 인정

· 선수강학습 – 일반화학 및 실험, 일반생물학 및 실험, 일반수학 등 수준1의 기초 과학 과목의 선수강을 권장함

· 전공필수 교과목: 오디세이세미나3, 졸업논문 제출 및 복수전공 학점 33학점 이수

학점인정제도
및
졸업기준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황희곤 MICE관광 서울대학교

권유홍 이벤트 및 지역축제 한양대학교

이지원 MICE관광 한림대학교

임숙영 항공운송서비스 세종대학교

강흥림 의료관광 강원대학교

최경호 레저스포츠관광 고려대학교

위나라 경영/인사관리 성균관대학교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박경호 임상영양학, 피부영양학 경희대학교

김영동 식물분류학 Univ. of Texas at Austin

전성호 면역학 서울대학교

김봉수 미생물학 서울대학교

이정태 유기화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이우람 무기화학 고려대학교

NIMSE 유기화학 Hallym University

서홍원 약리학
Medical college of 

Wisconsin, Milwaukee

 교수진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성건용 재료공학 한국과학기술원

박 민 신소재공학 연세대학교

박종민 신소재공학 연세대학교

김헌기 반응공학 University of Florida

박진용 분리공학 서울대학교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최경찬 진단검사의학 영남대학교

허성오 약리학 Cornell University

박찬흠 재생의학 강원대학교

김순희 유기신소재 전북대학교

조한상 기계설계학 서울대학교

·  융합신소재 공정 및 측정 실습실 

  - 융합신소재 공정 실험실습실(한림대학교 나노팹) 및 바이오팹을 통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소재 공정 실험실습을 위한 나노팹 및 박막공정실습실 보유 및 실무 중심의 실험실습을 통한 

 맞춤형 융합신소재 인재를 양성 중

·  융합신소재 바이오팹을 구축하고, 미래융합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인재 양성을 위한 실험실습을 

 진행 중

실험실 
및 
연구실

소
개
영
상

홈
페
이
지

성 명 전 공 학위수여대학

유승금 한국어교육 한양대학교

송인재 디지털인문학 성균관대학교

박중열 지속가능 디자인/ 
사회적기업 (현) ㈜ 제리백 대표/ KA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