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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목적

가. 교육 수요 및 고등교육 발전 양상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제공

나. 석사과정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다.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교육 지속 및 인재 양성

라.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자가 발전을 통해 대학 경쟁력 제고

2. 추진 조직

지표관리자

구  성 스마트융합대학원장, 교원, 직원

역  할

Ÿ 학기별 신입생, 재학생, 중도 탈락률, 장학금 등의 각

종 정량 지표 산출 및 관리 

Ÿ 정성 평가 확인 및 관리

자체평가

위원회

구  성 스마트융합대학원장, 주임교수, 직원

역  할
Ÿ 지표 현황 확인 및 분석

Ÿ 평가결과 활용 방안 건의

발전계획 

위원회

구  성 스마트융합대학원장, 운영위원, 직원

역  할
Ÿ 자체평과 결과를 토대로 발전계획 수립

Ÿ 발전계획 내의 각종 사업 추진, 교육 커리큘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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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원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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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표

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나.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다. 정보기술 기반 융합 콘텐츠 인재 양성

2. 대학원 조직도

스마트융합

대학원장

운영
위원회

스마트시스템학과

(정보시스템전공, 실감콘텐츠기술전공, 
지능정보통신전공)

게임학과

(게임학전공, 스마트러닝콘텐츠전공)

뷰티융합전공

관광산업전공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도시계획부동산전공, 부동산자산관리전공, 
스마트도시부동산전공)

교학팀

의료기기산업전공

3. 대학원 발전계획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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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지표별 대학원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 

    1) 신입생 충원율(해당연도 4.1. 기준)

    

기준
연도

입학정원
(A)

지원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D/B)×100
비고

계
정원내(B) 정원외

계
정원내(C) 정원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8 48 39 27 12 0 0 36 25 11 0 0 75

2019 50 60 30 20 5 5 40 26 13 0 1 78

2020 48 60 40 18 1 1 53 35 16 1 1 106.3

   

    2) 재학생 충원율(해당연도 4.1. 기준)

   

기준
연도

학생정원 
(A)

학생모집
정지인원 (B)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
{C/(A-B)}×100

비고
계 (C)

석
사 

박
사 

석박사 
통합 

2018 96 0 67 67 0 0 69.8

2019 98 0 86 86 0 0 87.8

2020 98 0 90 90 0 0 91.8

    3) 중도탈락률

   

기준
연도

재적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

학생비율(%)
(B/A)×100

비고계
(B)

미
등
록

미
복
학

자
퇴

학사
경고

학생
활동

유급
제적

수업연
한초과

기
타

2017 44 2 0 1 1 0 0 0 0 0 4.5

2018 71 5 2 0 3 0 0 0 0 0 7

2019 92 7 2 4 1 0 0 0 0 0 7.6

    ※재적학생(A) : 해당연도 4.1. 기준

    ※중도탈락학생 : 해당연도 3.1. ~ 다음 년도 2.28.까지의 제적생 및 자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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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단위: 명, 천원

    

기준
연도

재학생
(A)

교내외 장학금 총계
(B)

재학생 1인당 장학금
(C=B/A)

비고

2017 45 153,693 3,415.4

2018 65 200,639,782 3,086,765.9

2019 87 266,690,228 3,06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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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및 추진과제 도출

가. 자체평가 결과

1)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증가 강화 필요 

-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 필요

2) 중도이탈율

- 중도이탈율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 논의 필요

-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 및 면담 체계화 필요

3) 교내 시스템 개편

- 전용 실습실 개편 및 활용 계획 수립 필요

- 전용 세미나실 및 강의실 확충 필요

4) 원우회 지원

- 원우회 활동 지원을 통해 동문 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나. 추진과제 도출

1)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증가

-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통한 정원내외 신입생 충원 활성화

- 정원외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제공

-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 및 면담 체계화를 통한 학업 관리

- 중도이탈율 감소를 위한 학업 관리 방안 논의

2) 교육 시스템 개편

-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다양한 전공교육의 활성화

- 전용 실습실 개편을 통한 학생 복지 지원 및 실습교육 활성화

3) 산학협력을 통한 대내외적 내실 구축

- 산학협력 협약 체결을 통한 학생 모집 및 취업 연계 

- 단기형 인텐시브 강의 등을 통한 전공 교육 내실화

4)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학원 네임밸류 제고 및 홍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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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평가 추진 효과

1. 효과적인 재적생 관리

-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재적생 학업 관리도 향상

- 석사학위 수여 대상자의 논문 작성 활성화를 통한 연구 실적·실무 활용도 제고

2. 산학협력

- 산학협력 체결을 통하여 신입생 충원 확대

3. 학과(전공)별 교과과정 확립

- 시대에 맞춘 학과(전공)별 교과목 리스트 수정, 커리큘럼의 선순환 구조 형

- 다양한 전공 교과목 수강 기회 확대를 통한 재학생 만족도 제고

- 이론-실습-심화 과정의 커리큘럼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4. 신입생 충원율 유지 및 증가 방안 도출

- 전년 대비 신입생 지원율 상승

- 대학원 홍보 및 동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입생 충원율 상승 방안 도출



스마트융합대학원 발전계획안

2021. 01.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박병준 스마트융합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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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분석 – 교육목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정보기술 기반 융합
콘텐츠 인재 양성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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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분석 - 세부목표

ICT 학문 융합분야를 선도하는

스마트융합대학원

당신도 ICT 학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수한융합형인재양성과창의적인인재로서의자질향상을목표로다양한콘텐츠의
종합적인학문과산학연계프로젝트를진행함으로써미래의핵심인력으로양성한다.

첨단기술발전의변화에적극대처하고, 대학의강점인전자정보공학의우수한인프라와문화
산업및 미디어분야에축적된인적, 지적, 물적자원을융합하여 ICT 핵심 학문분야와제
4차산업혁명의 ICT 학문융합분야에필요한교육을시행한다.

산업계수요 요구를반영한맞춤교육을진행하며콘텐츠중심의창의적기획과제작교육의
실무를겸함으로써산업계맞춤인력양성을목표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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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분석 - 연혁

1990. 11.    전산대학원 설립 인가

2000. 09.    정보과학기술대학원 으로 명칭 변경

2003. 02.    정보통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10. 03.    정보콘텐츠대학원 으로 명칭 변경

2017. 11.    스마트융합대학원 으로 명칭 변경

2018. 08.    정원 48명 / 3개 학과 3개 전공

2020. 08.    정원 58명 / 4개 학과 1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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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분석 - 현황: 교직원 현황

자연과학대학
정형원교수게임학과

관광외식산업학과

스마트시스템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의료기기산업전공

스마트융합대학원
류기환교수

스마트융합대학원
권순철교수

산학협력단
조용천교수

교학팀
교학팀장
손화수

직원
고현정

스마트융합대학원장
박병준

스마트융합대학원조직및학과

스마트융합대학원
고진수교수

직원
이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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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분석 - 현황: 학과 및 학생 현황

학과 및 전공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계

게임학과 1 12 2 3 18

관광산업전공 2 5 5 7 19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 7 1 9 20

미디어뷰티아트전공 1 1 2

뷰티융합전공 1 2 1 2 6

스마트시스템학과 2 8 4 5 19

의료기기산업전공 1 1

계 9 34 15 27 85

2020년 2학기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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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분석 - 현황: 학과 및 학생 현황

도시계획부동산학과게임학과스마트시스템학과

관광외식산업학과 의료기기산업전공

4개 학과및 1개전공개설

- 4개 학과 [스마트시스템학과, 게임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관광외식산업학과]

- 1개 전공 [의료기기산업전공]

- 정보시스템전공
- 실감콘텐츠기술전공
- 데이터사이언스전공

- 게임학전공
- 스마트러닝콘텐츠전공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 부동산자산관리전공
- 스마트도시부동산전공

- 관광산업전공
- 외식산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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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분석 – SWOT 분석

• 대학원 신입생 확보 제한

• ICT 대외 브랜드 약화

• 특수대학원 인식 저하

• ICT융합연구 수요 창출

• ICT전공교수 연구진 구축

• ICT융합교육 수요 창출

• ICT 연구실적요구

• ICT 산학협력실적

• 홍보 예산 지원 미흡

• 학부 연계학과불일치

• 교수·학생연구 공간 부족

• 게임전용실습 공간 미확보

• 산업계 인력 인프라

• ICT 산업체들의인식 양호

• ICT 연구 특성화 강화

• ICT 분야 학과, 전공 특화

• 원우회 동문 활용

강점[S] 약점[W]

위기[T]기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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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핵심목표

목표

추진체계

교과과정

산업수요 업계 요구 반영한 맞춤 교육을 진행하며 콘텐츠
중심의 창의적 기획과 제작 교육의 실무를 겸함으로써 산업계

맞춤 인력 양성

우수인력유치 및
양성체계 정립

산학인프라강화
실용학문위주
교육커리큘럼

① 산학프로젝트 ② 학과융합과정 ③ 워크샵 및 세미나

대학원
대학원
산업계

대학원

스마트융합분야잠재적우수
인력을발굴및 육성

급변하는기술환경에대처할
교육인프라확충

실무형산학프로젝트지원을
통한맞춤형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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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추진체계

제안 1 : 우수 신입생 유치 및 인력양성 체계 정립

• 산업계 수요 조사에 따른 인력 양상 체계

•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임직원 유치 : 우수인력 산업계 추천 유도

• 정보과학교육원 학점은행제 연계 우수 학생 유치

• 교직원, 겸임교수, 외래강사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장학금 지원 등 수혜 방안 강구

제안 2 : 우수 교원 및 실무형 강사 확보

• 교강사 실적 및 평가 결과 반영

• 대학 학부 연계 전임교원 활용

• CEO 겸임교수 및 외래강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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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추진체계

제안 3 : 탄력적 전공 운영

• 시대적 트렌드 적극 수용

• 융합 분야의 학문 추구

• 광운 강점의 전공 모색

• ICT 분야 전공의 확대, 틈새시장 지향

제안 4 : 교과과정의 특성화

• 수요자 중심 과목 개설 : 산업계 수요 조사 必

• 재교육형 실무 위주 과목 개설

•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커리큘럼 확대



13/33

II. 발전전략 – 추진체계

제안 5 : 산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정부기관 및 기업체와의 연계 모색

•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 기관 발주 프로젝트 수주 활용

•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에 따른 홍보 및 지원

• 프로젝트 필요 기반 인프라(장비, 공간 등) 구축

•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MOU에 따른 인프라 강화

•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투자 유치 및 발전 기금 체계화

제안 6 : 대학원 동문회 활성화

• 동문회 창립: 2010년 3월 29일

• 정기 모임 활성화

• 원우회 대학원 발전 기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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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추진체계



15/33

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스마트시스템학과)

교육 목표

스마트시스템학과 교육목표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스마트시스템학과는 ICT 융합 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갈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정보요구와 정보 활용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정보의 역할을 파악하며, 문화를 이해하는 스마트

인프라 설계에 교육 중점을 둔다. 정보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 실감콘텐츠기술

세부 전공 구성을 통해 지능정보, 콘텐츠, 연결, 시스템, 인간에 대한 융복합 교육을

목표로 한다.



16/33

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스마트시스템학과)

학과전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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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스마트시스템학과)

주요 교과목

전공명 주요교과목

정보시스템전공

·데이터시스템특론

·고급C프로그래밍

·마이크로프로세서특론

·모바일인터넷프로그래밍

·시맨틱웹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방법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운영체제

데이터사이언스전공

·데이터사이언스 특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비정형데이터분석

·딥러닝 분석

·데이터시각화

·비지니스어낼리틱스

실감콘텐츠기술전공

·실감디스플레이

·휴먼컴퓨터인터페이스

·VR/AR콘텐츠

·홀로그램제작세미나

·디지털홀로그래피

·실감영상콘텐츠제작세미나

·실감영상정보처리

·실감영상휴먼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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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스마트시스템학과)

핵심 목표

IT 융합 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갈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

인간의 정보요구와 정보 활용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정보의 역할을 파악하며,

문화를 이해하는 정보 인프라 설계

⇩

지능정보 콘텐츠 데이터 시스템 인간

⇩ ⇩ ⇩ ⇩ ⇩

세부전공분야

정보시스템전공 데이터사이언스 실감콘텐츠기술

· 광운대 IT 우수 인프라

· 정보과학교육원 관련 학과

· 광운대 IT 우수 인프라

· 4차산업혁명

· 타전공 및 산업 융복합 적용

· 광운대 3D, 홀로그램 분야 우수 인

프라 구축



19/33

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스마트시스템학과)

학과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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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게임학과)

교육목표

게임학과 교육목표

본 학과에서는 공학, 예술학, 인문사회학 등의 총체적인 기술 융합인 게임의 학문적

연구 및 산업적 연구 와 개발을 위한 전문 학습 및 교육 등의 내용 속성을 학습하고

연구하여 경쟁력과 상업성을 갖춘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과 더불어, 재미있는 게임

요소를 활용하여 교육, 훈련, 치료 등의 목적성을 가진 콘텐츠 제작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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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게임학과)

I

II

스마트교육은 21세기 학습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계를 의미하며, 교육환경, 교육내용, 방법,

교육체제의 혁신을 위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학생들에게 문제시 되고 있는 인터넷 과다 사용을
스마트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제작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학과전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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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게임학과)

주요 교과목

게임학전공

1 게임학의 이론

2 게임문화론

3 게임기획론
4 게임기술론

5 게임분석론

6 게임소재론

7 게임그래픽 세미나

8 게임 고급 프로그래밍

9 게임디자인론

10 재미이론

11 게임스토리텔링
12 게임사운드

13 게임산업과 법제도연구

14 게임제작프로젝트 1, 2

스마트러닝콘텐츠전공

A 스마트(e)러닝의 이해

B 교수학습설계

C 게임기반학습의 이해

D 교수학습심리학

E 에듀테인먼트 이해와 활용

F 콘텐츠 산업과 마케팅

G 콘텐츠미디어아트

H 기능성 게임 세미나

I 창의적 콘텐츠 발상

J
교수학습콘텐츠 설계

교수학습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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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게임학과)

핵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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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게임학과)

추진계획

4 차산업혁명과스마트기술에기반한미래형인간중심의기능성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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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게임학과)

학과발전계획



26/33

질의자동대응, 관광지, 코스, 행사, 관광정보 검색, 
관광경비 추산, 마케팅자료 활용

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관광외식산업학과)

교육 목표

관광외식산업학과 교육목표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관광외식산업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한 각국 간의 관광객 유치

열기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무한서비스 경쟁시대를 맞이한 외식산업은 IT와의

융합을 통해 산업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외식산업의 서비스와 IT기술과 자원의 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체계를 창출하고 , 관광외식산업과 IT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외식상품의 기획, 개발 및 마케팅전략 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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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관광외식산업학과)

학과전공소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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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관광외식산업학과)

주요 교과목

주요 교과목

관광마케팅연구

관광콘텐츠연구

관광행동연구

호텔경영연구

호텔산업트렌드분석

호텔외식경영전략연구

외식프랜차이즈경영론

MICE산업연구

관광연구방법론

융복합관광정책세미나

리조트산업연구

관광산업과 IT

IT관련 교과목

ICT 관광서비스

관광산업빅데이터

관광ICT플랫폼

관광정보클라우드시스템

관광웹서비스콘텐츠연구

ICT플랫폼마케팅연구

앱기반의관광산업

서비스사이언스론

관광플랫폼구축방법론

관광IT컴퓨팅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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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관광외식산업학과)

핵심 목표



30/33

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관광외식산업학과)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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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관광외식산업학과)

학과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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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육목표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육목표

1. 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전자정보통신과학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 운영을 통해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2. 도시 쇠퇴 및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재생분야의 융합형 미래 도시부동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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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공소개

II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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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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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의료기기산업전공)

교육목표

의료기기산업전공 교육목표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기기 R&D기획 전문가,

의료기기 혁신 제품화 전문가 , 의료기기 인허가 및 규제 전문가 , 의료기기

기술경영·마케팅 전문가로 교육 프로 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위한 국내 〮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물론 협약한 기업과

학생의 진로 특성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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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의료기기산업전공)

학과전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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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의료기기산업전공)

주요 교과목

주요 교과목

바이오디자인 Ⅰ

바이오디자인 Ⅱ

의료기기산업 Ⅰ

의료기기산업 Ⅱ

의료기기 산업규제 Ⅰ

의료기기 산업규제 Ⅱ

의료기기 산업규제 Ⅲ

의료기기 산업규제 Ⅳ

의료기기 혁신 제품화 Ⅰ

의료기기 혁신 제품화 Ⅱ

의료기기 혁신 제품화 Ⅲ

의료기기 혁신 제품화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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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의료기기산업전공)

핵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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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의료기기산업전공)

추진 계획

Next, Digital Healthcare

전세계 의학 및 의학산업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질병의 치료 및 진단에서
건강 관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헬스케어와
ICT 기술융합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수명 연장 및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의 지속적 증가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ICT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헬스케어 산업내 활용도를 높이며 지속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의료기기산업전공』에서는 Healthcare Big Data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정밀의학 구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료 정보의 Digital화, 
Interoperability, 기관간 연계된 Data 및 분석 역량에 대한 니즈 증대로 인한
전문인력의 양상이 앞으로 우리 『의료기기산업전공』 이 선도해야 할 미래
의과학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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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전전략 – 학과(전공)별 발전계획(의료기기산업전공)

학과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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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대성과

우수 신입생 유치 및
인력양성 체계 정립

우수 교원 및 실무형
강사 확보

탄력적 전공 운영

교과과정의 특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

산업계 기여 활성화

실용 학문적 성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대학원 동문회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