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육목적

최근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4차산업사

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융합 실무 역량’, 창업을위한 ‘기업가 정신(창업)’ 및 ‘사회봉

사’ 역량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서비스러닝’ 등) 을 고루 갖춘 AI 인재 양성

2. 교육목표

2.1 교육목표 

① 4차산업사회를 이끌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지닌 건전한 지성인 양성
② 인공지능에 관련된 최첨단 핵심 기술 전문기술자 양성
③ 융복합적∙ 공학적 설계 역량을 지닌 능동적 스마트엔지니어 양성
④ 국가와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혁신적 스마트 전문인 양성

2.2대학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혼의 가
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
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합리적 지성인 양성 창의적 전문인 양성 선도적 세계인 양성

⇩
학과
(전공)
교육목적

4차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 융합 실무 역량’, 창업을위한 ‘기업가 정신(창업)’ 및 ‘사회봉사’ 역량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서비스러닝’ 등) 을 고루 갖춘 미래적 스마트 융합 인재 양성

⇩
학과
(전공)
교육목
표

4차산업사회를 이끌 창의
적인 도전정신을 지닌 건
전한 지성인 양성

인공지능에 관련된 최첨
단 핵심 기술 전문기술자
양성

융복합적∙ 공학적 설계
역량을 지닌 능동적 스마
트엔지니어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혁신적
스마트 전문인 양성

AI융합학과

2.3 학습성과 (졸업하는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

① ICT기술을 기초 공학의 학문 분야와 접목한 창조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능력
②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③ 인공지능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④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⑤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관련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⑥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⑦ 4차산업사회를 이끌 인공지능 전문 인재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⑧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분야 및 기초 공학의 선진기술을 융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능력



⑨ 4차산업사회를 이끌 미래적 인공지능 전문기술자로써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⑩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 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3. 학과현황

3.1 연혁

3.2 교수진

3.3 교육시설 및 설비

번호 명칭 면적(㎡) 주요 설비 및 기자재 주요 용도

1 PC실습실(60107호) 95 컴퓨터, 실습실용 집기류 PC를 이용한 실습

2 HW기계기구실습실(60335호) 95

수업용 딥러닝 서버 및 PC, 수업
용 드론, 실습용 3D 프린터 ,
Open Hardware 플랫폼, 실습실
용 집기류

HW기계기구를 이용한
실습

성명
출신교 최종

학위
명

전공
분야

주요 담당과목 비고
학사 석사 박사

안기영
한국과
학기술
원

Portla
nd

State
Univer
sity

공학
박사 프로그래밍언어

AI윱합학과 학부장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준영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공학
박사

건설
환경
공학

머신러닝, 건설안전, 지
반공학 AI융합학과 교수

신용구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공학
박사

인공
지능

딥러닝, 컴퓨터비전, 영
상처리

AI융합학과 교수

연도 주요연혁 비고

2019 스마트융합공학부 신설 입학정원 35명

2020 스마트융합공학부 1기 입학

2021 입학정원 증원 입학정원 60명

2022 소속 변경 공과대학 → 스마트융합대학

2022 AI융합학과로 학과명 변경 및 커리큘럼 개편



4. 교육과정

 4.1 운영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

학과 학위종별(국문) 학위종별(영문) 비고

AI융합학과 공학사 B.S. in Engineering
일반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제도 비운영
프로그램)

4.2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양과목

졸업최
저
이수학
점

전공
기초
(인증
필수)

전공일반+전공융합 필수

필수 선택 소계 비고

공
통
필
수

선택
필수

기초
과학
(BS
M)

계

스마트
융합대학

AI융합학과 0 0 82 82

66학점

이상

이수

20 7 0 27 128



4.3 교육과정 편제표

 가. 교과과정

▣ 전공 교과목 편성표 

학년 학기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강--실

1

1
선형대수학 (대학수학)
기초프로그래밍(융합프로그래밍)

3-3-0
3-2-2

2
확률과통계
고급프로그래밍

3-3-0
3-2-2

2

1

최적화이론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융합AI)
C프로그래밍 (융합공학개론)

3-3-0
3-3-0
3-3-0
3-2-2

2

딥러닝기초이론(DNN)
AI프로그래밍I
영상신호처리
자료구조

3-3-0
2-1-2
3-3-0
3-3-0

3

1

딥러닝심화이론(CNN)
AI프로그래밍II
컴퓨터비전
데이터베이스

3-3-0
2-1-2
3-3-0
3-3-0

2

자연어처리
자율주행
빅데이터
강화학습

3-3-0
3-3-0
3-3-0
3-3-0

4

1

AI음성인식응용
고급AI실습I
인공지능연구방법론
캡스톤디자인

3-3-0
3-0-3
3-3-0
3-2-2

2

고급AI실습II
융합AI시스템
차세대인공지능
인공지능의법과윤리

3-0-3
3-3-0
3-3-0
3-3-0

편성 학점 내 82-70-18



나. 비교과과정 졸업인증내규

인증평가항목 세부항목 최고점수(점)

학업 캡스톤디자인 200

다전공
다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2개 이상)
500

외국어 토익(최소 500점 이상) 200

취업
취업 및 대학원 진학 400
타 대학원 진학 200

졸업인증 기준점수 1000



교과목개요

00000 선형대수학 3-3-0

Linear Algebra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벡터,

행렬의 연산에 익숙해져야 한다. 따라서, 본 교

과목에서는 기초적인 벡터 공간, 벡터, 선형 변

환, 행렬, 연립 선형 방정식 등을 학습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최적화 이론에 필요한 기초

수학 이론을 다룬다.

00000  기초프로그래밍 3-2-2

Basic Programming

파이썬 언어는 간단한 문법구조 및 다양한 라이브러

리들을 갖고 있다. 인터프리터 형태의 언어이고, 풍

부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과목은 이

러한 파이썬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기초 프로그래밍 능력을 학습한다. 또한, 기초 프로

그래밍 기술을 학습하여 간단한 파이썬 응용프로그

램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00 확률과통계 3-3-0

Probability and Statics

확률 및 통계학은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

는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

및 추론을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확

률 및 통계의 여러 가지 기본 개념과 응용을 다

룬다. 특히, 확률변수와 조건부 확률의 개념, 확

률분포함수, 기댓값과 분산, 중심극한정리, 표본

분포, 신뢰구간과 추정, 가설과 검정, 분산분석

등을 다룬다.

00000  고급프로그래밍 3-2-2

Advanced Programming

이 과목은 고급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한다.

여러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 중, 데이터 타입, 제어흐

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등을 다룬다. 이 강좌에서 사용되는 예제와 문

제들은 문서처리, 간단한 그래픽 처리 및 이미지 해

석, 웹 프로그래밍 등 여러분야에 걸쳐 나타낸다.

00000  최적화이론 3-3-0

Optimization Theory

인공지능 시스템은 주어진 손실함수를 최적화

하도록 학습이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학습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이론에

관한 기초 교양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특

정의 집합 위에서 정의된 실수값, 함수, 정수에

대해 그 값이 최대나 최소가 되는 상태를 해석

할 수 있는 최적화 이론을 다룬다. 또한, 선형대

수학 이론을 통해 최적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00000  머신러닝 3-3-0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

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하나로, 인공지능의

기초 분야로 간주 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인공지

능의 기초 분야인 머신러닝 이론에 대해 선형대

수학, 최적화 이론과 결합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00000 인공신경망 3-3-0

Artificial neurons
본 교과목에서는 딥러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인공신경망에 대해 학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신경망 학
습에 필요한 기초 수학 지식들을 학습하고, 간단
한 인공신경망의 학습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또
한, 간단한 실습을 통해 인공신경망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한다.

00000  C프로그래밍 3-2-2

C Programming

C언어는 간단한 문법구조 및 다양한 라이브러리

들을 갖고 있고, 풍부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갖추

고 있다. 이 과목은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C언

어에 대한 기초 소양을 쌓는다. 또한, C언어의

배열, 포인터, 구조체, 파일입출력을 이해하고 사

용법을 익힌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해결을 위해

문제 분석, 구현, 디버깅 등의 단계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한다.



00000 딥러닝 기초 이론 3-3-0

Deep Neural Network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
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본 교
과목에서는 딥러닝을 구성하는 신경망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딥러닝들이 적용되는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신호처리 등의 분야에
적용하여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
운다.

00000 AI 프로그래밍I                  2-1-2

AI Programming I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 시스템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의 최근에 개발된 인공지능에 최적

화 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사용하여 구현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습하기 위해, 본 교과목에

서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인공지능 시

스템을 구현할 수 있은 텐서플로우 언어에 대해
배운다. 또한, 직접 실습을 통해 간단한 인공지

능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00  영상신호처리 3-3-0

Image Processing
최근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을

분석하거나 변환하는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

전 흐름에 따라, 영상에 인공지능을 기술을 적용

한 시스템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CCTV 등

실제 사회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

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 및 이해하

는데 필요한 영상 신호 처리에 관한 기초이론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00  자료구조 3-3-0

Data Structure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가 되는 자료구

조에 대하여 학습한다. 여기에는 배열, 리스트,

트리, 그래프 등의 기본 자료와 탐색, 정렬의 기

본적인 알고리즘 등이 포함 된다. 자료구조의 이

해를 통하여 자료구조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

계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배운다.

00000 딥러닝 심화 이론  3-3-0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합성곱 신경망은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
스템의 기술로써, 고차원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본 교과목

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에 대한 전공 이론을 이해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합성곱 신경

망이 고차원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게 한다.

00000 AI 프로그래밍II          2-1-2

AI Programming II
파이토치는 텐서플로우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구현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직

접 파이토치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해봄

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키
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00 컴퓨터비전 3-3-0

Computer Vision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하여
동작한다. 특히,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
스템은 영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본 교과목은 영상처리, 최
적화 이론, 머신러닝등을 융합하여 인공지능에
필요한 심화 된 영상 신호 처리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영상을 분석
및 변환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심화된 이론들을 배운다.

00000 데이터베이스 3-3-0

Database System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 및 정규화 과정, SQL에 대하여 소개
한다. 이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
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다. 둘째, 데
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의 원리 이해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 모델링 및 프로그래밍을 한다. 마지막으
로 SQL을 이용한 실제 응용 기술을 학습한다.



00000 자연어처리    3-3-0

Speech Recognition
음성 인식 기술이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

를 컴퓨터가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처리를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음성 인식 기술은 높은 정확도를 보

이고, 실제로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뵨 교과목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시스

템을 이해 및 구현에 필요한 전공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00000 자율주행 3-3-0

Autonomous Driving System
본 교과목에서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관련 이론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실

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심화 된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를 이해 및 분석하여,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00 빅데이터 3-3-0

Big Data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

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

를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

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빅 데이터

의 수집, 저장, 처리 및 분석, 사용 및 시각화가

필요하다. 본 교과에서는 이에 따른 여러 개념

및 기술들에 대해 소개한다.

00000  강화학습 3-2-2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은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제어이론에

필요한 기술로써 바둑을 두는 알파고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강화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강화학습이 적용되는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운

다. 또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강화학습 기술

들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00 AI음성인식응용      3-3-0

Advanced Speech Recognition
최근 개발되는 고차원의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은 실제 사람 수준의 음성 인식 정
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고차원
의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심화 된 음성 인식 관
련 전공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00  고급 AI 실습I 3-0-3

AI Practice I
본 교과목은 공부한 인공지능 전공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신경망 구

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구현 시 자주 발

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 및 해결하는 방법을 터

득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들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00 인공지능연구방법론 3-3-0

Research Methodology for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해 및 구현하기 위해서

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기술,

신경망 구조 설계 등 다양한 분야를 이해해야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해

및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각 요소들에 대해 이

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공지

식을 학습 및 연구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을 목

표로 한다.

00000 캡스톤디자인 3-2-2

Capstone Design
　본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실용적인 업무/연

구 학습 능력을 개발한다. 캡스톤디자인 과정은

학생들에게 산업체나 연구 과제에서 직면하는

실제의 문제, 개방형, 학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공학적 설계 과

정, 즉, 기능 요구 정의 개념화, 분석, 위험 요소

와 대책 확인, 선택, 물리적 프로토타이핑 등을

학습하고 적용한다.



00000 고급 AI 실습II 3-0-3

AI Practice II
본 교과목은 공부한 인공지능 전공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신경망 구

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구현 시 자주 발

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 및 해결하는 방법을 터

득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들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00000 융합 AI 시스템 3-2-2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이 과목은 IoT, 빅데이타,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

러닝을 함께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을 구

성하는 기술과 이를 다양한 문제에 응용하는 접

근 방법을 다룸으로써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

해 관련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통합적이고 실제

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00000 차세대 인공지능 3-3-0

AI in Next-Generation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들을 연구함에 따

라,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본 교
과목에서는 현재 활발히 연구 되는 인공지능 기
술들을 소개하고, 적용 가능 분야에 대해 알아본
다. 또한, 의료, 금융, 보안 등 다른 분야에 인공
지능이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기술개
발 및 연구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00000 인공지능 법과 윤리 3-3-0

Law and Ethics of AI System
최근 4차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AI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

회적,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고려해야 할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학습 및 토론한다. 또한, 이러한 학습 과정

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 개발자로서의 사고의 깊

이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