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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학 부전공 프로그램 이수요건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사과정용

▣ 졸업이수학점: 총 18학점 이상 이수

▣ 부전공: 총 18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필수: 3학점

        ○ 전공선택: 15학점 이상
  ※ 중복 학점인정 학점수: 문화기술학 부전공의 이수요건으로 수강한 과목들에 대하여, 주전공 

이수요건, 다른 부전공 이수요건, 인문사회선택 이수요건과의 중복인정은 총6학점으로 제한 

□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종전 이수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사과정용

▣ 졸업이수학점: 총 18학점 이상 이수

▣ 부전공: 총 18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필수: 3학점

        ○ 전공선택: 15학점 이상

  ※ 타 학사조직 전공과목과의 중복 인정 불가

□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위 이수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사과정용

▣ 졸업이수학점: 총 18학점 이상 이수

▣ 부전공: 총 18학점 이상 이수

        ○ 전공필수: 없음.

        ○ 전공선택: 18학점 이상

  ※ 타 학사조직 전공과목과의 중복 인정 불가

□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위 이수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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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
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개설학기 비고

전공필수
전공선택

CTP201 52.201 문화기술학개론 3:0:3(6) 가을
2016이전
2017이후

전 
공
선
택

CTP303 52.303 문화의 과학적 원리 3:0:3(6) 가을   

CTP321 52.321 컴퓨터게임 기술 개론 3:0:3(6) 가을   

CTP371 52.371 콘텐츠기획과 스토리텔링 3:0:3(6) 봄   

CTP372 52.372 미디어와 문화예술 3:0:3(6) 가을   

CTP403 52.403 과학과 예술의 상호작용 3:0:3(6) 가을 ◎

CTP404 52.404 창의적 과제 1:6:3(6) 봄 ◎

CTP405 52.405 디지털헤리티지 특강 3:0:3(6) 가을 ◎

CTP431 52.431 음악과 오디오 컴퓨팅 3:0:3(6) 가을 ◎

CTP441 52.441 게임∙사회∙문화 3:0:3(6) 봄 ◎

CTP442 52.442 시각정보 처리 및 응용 3:0:3(6) 봄 ◎

CTP443 52.443
문화기술을 위한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3:0:3(6) 가을 ◎ 

CTP445 52.445 증강현실 3:0:3(6) 봄 ◎

CTP452 52.452 디지털 공연기획과 디자인 3:0:3(6) 가을 ◎

CTP471 52.471 사회연결망분석 3:0:3(6) 봄 ◎

CTP472 52.472 소셜미디어와 문화 3:0:3(6) 봄 ◎

HSS322 13.322 음악과 뇌 3:0:3(6) 가을   

HSS324 10.324 Science Fiction Cinema 3:0:3(6) 가을   

HSS337 10.337 뉴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3:0:3(6) 가을   

◎: 학사·대학원 상호인정교과목

대체과목 일람표

학과 내 대체교과목

 구분
운영 교과목 미운영 교과목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비 고

학사과정 CTP201 문화기술학개론 CTP301 문화기술학개론 교과목번호 변경

학사과정 CTP321 컴퓨터게임 기술 개론 CTP321 시각 콘텐츠 기술 개론 교과목명 변경

학사과정 CTP371  콘텐츠기획과 스토리텔링 CTP302 문화콘텐츠론 교과목 폐지

학사과정 CTP404 창의적 과제 CTP451 제품-서비스 시스템 디자인 교과목 폐지

학사과정 CTP441 게임∙사회∙문화 CTP441 게임디자인 교과목명 변경

학사과정 CTP452 디지털 공연기획과 디자인 CTP351  공연기획과 디자인 교과목명 변경

학사과정 CTP471 사회연결망분석 CTP471 사회연결망개론 교과목명 변경

학사과정 CS482 대화형 컴퓨터그래픽스 CS482 컴퓨터 애니메이션 교과목명 변경

학사과정 HSS324 Science Fiction Cinema HSS420 과학스토리텔링 교과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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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교과목 일람표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교과목 인정)

개정 이수요건 적용 시

교과목구분

이수 과목
비고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숙)

전공선택

CTP201

CTP301
문화기술학개론 3:0:3(6) 구. 전공필수

CTP302 문화콘텐츠론 3:0:3(6) 구. 전공필수

CTP321 시각 콘텐츠 기술 개론 3:0:3(6)

CTP351 공연기획과 디자인 3:0:3(6)

CTP441 게임디자인 3:0:3(6)

CTP451 제품-서비스 시스템 디자인 3:0:3(6)

CTP471 사회연결망개론 3:0:3(6)

CS472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3:1:3(0)
2015년 이전 

이수자에 한해 인정
CS482

CS482

컴퓨터 애니메이션

대화형 컴퓨터그래픽스
3:2:3(0)

HSS134 Introduction to Cognitive Science 3:0:3(6)

HSS420 과학스토리텔링 3:0:3(0)

*MAS250 확률 및 통계 3:0:3(6)

2015년 이전 

입학생에 한해 인정

GCT502 디지털시대의 미학 3:0:3(6)

GCT504 사이버심리학 3:0:3(6)

GCT505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HCI) 3:0:3(6)

※ *MAS250 확률 및 통계: 학사과정 기초선택교과목으로 중복인정 불가, 중복인정 허용 범위는 

   전공교과목에 한함. 따라, ‘MAS250 확률 및 통계’는 기초선택 또는CTP 중 선택(택1) 적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