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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단위 관련 전문교과
[상업 정보] 마케팅,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원가 관리 회계, 재무

경영학부

회계, 세무 회계,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금융 일반, 금융 실무, 글
로벌 경영, 유통 관리, 물류 관리, 전자 상거래 일반, 프로그래밍 실
무, 자료 구조, 사무 관리 실무, 전자 상거래 실무, 국제 상무

경영대학

[상업 정보] 마케팅,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재무 회계, 원가 관리
국제경영학과

회계, 세무 회계,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글로벌 경영, 비즈니스
영어, 국제 상무, 사무 관리 실무
[상업 정보] 마케팅,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원가 관리 회계, 세무

경영정보학과

회계,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전자 상거래 일반, 전자 상거래 실
무, 웹 프로그래밍, 사무 관리 실무, 프로그래밍 실무

토목공학부

[공업] 전문 제도, 측량, 역학, 토목 설계, 토목 재료․시공, 수리․토질
[공업] 전문 제도, 기계 일반, 전기와 생활, 기계 구조와 기능, 기계 공작법, 유
체 기계, 공기 조화 설비,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산업 설비, 금형

기계공학부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자 기계 제어,
로봇 기초, 로봇 제작, 재료 일반, 역학, 자동차 기관, 자동차 섀시, 자동
차 전기․전자제어, 건설기계 구조․정비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공과대학

[공업] 공업 화학, 단위조작․공정제어, 제조 화학, 분석 화학, 인간과 환경
[공업] 재료 일반, 금속 제조, 재료 가공, 주조, 금속 처리, 파인 세라믹, 세라믹
재료, 세라믹 원리‧공정, 스마트 세라믹
[공업] 전문 제도,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건축 목공, 건축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구조체 시공, 건축 마감 시공, 디자인 일반, 컴퓨터 그래픽
[가사‧실업] 실내 디자인
[공업] 산업 설비,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역학,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건설기계 구조․정비, 기계 기초 공작, 기계 일반,
전문 제도, 기계 구조와 기능, 기계 공작법, 유체 기계, 공작 기계, 자동
화 설비, 디지털 논리 회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전자 회로

환경공학과

[공업] 인간과 환경, 수질 관리, 대기․소음 방지, 폐기물 처리, 공업 화학, 단위조
작․공정제어, 제조 화학, 분석 화학

공업화학과

[공업] 공업 화학, 단위조작․공정제어, 제조 화학, 분석 화학, 인간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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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단위 관련 전문교과

도시공학과

[공업] 전문 제도,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건축 목공, 건축
구조체 시공, 건축 마감 시공

건축학과

[공업] 전문 제도,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건축 목공, 건축
구조체 시공, 건축 마감 시공, 디자인 일반, 색채 관리, 조형, 제품 디자
인, 공예, 시각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가사‧실업] 주거,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디스플레이

전기공학부

[공업]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력 설비, 전기․전자 측정, 전기 응용, 자동화 설
비, 전자 회로

전자공학부
전자정보
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공업] 전자 회로, 전자 기기, 전자․전산 응용, 통신 일반, 정보 통신, 통신 시스
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전
기 회로
[공업] 통신 일반,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
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전기 회로, 전자 회로
[수산‧해운] 전자 통신 기초, 전자 통신 기기,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공업]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컴퓨터
게임 기획,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컴퓨터 게임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상업 정보]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프로그래밍 실무
[공업]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컴퓨터 그래픽
[상업 정보] 프로그래밍 실무, 컴퓨터 일반, 웹 프로그래밍
[농생명 산업] 숲과 인간, 산림 자원 기술, 조경, 조경 설계, 조경 시공 관리
[농생명 산업] 농업과 물,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토목 시
공‧측량
[농생명 산업]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운전‧작업, 농업 기계 정비,
환경 보전, 환경 관리, 관광 농업
[공업] 전문 제도, 기계 일반, 전기와 생활, 기계 구조와 기능, 기계 공작법, 유

농업생명
환경대학

바이오시스템

체 기계, 공기 조화 설비,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산업 설비, 금형

공학과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자 기계 제어,
로봇 기초, 로봇 제작, 전기 응용, 전기 회로, 전기․전자 측정, 전자 기기,
전자․전산 응용, 통신 일반,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항공기 일반, 폐기물 처리

목재·종이
과학과

[농생명 산업] 숲과 인간, 산림 자원 기술, 조경, 조경 설계, 조경 시공 관리
[농생명 산업] 재배, 작물 생산 기술,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재, 원예 기술, 원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예 전문 생산, 식품 과학, 환경 보전, 환경 관리
[공업] 공업 화학, 분석 화학, 발효 공업, 식품 분석, 수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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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단위 관련 전문교과
[농생명 산업] 생명 공학 기술, 동물 자원, 식품 과학, 식품 위생, 농산 식품 가

식품생명·축산
과학부

공, 축산‧수산 식품 가공,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유통 실무, 농업 경영
[가사‧실업] 제과‧제빵, 한국 조리
[농생명 산업] 생명 공학 기술, 재배, 작물 생산 기술, 식품 과학, 식품 위생, 농

응용생명공학부

산 식품 가공, 축산‧수산 식품 가공,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재,
원예 기술, 원예 전문 생산, 숲과 인간, 조경, 조경 설계, 조경 시
공 관리

농업경제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생활과학

패션디자인

대학

정보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유통 실무, 관광
농업
[가사‧실업]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동양 조리, 서양 조리, 제과‧제
빵, 관광 외식․조리
[가사‧실업]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보육과정, 놀이 지도, 아동 생활 지도, 복지
서비스의 기초
[가사‧실업] 의복 재료․관리, 패션 디자인, 한국 의복 구성, 서양 의복 구성, 자수
와 편물
[공업] 섬유 재료, 방적․방사, 제포․봉제, 염색․가공
[가사‧실업] 주거,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업] 전문 제도, 공기 조화 설비,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주거환경학과

건축 목공, 건축 구조체 시공, 건축 마감 시공, 디자인 일반, 색채 관리,
조형, 컴퓨터 그래픽, 인간과 환경
[농생명 산업] 조경, 조경 설계, 조경 시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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