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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발전은�콘텐츠의�소비�방식을�변모시키고�있습니다.�영화,�방송사�등�전문�기업의�영역으로�여겨진�콘텐츠는�개인이�자유롭게�만들�수�
있을�정도로�자본과�기술의�장벽이�낮아졌고,�이로�인해�등장하고�있는�다양한�시도와�아이디어는�새로운�‘문화’를�만들어내기에�이르렀습니다.��

컬쳐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이처럼�기술과�아이디어의�자유로운�결합이�만들어내는�새로운�콘텐츠,�미디어,�비즈니스�및�문화를�연구하며� 
실험합니다.�점차�개인화�되고�있는�콘텐츠의�특성,�한류를�비롯한�문화�콘텐츠�산업의�이해,�AI,�VR,�AR�등�새로운�테크놀로지의�영향�등에�대한� 
연구는�기존의�단일�학제�아래에서는�유연하게�이루어지기�어렵습니다.�예술,�인문,�영상,�미디어,�정보기술,�문화산업,�경영�등�다양한�분야의� 
이론과�실무가�서로�어우러질�때�다양성이�확보되며,�수많은�다양한�시도를�통해서만�의미있는�학문적�진전과�산업을�탄생시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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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TECHNOLOGY

콘텐츠�전문가�양성을�위한�융합
THE FORCE DRIVING CONTEN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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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TECHNOLOGY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콘텐츠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콘텐츠를 담을 플랫폼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교육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도 중요합니다.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대학로’라는 본교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학생과 창작가들이 자유롭게 어울려 
다양한 콘텐츠를 실험하고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성균관대의�콘텐츠�프로그램이자 
본교와�대학로를�아우르는�플랫폼�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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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TECHNOLOGY
ContentK-pop (entertainment)   

Movie, TV show 
Digital content 

Music 
Game

ArtMedia art 
Digital/interactive art 

Visual art 
Theatrical/performing art

HumanitiesStorytelling 
Literature 

History

BusinessMarketing 
Entrepreneurship/startup

Business Tech

Creative Tech

Media Tech

Data application 
Performance marketing

Web/app development 
AI in creative 
Collaborative creation 
Data creative

VR, AR, MR 
Mobile, wearable 
Robot 
Trans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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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TECHNOLOGY
ContentK-pop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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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미디어가�될�수�있고�이를 
위해서는�모든�기술이�활용될�수�있습니다.�

우리는�다양한�분야의�지식을�연결하고 
통합하며�실험함으로써�새로운�미디어,�분야, 
산업을�창출해�낼�창조적�융합을�향해 
끊임없이�혁신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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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CONVERGENCE TO US

• 기술의 접합: 테크놀로지를 통한 다양한 미디어로의 확장 (AR, VR, 게임, Hologram 등) 
• 장르의 융합: 음악, 춤, 미술과 영상, 내러티브, 테크놀로지의 결합 등 새로운 콘텐츠, 장르, 
포맷,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창출해 낼 테크놀로지와 콘텐츠의 융합 

• 콘텐츠 포맷의 융합: 영상과 이미지의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간 융합 
• 이종 분야와의 결합: 음악, 디자인, 영화, 미술, 엔터테인먼트, 패션, 스포츠, K-pop 등과  
콘텐츠와의 결합 — 커머스, 애니메이션, 공연, 클래식,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 국가간, 문화간 콘텐츠 결합 
• 제작 방식의 융합: 협업형 콘텐츠를 위한 재학생-졸업생-업계 관계자 간의 협업 플랫폼 
• 이를 통한 독자적 IP의 확보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융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우리가 지향하는 융합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산업, 
새로운 현상과 패러다임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융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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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과 함께 2019년에 성균융합원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성균관대학교의 이종간 융합을 위한 시도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융합 프로그램은 기존의 다학제(interdisciplinary) 시도를 넘어  
콘텐츠, 인문, 기술, 예술,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글로벌융합학부를 넘어 인문대, 사회과학대, 
예술대, 경영대, 공대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과 및 전공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할 것입니다.

* Sungkyunkwan Convergence Institute for Culture, Art and Media

INSTITUTE FOR CONVERGENCE

SKKU

DEPARTMENT OF CULTURE & TECHNOLOGY

SCI-CAM1* School of Convergence

CULTURE & TECHNOLOGY
REMOVING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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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실천 새로운 콘텐츠 세대 육성 문화 영향력의 확장

콘텐츠 장르/포맷, 미디어, 예술, 테크놀로지와 
사용자, 제작자의 융합

한류, 문화의 원형에 대한 탐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테크놀로지  
기반의 새로운 K-content 문화를 창출

상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결과 중심적이며, 테크놀로지에  
친숙한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책임있는 상상을 자유롭게 실험하는 세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세대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는 세대

자유로운 융합의 책임있는 실험 콘텐츠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콘텐츠와 협업에 축적된 경험을 발판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관련 결과물을 비즈니스화

CULTURE & TECHNOLOGY
OPERATION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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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Technology is different from other colleges or institutions because:

we always employ technology 
we actually produce outputs 

we create marketable content 
we make them into a business

different from College of Arts 
different from College of Liberal Art 
different from Media & Comm Department 
different from other Tec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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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TECHNOLOGY

THE CREDO

“WE EXPERIMENT, LEARN FROM FAILURES, 
PASS ON EXPERIENCES, FIND THE RIGH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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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SCIPLINARY

CULTURE & TECHNOLOGY

KEYWORD: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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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ED
GLOBAL

INTEGRATED
CREATION

practices are not confined to conventional systems.

by technology.

with global partners

to create a new learning system

of new content and culture

We provide experiences  and imaginations

Our business will grow 

Academia and industrial will b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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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CULTIVATING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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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redits

Theories 
Credits

Practices 
Credits

Total  
Credits

컬처앤테크놀로지 원전공 24 18 18 60

컬처앤테크놀로지 복수전공 24 6 12 42
심화전공 24 9 18 51

총 120학점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의 첫 4학기(1학년 포함)는 문화, 콘텐츠, 기술에 대한 
기반 지식을 쌓도록 유도하며, 남은 4학기 동안에는 다양한 실습 과목을 제공, 실제적  
경험을 쌓도록 할 것입니다. 타 학과는 물론 외부 기업과의 다양한 협업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지식이 어떤 실체적 결과물로 탄생하는지 경험하게 할 것이며, 실제 비즈니스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개선, 평가하는 경험을 쌓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몇 과목은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공동 개설되거나 수업 운영에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자신만의 프로페셔널 포트폴리오를  
갖게 됨으로써 이후 기업체 취업, 창업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의 모든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되며, 졸업을 위해  
모든 학부생은 융합 캡스톤 프로젝트 I, II 과목을 수료해야 합니다.

BASIC REQUIREMENTS

연간 최대 이수 가능한 전공 학점:  54 (18 과목)* 
• 봄(24), 가을(24), 계절(6)* 
•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과목: 54 학점* 
• CL 과목: 24 학점 

• 약 20%의 강의가 영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The number of credits will increased to 81 starting from 2021 when the  
    program becomes an indecent dep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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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TRACKS TO CHOOSE FROM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의 교육은 ‘콘텐츠’에 중점을 맞춥니다.  
콘텐츠의 제작 및 이를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비즈니스의 창출과 이를 가능케 하는 인문학 등을 다룹니다. 

이를 학습하기 위해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학부생들에게 네 종류
의  
트랙을 제공하며 이는 콘텐츠 제작, 콘텐츠 비즈니스, 콘텐츠 테크놀로지, 
문화 연구 등입니다. 2021년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이 독립된 학과
가  
되기 전 이 트랙들은 특화된 졸업장을 위한 트랙이라기보다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학부생들은 이 트랙 중 하나를 골라 
스스로의 학습 분야를 세분화 할 수 있으며, 혹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과목들을 섞어 자신만의 분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공과 커리어 계획의 수립을 돕기 위해 각 학생에게는 전담 멘토 교수가 
배정됩니다. 

CONTENT 
CREATION

CONTENT 
BUSINESS

CONTENT 
TECHNOLOGY

CULTURAL 
STUDIES

• Kpop 
• Global business 
• Media studies

• Content planning 
• Production practice 
• Content platform

• Content creative 
• Content startup 
• Content ecosystem 
• Content marketing

• Tech-driven 
content 

• Data-driv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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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ACKS, 58 CLASSES TOWARD  
STUDENTS’ PRACTICAL SUCCESS

총 58개의 과목이 학부생을 위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중 2020년 
까지는 매년 16개의 전공과목이, 2021년부터는 매년 27개의  
전공과목이 개설될 것이며, 개설 과목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것입니다.  

예술대, 문과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공대 등 성균관대학교 내  
다양한 관련학과의 전공 과목이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학생들에게 전공과목으로 개방될 것이며, 관련 학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글로벌융합학부 내 전 전공 
• Informatics/AI Program 
• 영상학과 
• 연기예술학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클로컬문화콘텐츠 전공 
• 미래인문학 전공

CONTENT 
CREATION

CONTENT 
BUSINESS

CONTENT 
TECHNOLOGY

CULTURAL 
STUDIES

CORE 
CLASSES

THEORY 
CLASSES

PRACTICAL 
CLASSES

COMPLETION

Become all-round players by learning founding knowledge and collaborative nature of content works.

Learn theoretical  
backgrounds of 
content creation 

Learn theories and 
cases of content 

business management

Learn underlying 
knowledge for creating 

convergent content

Learn the basics of 
content industry

Practice  
content planning 
and production

Practice business 
planning, startup, 

and operation

Experiment  
technologies for 
content creation

Learn and plan 
global business 

expansion

Content planner 
and operator

Content business 
manager

Content technology 
expert

Cross-cultural 
content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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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 RATIONALE 

• 문화콘텐츠�기획**�
• 방송콘텐츠�기획*�
•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
• 영상커뮤니케이션�입문*�
• 문화콘텐츠와�디자인�씽킹�
• 예술과�미학�
• 영상기술의�미학**

OUR CURRICULUM: AS OF APRIL, 2019 - 기존안

CONTENT  
CREATION

THEORY / RATIONALE 

• 문화콘텐츠와�테크놀로지�입문�
• 융합콘텐츠�테크놀로지

TECHNOLOGY

THEORY / RATIONALE 

• 융합콘텐츠�비즈니스**�
• 플랫폼�혁명과�문화콘텐츠�비즈니스**�
• 브랜디드콘텐츠�비즈니스���
• 융합콘텐츠산업의�기업가정신�
• 콘텐츠�스타트업�
• 디지털콘텐츠마케팅�전략*�
• CEO로부터�듣는�콘텐츠�마케팅�
• 문화예술콘텐츠와�PR�
• 창조산업과�법*�
• 창조산업정책론*

BUSINESS &  
MARKETING

THEORY / RATIONALE 

• 문화트렌드�분석�입문�
• 한류콘텐츠산업론�
• 한국�전통문화와�스토리텔링�
• 글로벌�문화코드�
• 문화예술콘텐츠와�사회�
• 글로벌�문화교류의�이해�
• 언어공학과�문화콘텐츠

K-CULTURE

PRACTICE 

• 창작미디어�스튜디오�
• 콘텐츠�후반작업�이론�및�실습*�
• 융합�기초�프로젝트�I,�II�
• 융복합공연예술�기획**�
• 게임콘텐츠�기획�
• 콘텐츠�OSMU�기획�
• 지역사회�연계�공연�프로젝트�
• 융합�퍼포먼스�프로젝트�
• 융합�캡스톤�프로젝트�I,�II

PRACTICE 

• 문화테크놀로지�I*�
• 문화테크놀로지�II**��
• 융복합콘텐츠�기획

PRACTICE 

• 문화예술콘텐츠산업�PBL�
• 글로벌�이슈�PBL

PRACTICE 

• 한류콘텐츠�기획

*���2019년�1학기�개설�과목 
**�2019년�2학기�개설�과목�

�����개편시�폐지�대상�과목 
�����개편시�과목명�변경�대상�과목 
�����개편시�통합�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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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 RATIONALE 
• 문화콘텐츠 기획 
• 트랜스미디어�콘텐츠�기획�
• 인터랙티브�콘텐츠와�가상�콘텐츠 
내러티브�

• (영상기술의�미학)

OUR CURRICULUM:  개편안

CONTENT  
CREATION

THEORY / RATIONALE 

• 문화콘텐츠와�테크놀로지�입문�
• 융합콘텐츠�테크놀로지�
• 콘텐츠�플랫폼�디자인�
• 뉴미디어�기술의�콘텐츠화

CONTENT  
TECHNOLOGY

THEORY / RATIONALE 

• 콘텐츠�비즈니스�
• 융합콘텐츠�비즈니스�
• 플랫폼�혁명과�문화�콘텐츠�비즈니스�
• 융합콘텐츠산업의�기업가�정신�
• 콘텐츠�비즈니스와�플랫폼의� 
중요성�-�사례�연구

CONTENT  
BUSINESS 

THEORY / RATIONALE 

• 문화예술콘텐츠와�사회�
• 문화트렌드�분석�
• 한류콘텐츠�기획�
• 글로벌�문화코드�
• 글로벌�문화교류�비즈니스의�이해�
• 미디어�산업과�환경�
• (언어공학과�문화콘텐츠)

CULTURAL 
STUDIES

PRACTICE 

• 디지털�콘텐츠�기획�제작�실습�
• 실험적�영상�스토리텔링�
• 비주얼�콘텐츠�스튜디오�
• 창작미디어�스튜디오

PRACTICE 

• 융복합콘텐츠�테크놀로지�기획�
• 인터랙티브�디자인�및�제작�
• 웹개발�기초�
• 모바일�앱�개발�1

PRACTICE 

• 디지털콘텐츠마케팅�전략�
• 콘텐츠와�디자인�씽킹�
• 콘텐츠�스타트업

PRACTICE 

• 한류�콘텐츠�기획�및�개발

THEORY / RATIONALE 

• 디지털�콘텐츠와�스토리텔링�
• 영상�콘텐츠�입문�
• 창조산업�법과�정책론

CORE

PRACTICE 

• 융복합공연콘텐츠�기획�
• 문화테크놀로지�I�
• 문화테크놀로지�II�
• 융합�기초�프로젝트�I,�II�
• 융합�캡스톤�프로젝트�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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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URRICULAR ACTIVITIES

비전 캠프
비전캠프는 다양한 학과/전공생들이  
자신의 실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트캠프 (통계, 분석 등) 
• 스타트업 창업 및 경영 
•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동아리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내 동아리는 
학생들에 의해 개설, 운영됩니다. 컬처앤
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학습활동에 관한 
동아리를 재무적으로 지원하며, 교강사와 
직원은 운영을 지원합니다. 

현재 댄스, 밴드, 유튜브 동아리가 개설, 
운영 중이며, K-pop 문화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동아리가 새롭게 개설될 
예정입니다. 

인턴십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의 학습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로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과 업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인턴십 기회가 제공 
될 것입니다. 

• 콘텐츠 제작사 
• 콘텐츠 기술 개발사 
• 미디어 업체 
• 광고 및 홍보 대행사 
• 스타트업 
• NGO

현장 교육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의 학습은 
콘텐츠 업계와 매우 깊이 연결되므로  
관련 업계를 방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를 듣고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 콘텐츠 제작사 
• 콘텐츠 기술 개발사 
• 미디어 업체 
• 광고 및 홍보 대행사 
• 콘텐츠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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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URRICULAR ACTIVITIES OVERSEAS 

Global Intensive Program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학부생들에게 해외 
학교 혹은 회사에서의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외국 학교, 기관으로의 탐방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곳으로의 탐방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전공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사이트 콘테스트’를 연 1회 개최합니다. 선발된 
팀의 아이디어는 학교에서 행정, 금전적으로 지원
합니다. 

• 함께 갈 팀 구성  
• 원하는 곳,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 제안 
• 기간, 예산을 자유롭게 제안 
• 경쟁 피치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를  
학교가 지원, 필요시 정규 프로그램화

교환학생 (성대‣해외)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생의 해외 교환학생은  
성균관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본 전공과 유관한 해외 학교, 
학과 프로그램 발견시 협약을 체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견에는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될 것입니다. 

교환학생 (해외‣성대)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콘텐츠의 개발과 문화간 콘텐츠  
사업을 위해 여러 나라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므로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해외 학생을  
환영합니다. 모든 학생이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규 학기와 별도로 여름과 겨울 계절학기에는 2~3주간
의 ‘K-pop Camp’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전공 학부생에게 다양한 글로벌 교육, 콘텐츠, 비즈니스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3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아래 분야에서 콘텐츠, 비즈니스,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 모든 종류의 콘텐츠, 특히 테크놀로지와 데이터에서 비롯된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 (innovative and paradigm-shifting content)  
• 새로운 포맷과 장르의 콘텐츠 
• 새로운 콘텐츠 유통 채널 
• 콘텐츠 사업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모바일 앱, 혹은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 학생 혹은 교원 기반 스타트업

WHAT WE WILL 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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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은 아이디어와 열정, 경험,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졸업생을 배출할 것입니다. 
이들은 콘텐츠 기획자일 수도 있고 창작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업가이거나, 개발자, 마케터, 연구자일 수 있으며 
어떤 쪽이든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한 전문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아래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기획, 제작 
• 콘텐츠, 미디어 비즈니스 및 사업 전략 기획 
• 미디어, 플랫폼 개발 
• 콘텐츠,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 
• 마케팅 컨설턴시, 에이전시 
• 글로벌 콘텐츠, 미디어 비즈니스 
• K-pop, K-culture 확장 기획 
• 콘텐츠 기반의 사회적 기업

OUR GRADU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