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전공심화공동체>

21011890 노지민



1. 전공심화공동체 프로그램이란?

2. 참여 목적 및 계기 

3. 활동 소개 

4. 프로그램 후기

CONTENTS
X



S 전공심화공동체 프로그램이란?01

page

X

What ? 
학습공동체의 공통의 주제를 설정해 

정기적으로 모여 심화 스터디 및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학습한다! 

Result ?

역량 증진 및 전공 분야의 진취적 시도를 

하며, 창의 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동일 전공 학부생”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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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주 동안 활동 ! 

=> 자발적 학습 모임 6회/ 12시간 이상 실시

활동 주제는 

1) 전공 관련 교내/외 공모전 및 대회 준비

2)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3) 전공 지식 실무 연구 및 개발

4) 소논문 작성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02

page

X

활동비 인당 10만원 지원

학교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60^

우수팀 포상장학금 지급

60^

비교과 마일리지 
200점 적립

60^

창의교육개발원장 명의 
수료증 발급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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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혜택!! >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도 

노릴수도..?

활동을 잘 마무리 

했다는 증거이자 

흔적!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포상장학금으로 

뿌듯함은 두배로~

게다가 수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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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번도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무작정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목표를 세워 

참여하게 되었다.

💛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해줘서 시도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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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체 구성하기

1학년 유일했던 대면 활동인 

일물실에서의 친구와 동아리 활동으로 

친해진 친구들을 모아, 21학번  

지능기전공학부 4명이 모인 공동체를 

구성했다.

“ 코로나 시대… 팀원 모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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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주제 설정하기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만큼 

지능기전의 니즈인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중점으로 주제를 

설정했다. 그 중에서도 외부 정보가 

많은 아두이노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을 

통한 IOT 서비스 구현을 주제로 

설정했다.

“ 암것도 모르는데 뭘하지? ”

- 지능기전공학부의 니즈는?

- 외부 레퍼런스가 많은가?

- 주제의 난도는 적절한가?

-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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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하기

하드웨어의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만큼 

최대한 대면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했다. 구글링은 필수! 시행착오 

무한반복 필수! 실패하더라도 일단 

해보기! 서점 탐방!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활동 결과물

“ 못 먹어도 일단 고”

2) 아두이노 + 앱

1) 아두이노 + 웹

3) 아두이노 +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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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업을 통해 진정한 팀플의 경지를 느낄 수 있었다.

2) 긴 시간동안 진행된 만큼 막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꿀팁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3) 실패하더라도 일단 저질러 보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4) 창의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다른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5)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공심화공동체 will return…

1) 협업의 경지를 느끼고 싶다면!

2) 프로젝트 결과물을 남기고 싶다면!

3) 아낌없는 지원 아래 여러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다음 공동체 주인공은 바로 네 팀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