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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스템공학전공은?

지역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응용과학 및 공학분야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농지조성, 지역수자원, 농촌계획, 

지역환경, 생물생산시설공학, 지역자원에너지, 지역자원정보학 

등의 전공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관개배수, 수공학, 생태환경, 

지역계획, 농지조성,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학, 농학, 자연과학 및 인문학 융합 Regional System Engineering

정부기관 및 공기업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연구원,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 토지 주택공사, 한국 

도로공사 등 농업·환경·토목·도시개발 관련 공기업

연구소

지역사회, 농업분야, 환경분야, 수자원, 

기반시설, 상하수도, 설비기술, 

도시정보, 도시환경 연구소 및 

농어촌개발센터 등

기업체

토목건설 회사, 도시 및 지역·국토 

계획 엔지니어링 회사, 환경전문 회사, 

농촌컨설팅 회사, IT 회사, 관광레저 

기업, 부동산 개발 기업 등
기타

KOICA 등 해외농촌개발 전문기관, 

도시개발 및 환경 문제 관련 시민 단체

취득 가능한 자격증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안전기사, 사회조사분석사, 

정보처리기사 등

전공 더 깊이 알기

1학년 1학기 전공의 이해

2학기 창의적 공학설계

2학년 1학기 지역개발 계획 및 실습, 측량학 및 실습, 공학역학, 공학수학, 유체역학 및 실험, 

지역구조물전산설계및실습

2학기 토양복원공학, 수리학 및 실험, 건설재료학 및 실험, 지역자원조사 및 분석, 환경분석 및 

실험, 공학프로그래밍

3학년 1학기 지역상하수도공학, 농촌계획학, 환경수문학, 응용역학, 토질 및 기초공학실습, 

공간정보공학및실습

2학기 지역관광개발 및 실습, 스마트관개배수공학, 폐기물자원회수및실험, 수리구조학 및 실습, 

콘크리트구조물설계 및 실습, 지역자원빅데이터분석

4학년 1학기 친환경지역개발융합설계Ⅰ, 지역통계분석 및 활용, 재생에너지공학및실습, 수질환경관리, 

건설시공학, 현장실습Ⅰ, 해외현장실무Ⅰ, 해외현장실무Ⅱ, 융합·창업종합설계, 

융합산업공학

2학기 친환경지역개발융합설계Ⅱ, 토지이용계획 및 실습, 산업의료원Ⅰ, 산업의료원Ⅱ, 

해외현장실무Ⅲ, 해외현장실무Ⅳ , 융합·창업종합설계Ⅱ, 현장실습Ⅱ, 산업현장실습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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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스템공학전공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학술활동 

- 농촌계획 / 지역 환경(바이오매스 에너지) / 농업구조 및 시스템 

공학 / 생물 자원 공학 / 수자원 공학 연구실 운영과 학기 말 

종합설계 성과 보고 및 졸업 논문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동문 멘토 및 기업체 견학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촌진흥청, 토목직 

공무원에 진출한 동문의 취업 전략 강의와 정수장,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재활용 처리시설, 시설관리공단 등 전공 관련 

견학을 합니다.

대외활동  

- 실무형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합니다.

- 국제개발협력과제 참여 및 KOICA 등을 통한 해외 봉사 및 해외 

현장실습을 추진합니다.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동아리

- 토목 기사 동아리, 수질 환경기사 동아리와 같은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일정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공유한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공동 토의와 탐구를 통해 전문 능력을 함양하고 

전문 지식을 재생산합니다.

학습 프로그램 튜터링

- 교육혁신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튜터와 튜티가 함께 공부하는 

선후배, 동료 간 학습도움을 주고 받는 협동 학습 프로그램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간 정보 공유, 학습 능력 향상, 학습 

교우관계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수학 및 과학 등의 기초과목 및 

토익, 토플, 토익스피킹 등의 영어과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