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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빅데이터과
Department of Marketing and Big Data

미 래 창 업 학 부  l  경 영ㆍ인 공 지 능 계 열

추천사 

마케팅빅데이터과 특장점한국시니어인공지능협회

회장	이강재

인천재능대학교가 성인학부인 미래

창업학부 빅데이터활용전공을 신설

하는 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융복합

과에 재학중인 한사람으로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지만 뜻한 바가 

있어 지인들과 함께 인공지능융복

합과에 입학을 했고, 더 나아가 학

우들과 한국시니어인공지능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인공지능분야 전문

가들과 함께 한국시니어인공지능협

회를 창립하여 시니어분들의 인공

지능서비스 활용교육과 자격증 취

득을 지원하여 시니어의 일자리 창

출을 이루고자 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막막하고 힘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성

인학부의 빅데이터활용전공이지만 

좋은 교육시설과 시니어 맞춤형 교

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

공하리라 생각합니다. 퇴직 후 힘들

고 막막한 상황이라도 꿈과 비젼, 

가치를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저의 

도전과 성공이 여러분의 도전에 이

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온라인마케팅전공	:기업 마케팅부서, 온라인마케팅부서, 영업부서, 1인 기업 창업, 온라인 

크리에이터, 유투버, 인플루언서

•		빅데이터활용전공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가상현실 강사, 휴머노이드

로봇 강사, UI/UX 콘텐츠개발자, 빅데이터분석가, 웹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		온라인마케팅전공	:	더클래스효성(주), ㈜에스지코코스메틱, ㈜썬파크, 모아몰 등 다수

•		빅데이터활용전공	:	기업 전산부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빅데이터 분석/관리업체 등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온라인마케팅전공	:	온라인마케팅관리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등

•		빅데이터활용전공	:	정보처리산업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구글 공인 텐서플로 개발자 등

	•	온라인마케팅	전공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의 전통적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는 취업 및 창업능력을 갖춘 온·오프라인 융합형 전문 마케터의 

양성

	•	빅데이터활용	전공	:	전문대학 최초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과 블럭체인, 

핀테크, 가상현실 분야에서 실무 융합 인력 양성 교육

	•온라인마케팅	전공

 -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재학 중 복수의 공인자격증 취득

 - 학습조직(스터디클럽)과 창업동아리를 통한 재학 중 현장 경험 전문 마케터 양성 

 - 대학 우수 교수진,산업현장 전문가가 가르치는 성인학습자맞춤형 강의 

	•빅데이터활용	전공

 - 전문대학 최초 AI 빅데이터활용전공개설

 - AI+X 교과과정 및 AI 마이스터양성 교육과정 운영

 - 산학협력단 지원을 통한 지도 체제 : 지도교수 + 산업체 경영자(전문가)

 - 교육-취업-창업 공유 및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구분 취업처 창업

온라인

마케팅전공

정보통신업체, 온라인유통/판매업체, 중소

기업 영업/마케팅부서 등
인터넷 쇼핑몰, SNS 인플루언서 등

빅데이터

활용전공

AI 빅데이터 분석업체, 온라인커머스 서비

스업체, IT-정보통신업체, 보안 관제 업체 

AI빅데이터 분석업체, VR개발 스타

트업, IT-정보통신 개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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