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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우수한 역량으로 공모전, 경진대회에서 두각

인사, 회계, 재무, 생산관리, 마케팅, 경영정보 등

글로벌경영학부는 각종 대학생 공모전, 학술경

의 보편적인 경영 이론과 실무 지식을 배양하고

진대회에서 수상자를 대거 배출하며 학부의 파

아시아 현지화 역량, 외국어역량, 창의·실무역량,

워를 알리고 있다. ‘부산 중·소氣-UP 마케팅 공

ICT 융합역량을 갖춘 아시아중심 비즈니스 창의

모전’에서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대학생 5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동서대 글로벌

하고 있다.

경영학부 전공학생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졸업 후 진로

‘제1회 대학생 IP(지식재산) 창업챌린지 캠프’에

DIVISION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내·외 일반기업(경영기획,

서 7개 대학 15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동서대 글

경영관리, 회계, 마케팅, 정보시스템 관리부서),

로벌경영학부 재학생들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전문기업(컨설팅 기업, 회계법인, 공기업, 리서치

수상하였다. 2016년에는 디자인전공과 협업을

세상을 움직이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기관, 광고홍보회사, ERP관리기업), 은행, 증권회

통해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2016

공통점은 세상을 넓게 볼 줄 아는 식견과

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이루었다. 또한 2015년 부산광역시가 개최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로 선정되는 기
염을 토했다.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다는 점이다.

▶NEWS

글로벌경영학부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미래 사업가 양성

지속적인 특성화를 추진하여 각종 국책

다양한 융합역량 배양

글로벌경영학부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에 선정되는 등 미래의 우수한

1995년 신설된 글로벌경영학부는 2012년 학

학생들에게 관련된 국내·외 정보뿐만 아니라 창

글로벌 경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문의 통합과 특성화를 위해 경영정보전공, 마케

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팅전공, 회계전공, 금융선물보험전공으로 나누

해 Biz 창업동아리, 스타트업지원센터, Biz 창업

어져 있던 4개의 전공을 경영학전공과 글로벌

캠프를 운영해 재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

금융전공으로 재편하였다. 2018년도부터 글로

으며 그 결과, 다양한 창업공모전·경진대회에서

벌경영학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창의인재를 중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점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금융전공을 경
영학전공으로 통합하였다. 글로벌경영학부는

아시아비즈니스센터 설립, 해외체험프로그램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문화콘텐츠 비

운영

즈니스 지식, 외국어역량, 현지화역량, 창의·실무

글로벌경영학부 내에 아시아비즈니스센터를 설

역량, ICT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

립, 지역 비즈니스전문가(중국, 일본, 베트남) 양

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

성을 위해 DAIP+, Biz-Challenger 등 해외체험을

하고 있다.

실시하며 국내·외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심
화학습(회계, 금융, 마케팅, IT)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4 억 원

아시아중심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지원 규모(3년)

WINNER
201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MY BRIGHT FUTURE

▶ 글로벌경영학부 특성화 사업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Ⅰ)에 선정되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인사관리, 재무, 마케팅 및 회계 등 경영학 지식습득을 위한 교과과정을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정치, 언어 및 문화, 경제 관련 교과목, 산학프로젝트 몰입교육인 VOICE 프로그램, 국내외 현장실습 등 아시아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편, 베트남 자매대학인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와의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중국의 북경공상대학 가화학원, 중남재경정법
대학, 일본의 Josai University 등과 3+1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술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확대, 현지화 능력 증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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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계열
DIVISION OF
FOREIGN
LANGUAGES
한 국가의 ‘언어’는 문화와 역사를 담고

영어학과

gram)에 전원 참여, 영어구사력을 향상시킨다.

영어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시대에 다양한

매년 15여 명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미국 캘

양질의 정보를 가장 많이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리포니아 주 소재 미주캠퍼스에서 영어전공 연

언어이다. 문화관광 산업이 국가의 중심산업으

수(SAP-USA)에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환

로 부상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

학생으로 미국 동부 Widener 대학, 헝가리 Szent

성에 중점을 둔 영어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영문

Istvan대학,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 태국 방콕대

학 및 영어학의 인문학적 지식을 겸비하게 하여

등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동

일본어학과는 매년 연 2회 일본경제대학 후쿠

서대에 특화된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가

오카 캠퍼스에서 일본어 집중연수를 실시하고

할 기회를 부여하여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키

있다. 일본 경제대학,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글로벌 영어전

대학, 가나가와대학, 간다외국어대학 등에도 매

문가를 양성한다.

있으며 세계 230여 개국의 사람들과

년 12~13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파
견되어 상호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통하며 살아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는 매년 중국 산동대학에서 한 학기

연결고리이다. 동서대 외국어계열은

실용적 교과과정을 통하여 현장에 강한 일본어

동안 ‘학점인정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아시아 최

많은 언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구사능력을 몸에 익히고, 일본에 관한 폭넓은 지

초로 중국 우한(武漢)에 설립한 한중합작대학인

있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전문 인력을

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일본전문가를 양성

동서대 중국캠퍼스에서도 어학연수를 하고 있

양성하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일본관련 체험학습 프로

으며 중산대학, 산동대학, 심천대학, 상해공정기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다.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유수 대학과의 교

술대학 등 매년 30여 명의 교환학생이 파견된다.

환유학생 및 일본현지어학연수 등의 기회를 제
공하여 전공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캠퍼스에서 외국인과 대화하며

또한, 2017년도에는 K-MOVE스쿨을 운영하여

자연스럽게 배우는 외국어

일본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그 밖의 국내외

외국어계열에서는 각각의 언어로만 이용 가능

일본관련기업 취업 및 진로수요 만족을 위해 힘

한 Cafe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

쓰고 있다.

이 상주하고 있는 ‘English Cafe’는 영어 퀴즈와
게임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영어 회화실력

중국어학과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Japanese Cafe’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국어 소통 및 문화 공감

일본인 교수 및 유학생과 함께 일본어와 일본 문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화에 관한 지식을 회화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삼고, ‘중국어 소통·티칭역량’, ‘문화공감·창의역

‘Chinese Cafe’는 월별 문화체험 행사와 중국 원

량’, ‘봉사·직무역량’의 3대 핵심역량을 구현하

어민 교수님들의 헬프 데스크를 통해 살아있는

기 위해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였다. 중국어집

중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교육, 수준별 분반교육 및 1:1 코칭, 중국현지
교육(어학연수, 교환학생 최대 2년)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O2O(플립러닝), Co-teaching, 전문

SAP

(Study Abroad Program)
USA / Japan / China

가릴레이특강, 지역사회연계 프로젝트수업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중국어 전
문인력 양성의 메카’ 로 도약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K-Move

교사, 교육기관 직원, 언론계, 통번역전문가, 무
역·통상·금융·선박 계통의 대·중소기업, 의료기
관, 항공사, 여행사, 호텔, 면세점, 어학원 등

영어학과, 베트남 중간관리자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NEWS
SAP, 중국 산동대학 어학연수 프로그램

공자아카데미
중국어학과 중국정부초청 장학생 파견
학부과정 6개월·1년, 석사과정 3년

등으로 해외 현지에서 학습
영어학과 신입생은 입학 후 1년 동안 원어민 교
수 중심의 영어집중과정(Intensive English Pro-

MY BRIGHT FUTURE

▶ 외국어계열 BDAD 사업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Global Talk Talk, 애니타임 튜터링, 컬쳐클럽, 동서통번역봉사단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학과는 자체 개발
한 CBT토익모의시험과 고밀도 토익 강의 및 집중 관리를 통해 토익 고득점자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어학과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일본어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본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어학과는 정규교육과정 외 통번역, 무역, 회계, IT 등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중국어 실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The Only One’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Dongseo University 54 55

ACADEMICS

동아시아
학과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동아시아학과는 국내 최초로 한·중·일 3국 대학

어 운영한 결과 동서대사업단은 3국 합동평가에

〈동서대(한국), 광동외어외무대(중국), 리쓰메이

서 최고점을 받았다.

칸대(일본)〉이 공동 개설 운영하는 학과이다. 모
든 입학생은 한·중·일 3국을 순회하며 교육을 받

3국 대학의 독립된 교육과정 운영 및

으며 3국 학생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

‘국제 이동캠퍼스’ 실시

부하는 GLLP(GlobalLiving-LearningProgram) 과

동아시아학과의 교육과정은 3단계 〈파견 전 교

정이 동아시아학과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육(1학년), 국제 이동캠퍼스(2·3학년), 졸업준비

3국 대학 공동 학과의 설립은 한·중·일 3국 정상

과정 (4학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국

이 합의한 CAMPUS Asia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

제 교환학생제도와는 달리 3국 대학이 공동으

한 것이다. 따라서 입학생은 4년간 중요한 국비

로 운영하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장학생으로서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학생들은 3국 대학이 제
1학년 파견 전 교육기간에는 자국에서 기초외

공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오랜 옛날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로의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히 문화

졸업 후 진로

교류를 해왔으며, 현재는 동아시아의

국내 및 해외의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NPO, 국

국어(한국어·중국어·일본어) 과목과 동아시아의

통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글로벌 인재가

내외 대학원 진학 등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2·3학년 이동
캠퍼스 기간에는 매학기 일본과 중국 캠퍼스를

필요한 시기이다. 동아시아학과는
한·중·일 캠퍼스를 순회하며 각 나라의

▶NEWS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국내 및 해외의

한·중·일 3국 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수한다. 4학년 졸업준비과정에는 자국으로 돌

다국적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CAMPUS Asia 국비 장학생 사업’ 운영

아와 중국과 일본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동아시아학과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2012년도

졸업논문을 작성한다.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다.

부터 4년간 동서대에서 실시한 CAMPUS Asia 프
로그램을 계승하여 2017년도에 신설된 학과이

글로벌 생활-학습 연계 프로그램 GLLP

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은 한·중·일 3국 정상

(Global Living-Learning Program) 운영

들이 동아시아 미래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

GLLP는 어학능력 향상과 동아시아에 관한 인문

여 2010년 5월, 3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교육

학적 지식을 3국 학생들이 공동생활, 공동수업

협력 사업’이다. 동서대는 중국의 광동외어외무

을 통해 습득하게 하는 동아시아학과 만의 독자

대, 일본의 리쓰메이칸대와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

적인 학습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3

성하여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목

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

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때는 10개 사업단 중 유일한 학부프로그램으로

아니라, 외국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탁월한 학

서 한·중·일 3국간의 갈등해소와 상호소통에 기

습 방법 중 하나이다.

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독자적 교육과정을 만들

CAMPUS
Asia

한·중·일 동아시아 인문학 리더 양성프로그램

2, 3학년

중국·일본 순회하는 ‘이동캠퍼스’ 과정

순회하면서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이

MY BRIGHT FUTURE

▶ 동아시아학과 졸업 후 진로
동아시아학과의 3국 학생은 재학 중에 한·중·일 3국 대학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해외 인턴십을 경험하게 된다. 한·중·일 3국에서의 학습 및 생활경험 그리고 인턴십
을 통한 취업 현장경험은 동아시아학과 졸업생만의 경쟁력이다. 3국 언어의 뛰어난 소통능력과 동아시아의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학과의 졸업생에게는 국내 및 해
외의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NPO,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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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물류학부

국제통상학전공

합상품 무역 추세를 반영하여 창의적 교육, 산학

무역업무, 국제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및 기타 다

공동프로젝트 등의 혁신적 교육방법, 국내외 취

양한 통상업무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업연계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특성화

수 있는 글로벌 무역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분야를 발전·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제물류학전공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특성화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경제·경

글로벌 물류전문가 양성

영을 기반으로 물류경영, 유통경영, 항만물류, 항

국제물류학전공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특성화

공물류, 무역실무 5개 트랙의 맞춤형 교육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지원 국제교류협력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물류 전문

사업단은 해외선진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

인력을 양성한다.

교류, 공동연구,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 네트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

졸업 후 진로

워크 구축을 통해 창의융합형 해운항만물류 전
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정부지원 산학연계지

(FTA) 협상으로 모든 국가의 국경이 점차

국내외 대기업, 무역회사, 물류회사, 유통기업,

원사업단은 기초, 심화, 실무, 관리과정을 통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 물류망과

관세직공무원, 무역 관련 협회, 공기업, 금융기관,

교육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실전형 물류전문인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의 발전으로 세계가

글로벌물류기업, 관세전문직(관세사), 해운사,

력을 양성하고 한진 등의 국내 대기업 및 Exped-

더욱 좁아짐으로써 지구촌은 ‘하나의

항공사 등

itors, 머스크라인 등 글로벌 물류기업 등 참여 학

수많은 FTA 네트워크와 전 세계를 누비며

▶학부의 비전

대 유통기업인 서원유통과의 협약을 통해 취업

생들의 취업 100%를 달성하고 있다. 동남권 최

시장’이 되었다. 국제통상물류학부는
대한민국과 부산의 명성을 세계시장에

융복합상품에 대한 무역역량 갖춘

확정형 유통전문가 양성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드높일 도전적이고 스마트한 개척자들을

심화된 글로벌 무역통상 전문가 양성

국제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부상

배출하고 있다.

국제통상학전공은 WTO와 FTA 등에 적응할 수

하고 있다.

있는 글로벌 무역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용주의적 무역비즈니스
관련 교육내용으로 전공특성화를 진행시켜 왔
으며 2007년에는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무역
학분야 ‘최우수학과’로 평가받았다. 지식경제부
주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운영기관
(2001~2012년)으로 선정되었고, 산업자원부
주관 ‘대학 FTA강좌사업(2011~2017년)’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무역통상 분야 특
화인력양성사업에 매진해 왔으며, 현재는 융복

미래형 교육방법 혁신 = 온라인 콘텐츠교육 + 오프라인 프로젝트 기반 콘텍스트교육
동서대 국제통상물류학부는 혁신적 교육의 일환으로 온라인 강의(E-learning)와 캡스톤디자인, 클래
스셀링 등의 오프라인 프로젝트기반 교육을 융합한 ‘O2O(Online To Offline) 2.0’을 국내 최초로 시행
하고 있다. 융합교육, 글로벌교육, IT기반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지향적 전문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26 23
명/

명

K-MOVE스쿨 등의 연수과정을 통해 배출된
2016년과 2017년도 해외 취업자 수

100%

해운항만물류인력산학연계사업 참여학생 취업률

해외취업에 강한 학부
국제통상물류학부는 산업인력관리공단 K-Move 스쿨을 통해 2016년 총 취업대상 졸업자 182명 중
26명이 미국(12명), 싱가포르(8명), 일본(4명), 기타 지역(2명)으로 진출하여 전국 최고수준의 해외취
업을 달성했다.

취업연계 산학협력교육이 우수한 학부
국제물류학전공은 (주)서원유통과 2013년부터 동서대학교-서원유통 취업확정형 유통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안정적 취업처를 제공하고 있다.

MY BRIGHT FUTURE

▶ 국제통상물류학부 특성화 사업
특성화가 잘 되어 있는 국제통상물류학부는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산학연계지원사업(2013. 9. ~ 2020. 8.),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국제교류협력사업(2015. 2. ~
2019. 12.), FTA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2011. 3. ~ 2017. 12.) 등 전공관련 분야의 국가지원사업을 10여 년간 유지발전시켜 온 특성화 학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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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Between Dongseo University and
the world there are no boundaries.
If you are committed to learning
English and want to be a 21st century
leader, come to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realize
your full potential.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DIS]

DIS provides a content-based curriculum,

offers four years of instruction through an

so an interest in international affairs is very

English-only curriculum. Based on the inter-

helpful. The DIS encourages students to

disciplinary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nk critically and for themselves, and to par-

economics, sociology and globalization,

ticipate actively in class discussion. We are

the DIS program revolves around the

less interested in fostering a group spirit than

themes of economic development, human

in making sure that each student fulfills his or

security and cultural identity, while offering

her academic potential. Because all instruc-

regional perspectives on ASEAN, China,

tion is in English, the DIS welcomes appli-

Indi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cants who can already demonstrate some

States.

degree of proficiency in the language. The

International Studies과(DIS)는 4년간의 모든 전

department is alcohol-free, which is to say

공 교육이 원어민 교수의 영어 강의로 진행된다.

that it does not organize or encourage any

DIS는 국제관계, 경제학, 사회학, 국제화 분야에

activities involving alcohol.

걸친 학문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기반
으로 한다. 경제개발, 인간안보 및 문화정체성 관

Global Employment Potential

련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ASEAN, 중국, 인

DIS graduates work locally, nationally and in-

도,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에 대한 지역별 관점을

ternationally. Because they have the English

제공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에 한해 다양한

language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neces-

국제 프로그램(교환학생, 중국 SAP, ASP프로그

sary to be highly competitive, our gradu-

램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ates have found work in Korea, the United

Seizing Opportunities

Czech Republic and more, while working

Increased globalization continues to create

in the retail, service, tech, non-profit and

complex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government sectors of the economy. A DIS

Dongseo University’s Department of Interna-

education is also an ideal foundation for

tional Studies [DIS] is here to help students

those wishing to pursue graduate studies in

States, China, Japan, Vietnam, Indonesia, the

overcome the challenges and seize the op-

Korea or overseas, with a number of gradu-

portunities. Established in 2008, the DIS is the

ates moving on to graduate school studies

first department in Busan to offer an all-Eng-

in Busan, Seoul and the United States.

lish curriculum taught exclusively by Western professors. The DIS focuses on the skills
most necessary for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challenges facing this generation of university graduates. Logical
problem solving,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social and emotional reasoning,
creativity and critical analysis are the skills
most needed to thrive in ambiguous and
challenging environments.
Western-style Classes
Students who want to study a Westernstyle curriculum and have an interest in international issues will find a fun and challenging
department—a department where the priority is placed on academic excellence. Because our classes are small, we can offer
students plenty of individual attention. The

MY BRIGHT FUTURE

▶ DIS 졸업 후 진로
일반 행정직, 외무직, 국외영업 및 국외지사 근무, 언론계, 무역회사,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국제금융기업, 외국계기업, 국제문제 전문가, 국제경영 컨설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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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DIVISION OF
MEDIA
COMMUNICATION

방송영상전공

션학부는 2003년에 동서미디어센터(Dongseo

방송스튜디오와 부조정실, 1인 미디어제작실,

Media Center)를 개원하였다.

4K편집실, 드론카메라, 초고속카메라 등 최첨단

학부 내 전공 간의 이론교육과 동서미디어센터

영상제작 시설 및 장비와 탄탄한 이론과 실무를

의 실습교육을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겸비한 교수진 등 국내 최고의 물적, 인적 인프라

미디어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방

방송용 스튜디오와 뉴스룸, 광고제작용 세트, 아

송영상콘텐츠제작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나운서 부스, 음향효과실, 편집실, 첨단시사실 등
의 다양한 시설과 카메라, 조명 등 디지털 영상 기

광고PR전공

자재를 구비한 최적의 제작환경 속에서 영상분

광고·PR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 최고의 커뮤

야의 최고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니케이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광고, PR 분야
에서 현장 적응력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

미디어아웃렛 구축 통한 차세대 미디어

하고 있다.

창의인재 양성 “너 학교가니? 난 회사 간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수많은 광고와

이론을 기반으로 한 현장 경험 선행교육을 실시

미디어아웃렛(Media Outlet)은 교내에 방송콘텐

각양각색 방송콘텐츠의 양산은 새로운

하여 교내에서 각 분야의 진로체험을 사전에 할

츠 제작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대행사, 미디어

미디어시대로 들어섰음을 알리고 있다.

수 있는 교내 현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을 실제 회사와 동일하게 구축하여 양질
의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며 산업체에 바로 투입

이러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의 생존전략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졸업 후 진로

가능한 준경력급 인재를 양성한다. 미디어아웃

이에 발맞춰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방송사 프로듀

렛을 통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특정 부서에 배

학부는 최첨단 교육환경을 갖추고 현장

서, 촬영감독, 편집감독, 방송작가, 성우, 아나운

치되어 전공 실기수업과 산업체 프로젝트를 동

경험 선행교육을 실시하여 기획과 제작

서, 기자, 광고 회사 AE, PR 회사 기획, 지자체 및

시 수행하며 그 결과물을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미디어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일반기업 홍보담당자, 미

송출하게 된다. 이러한 교내현장시스템 활동성

산업의 창의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디어 플래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카피라이터,

과에 따라 특별 장학금 혜택을 비롯하여 창의능

CF 감독, CM 플래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

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공모전
출품, 문화 체험 등 전폭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NEWS
동서미디어센터 개원으로 국내 최고 차세대

Media
Outlet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교내현장시스템

미디어분야
최우수대학 선정
교육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인터넷에는 없다 모카에만 있다!

영상교육 요람 ‘우뚝’

인터넷 플랫폼 MOCA.or.kr

방송, 영상제작, 광고, PR, 스토리텔링 분야의 현

MOCA는 미디어아웃렛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장에서는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성 콘텐

프리미엄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디서

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실무 능력을 갖춘 인

나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목적의 인터넷

재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이다. MOCA는 정규프로그램 편성, VOD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디어커뮤니케이

카이브, 실시간 중계방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MY BRIGHT FUTURE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특성화 사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서 ‘미디어 아웃렛 구축을 통한 차세대 미디어창의인재 양성사업단’으로 선정되었
으며, 교육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미디어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국내 최고의 영상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기존의 동서미디어센터를 Full HD
로 전환하고, 교내현장시스템(In-School Field System)인 ‘미디어아웃렛(Media Outlet)’을 설립하는 한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문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학생
들의 다양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 성적 중심의 장학금 외에 성과 중심의 특성화 장학금 지급, 학생 취·창업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도 대
폭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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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으로서 이미 역량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발휘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실습활동과 자원

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를 겸비한 전

봉사를 통해 청소년상담과 복지의 실무를 익힐

문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현장실무를 습득하고

다. 지역사회복지, 아동·가족복지, 학교사회복지,

있다.

노인복지, 사회적경제, 정신보건 및 의료사회복
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꿈을 실현하는 활발한 인적네트워크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사회복지학부는 동문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

청소년상담심리전공

은 졸업생이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청소년을 둘

기 때문에 선배들로부터 취업 노하우와 업무에

첨단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어린 아이

러싼 환경도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선배들이 일하

부터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소외되거나

육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

는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외면 받는 이 없이 함께 걷는 따뜻한

었다. 본 전공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열정적

인적네트워크를 쌓을 수도 있다. 교내의 다양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학문이 바로

이며 능력 있는 청소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취업프로그램이나 연구회를 통해서도 꿈을 이

사회복지학이다. 동서대 사회복지학부는

목표이다.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루고 있다. 청소년상담심리를 전공한 임청주, 전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사회복지의

상담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희정, 심아름, 박설빈 동문은 재학 시 교직 연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의 진로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회에서 도움을 받아 4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중

갖춘 깊이 있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등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2018년도

▶NEWS

에는 이상호 외 8명이 대거 합격하여 부산시, 창

사상구노인복지관,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

원시의 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로 재직하고

터,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해 지역

있다. 사회복지학전공은 연구회와 진로지원 프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

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험에서

2012년부터 사회복지학전공이 사상구노인복

매년 합격자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지관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수탁 주체는 학교
법인 동서학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회복지

매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참가 및

학전공이 맡고 있다. 사상구노인복지관은 사상

전국 기관 네트워크 강화

구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 노인복지관이다. 사

여성가족부가 매년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회복지학전공은 지속적으로 사상지역 특성에 맞

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상담심리전공으로서의

는 노인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전공 이해는 물론 진로적

수행해 나갈 것이다. 청소년상담심리전공에서는

성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 기관, 시설

2016년부터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및 단체와의 교류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하

업무를 개시하였고, 2018년부터는 사상구청소

고 있다.

년상담복지센터도 위탁하게 되었다. 졸업생들은

Self-Brand
Development
사회복지학부의 진로교육프로그램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관 및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
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공무원, 국민연금공
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사회보장공단,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병원 및 요양시설, 사회·경제 분야, 학교, 사회단
체 및 상담 관련 기관, 청소년수련관(원), 청소년
상담기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단체 등

MY BRIGHT FUTURE

▶ 사회복지학부 특성화 사업
사회복지학부는 공동체 가치에 기반한 휴먼서비스 전문가 양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저학년에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학년에게는 진로를 개척한 졸업
생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쩌다 졸업생’, 현장의 실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실무강화 프로그램’, 자격 취득은 물론 역량있는 사회복지
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복지사 1급 특강’과 ‘사회복지사 역량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준비를 위한 ‘중등전문상담교사역량개
발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지도자특화전문역량개발과정’과 ‘청소년지도자현장역량개발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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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학전공

를 통해 실무자들이 기업의 인재상에 대한 정보

관광경영학전공은 여행사, 항공사, 리조트 등 다

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할

양한 관광사업 경영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관광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책 및 관광개발 등을 탐구하며 외국어 구사능
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국제
적인 산학협력에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본기로
눈부신 공모전 성과
관광학부는 다양한 주제별 연구회와 Self-Brand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

호텔경영학전공

Development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Self-Brand

호텔경영학전공은 국제적 요구에 따른 전문적

Development 과정은 관광 관련 자격증 취득이

세계관광기구(WTO)의 최신 통계 자료에

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미래

나 관광통역안내사, 호텔마케팅전문가, 축제·공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간 글로벌 관광

지향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지식과 호텔기업

연이벤트 전문가, 컨벤션기획자, 전시기획자 양

산업은 전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을

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인성교육

성 등 취업과 직결되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학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을 기반으로 한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능력과 국

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탄탄한 기본기를 쌓

글로벌 관광산업 수익은 7조6000억 달러

제적 감각을 두루 갖춘 수준 높은 글로벌 호텔리

은 학생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각

(약 8,128조 2,000억원)를 기록했다.

어를 양성한다.

종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창출 25%는 관광업과 연결될 것이라고

이벤트·컨벤션학전공

투어’에서 대상을, 이류환 학생 등은 한국무역전

내다봤다. 이렇듯 관광산업은 계속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되는

시학회에서 주최한 ‘대학생 제안서 발표대회’에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고, 동서대 관광

이벤트·컨벤션학전공은 국제화된 교육 프로그

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관광학부의 이름

학부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램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 업무에 대

을 알리고 있다.

수요에 맞춰 국제적 수준의 미래형

한 최고의 운영 능력을 가진 전시·이벤트·컨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션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있다. 2017년 이다슬 학생 등은 ‘부산관광드림

또한, 향후 10년간 전 세계 신규 일자리

▶HOT ISSUE
Job多한 센텀에 동서의 600개 별이 뜬다!

졸업 후 진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

호텔, 리조트, 여행사, 서비스 레지던스, 콘도미

는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앞으

니엄, 카지노, 면세점, OTA(온라인예약사이트),

로 3년간 24억원의 정부지원금과 대학, 유관기

국내외 항공사, 외식사업체, 관광공사 및 CVB, 컨

관이 11억여 원 등 총 35억여 원이 동서대 관광

벤션센터, PCO, PEO, 전시기획사, 테마파크, 파

학부 센텀캠퍼스조성사업에 투입된다. 세부사

티플래너, 크루즈 등

업은 산학융합교육, 산학융합연구, 기업지원, 고

▶NEWS

며, 산학협력 교육과정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We are different!

국제적 수준의 미래형 관광·MICE 전문인재를 양

동서대 관광학부는 국제적 수준의 미래형 관광

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용연계 및 취·창업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있으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센텀캠퍼스
로 이전했다. 이에 타 대학의 관광학부보다 밀착
형 산학연계의 강점을 가지게 되어 이론만이 아
니라 실무경험이 아주 중요한 관광분야의 선진
교육모델을 구현하게 되었다. 벡스코, 부산관광
공사, 다수의 호텔과 관광 명소 등이 밀집해 있
는 센텀시티에 새롭게 자리 잡은 관광학부는 산
업단지캠퍼스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서대 관광학부에서
진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육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계
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말현장실습을

35억 규모

총

센텀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선정

통해 학기 중에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
으며,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가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는 창
의형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Mini-job fair

MY BRIGHT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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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학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법 집행에 필요한 경찰학

지역사회 순찰), 캠퍼스 순찰대를 운영하여 교내

과 범죄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

외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

으로 익히고, 국제화시대에 필수인 영어, 인성교

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靑雲”의 꿈을

양 등 전인적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전문 경찰 인력을 배출한다. 아울러 행정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학, 법학, 사회학, 교정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

개별맞춤형 및 세분화·집중화 교육 등

의 과목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경찰 이외의 형사

차별화된 학사운영

사법 분야에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서대 경찰행정학과는 남들보다 두 걸음 앞서

있다.

가는 ‘Two Step Advance’라는 학과 슬로건 아래,

졸업 후 진로

있다. 그 결과 재학생 중에 경찰공무원 시험 합

다른 대학과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무원 시험 중에서 평균 80대 1의

경찰공무원(순경 근무),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격자들을 배출할 정도로 경찰행정학과만의 교

경쟁률을 나타내는 경찰공무원 시험은

교정공무원(전국 교정시설 교도관 근무), 소방

육시스템은 이미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타

경쟁률이 높고 시험의 난이도 또한 쉬운

직공무원(소방관련 업무 종사), 대통령경호처

대학 경찰행정학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학

편이 아니다. 하지만 동서대 경찰행정

(특정직 7급 - 경호, 10급 - 기능), 국가정보원(7

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는 훌륭한 교수진과 함께 학생들이

급 - 정기적 채용, 9급 - 업무별 부정기적채용),

특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꿈을 펼쳐나갈 우수한 학습환경 아래,

검찰사무직(검찰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마약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학 중에도 취업 지향적인

높은 경쟁률의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수사직, 군 수사기관(군 관련 수사기관 근무, 헌

교과목 방학 특강과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병, 기무사 등), 법원사무직(법원에서 행하는 재

교수나 학자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해서

판관련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수행), 경호경비요

는 학술논문을 개별 지도하여 국내외 명문대학

원(민간경비 - 관리직, 국내외 행사 시 VIP의전

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과외지도도 하고 있다. 공

경호) 등

직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경찰직
반, 교정직반, 교회직반, 보호직반, 검찰직반, 국

TWO STEP
ADVANCE

남보다 두 발 앞서가는 경찰행정학과만의 전략

▶NEWS

정원반, 군무원반 등 스터디 그룹을 세분화하여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보다 집중화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교수들이 스

“공직진출의 꿈 실현”

터디반을 나누어 책임지도를 하게 한다.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한 고시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고시반

과의 만남과 특강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

에 입실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학습지원실에 남

며,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및 국립과학수사

아 고시반과 같은 체제로 학업하며 교수가 상주

연구원 등 관련기관을 견학하여 이론과 실무를

하여 지도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학생상담을 강

겸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화하여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평생지도교

마음 순찰대(자율방범활동-현직 경찰관과 함께

수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MY BRIGHT FUTURE

▶ 경찰행정학과 CK-D 사업
경찰행정학과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학 중 공무원 시험 합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입생 대상 영어·한국사 특강, 졸업
생 초청 특강, 고시실 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연 2회 체력측정, 모의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합격률 제고를 위해 방학 중 집중강의
나 일선현장 방문학습을 실시하고, 선후배간 멘토·멘티제도를 통해 학습능력 배양과 선후배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학 중 경찰 기관 등 관련 산
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습득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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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계열
DIVISION OF
HEALTH
SCIENCES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해 건강한 삶에

간호학과

(2013년 시험, 전국 69.3%)하기도 했다. 졸업

기독교 정신과 간호철학을 바탕으로 대상자에

후 대학병원(부산대·동아대·울산대) 및 상급종

게 치료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

합병원(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경상대병

및 안녕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전문 간호인

원)에 다수 취업하였고, 대기업(교보생명, 싱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폴 의료제약 행정직)과 대한민국 육군전문사관

방사선학과

간호학과는 4년 연속 졸업생 전원이 국가고시

방사선 분야의 글로벌 명품전문 리더 양성을 목

에 합격하고 대형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취업

표로 설립되었다. 차별화된 최첨단 교육을 받게

하여 내실 있는 간호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쌓아

으로 임관하는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하고 있다.

되며, 졸업 후 의료분야를 비롯하여 방사선 관련

가고 있다. 또한 BLS, KALS센터를 운영하며 응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

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키워내고 있다.

게 된다.

치위생학과는 2년 연속 공무원 합격의 쾌거를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루었으며, 부산지역 유수 병원뿐 아니라 서울

동서대 보건의료계열은 누구나 건강

치위생학과

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차별화된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기초 치위생 영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였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역할을 하고자 글로벌보건의료 전문가를

역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

수행하여 한국치위생과학회 주관 학생학술포스

키워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며 졸업 후 유관 병의원, 기업체, 대학원, 보건소

터 경진대회에서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방사선학과는 2017년도 방사선면허 100% 합
격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국가고시

작업치료학과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자력장학생 배출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활치

방사선 관련학술대회들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

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전문분야이다. 부산

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방사선 및 원자

시 4년제 작업치료학과 중 최초로 개설되었다.

력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명품방사선

졸업 후 진로

작업치료학과는 연세대병원, 한양대병원, 중앙

의료기관, 제약산업 분야, 전문 임상검사센터, 보

대병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임상실습시스템을

건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

구축하였고,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서 4년 연

사로서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간호교육기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 획득
(2015. 12. 11. ~ 2020. 12. 10.)

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병

속 100% 합격하여 전국 1위의 합격률을 달성

원 코디네이터, 간호사, 군 간호장교, 방사선사, 해

하였다.

외취업, 치과 병의원, 구강검진센터, 종합병원, 재
활전문병원,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훈련학교 등

다양한 봉사, DAIP 및 KOICA 국제보건사업 등

기초의과학을 바탕으로 실습과 응용분야의 지

▶NEWS

보건의료계열의 주목할 프로그램은 다양한 봉

임상병리학과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식을 습득하여 전문적인 임상병리사를 양성하

국가고시 합격률 전국 최상위권 달성 신화

사와 국제화프로그램이다. 장애인 대상 기초과

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열은 간호학과 100%, 치위생학과 3

학봉사는 학생들에게 기초과학교육의 중요성을

년 연속 100%, 작업치료학과 4년 연속 100%,

가르치고, 이를 지역사회봉사에 접목시킬 수 있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87.9%, 방사선학과 100%, 보건

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인성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경영, 의무기록 및 의료정

행정학과(의무기록사) 80.8% 합격이라는 신화

함양과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다.

보,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등 미래 사회의 다양

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다.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

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교육체계
를 제공하고 있다.

한 프로그램인 DAIP는 글로벌 사회에서 본인의

전문 의료인 양성해 대학병원 등

지식과 능력을 통해 본교 건학이념인 기독교 사

주요 의료기관 대거 취업

상을 실천하고, 글로벌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7기 졸업생을 배출한 임상병리학과는 국내

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서대

Top3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등에 다수의 졸업생

BDAD사업비로 전액 지원받으며, 프로그램 참

이 취업함은 물론 서울대 약대, 서울대 수의대,

가 후 영어성적 향상과 국제적인 보건의료인이

경희대 의대 등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여 학문 연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

구에 몰두하고 있다.

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필리핀에 학생

6기 졸업생을 배출한 보건행정학과는 국가고시

들을 파견하여 글로벌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

시험인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에 100% 합격

량을 키우고 있다.

MY BRIGHT FUTURE

국제학생포럼 수상

다양한 Self-Brand 창출

BLS 및 KALS

2017 제66회 일본의학검사학회 학술대회
2017 제5회 AAMLS아시아임상병리사학술대회
임상병리학과 주제발표 및 수상

병원행정사, 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
위생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대한심폐소생협회 승인 트레이닝센터
간호학과 운영
부산, 경남 간호학과 유일

원자력 장학생
3명 선정

금상 수상

전국 1위

2014, 2016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 금상 수상
2015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 은상 수상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합격률(2014 ~ 2017)

2016년 한국연구재단 원자력 장학생 학생연구과제
3개 선정, 방사선학과 전국 Top그룹 Rank

▶ 보건의료계열 BDAD 사업
보건의료계열의 BDAD 사업인 ‘CS-I cube’는 글로벌 보건의료 리더 양성을 위한 ‘(CS-I)3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기초체력강화(Clinical Science Intergration),
국제화(Communication Skill Integration), 평판도 제고를 위한 인성(Community Service Integration)의 3CS를 완성(Integration)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 두각을 나
타내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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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DIVISION OF
MECHATRONICS
ENGINEERING

기계공학, 전자공학, 제어공학, 생산공학이 융합

계·전자회로설계·제어시스템·소프트웨어·창의

된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기존 정보시스템

지식재산·학제간융합·주제연계의 다양한 교과

공학계열)에서는 혁신기술 제품을 기반으로 기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

구설계, 회로설계, 프로그래밍, 물리, 수학의 메

부는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 자신

카트로닉스공학 기초교육을 한다. 이를 토대로

이 적절히 조합하여, 융합학문적인 자신만의 전

아이디어 도출부터 제품의 설계 및 제작, 특허출

공을 만들 수 있는 자기주도 교육과정인 ‘SDC

원까지 이루어진 창의적 ICT 융합제품의 R&D

(Self Development Curriculum)’를 운영한다. 다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이

시 말해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꿈 또는 목표를 달

고 실무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융합교육과 더불

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을 자기주도하에 선

어 학생의 꿈과 적성에 따라 자신만의 커리큘럼

별하여 학습할 수 있다. 한 두 분야를 집중적으

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분화되고 특성화된 심화

로 학습하여 해당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목표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통합된 메카트로

교육을 실시하여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하

해도 되며, 융합학문적인 경험을 통하여 창의적

닉스 융합공학부는 지능형 로봇, 무인

도록 한다.

융합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도 있다.

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과 같은 혁신

기계공학 분야

기술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공학 분야

각 분야 학술동아리와 융합연구회 활동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스마트 세상을 이끌어

제어공학 분야

탄탄한 실력 축적

간다. 첨단과학기술교육을 통해 폭넓은

생산공학 분야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에서는 각 분야의 특

지식과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공학

성을 살린 창업·학술·발명동아리 및 융합연구회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동서대

졸업 후 진로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를 주목하자.

기계, 전자, 자동차, 조선 관련업, 융합 ICT 기계부

지원을 통해 R&DB 역량을 높이고 있다. 메카트

품업체, 로봇 관련업체, 자동화 장비업체, 전기전

로닉스 융합공학부를 졸업해 삼성, LG 등 대기

자 관련업체, 정보통신 관련업체, 보건·의료업,

업에 취업한 선배들 대부분은 학부 내 학술동아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연구소, 공무원, 대학

리와 연구회를 통해 꾸준히 실력을 키워 취업에

원, 창업 등

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공간, 장비 및 자금

성공했다. 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중소기업청 지원 1

45억 원

동남권 중소기업중심 메카트로닉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매년 지원액(5년)

PULSE+
SCOPE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CK사업의 핵심프로그램

▶NEWS

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혁신기술 사

혁신적 자기주도 교육과정인

업화에 매진하고 있는 동문도 있고 중소기업진

SDC(Self Development Curriculum) 운영

흥공단이 주관하는 청년창업 사관학교에 입교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의 교육과정은 기계설

하여 벤처신화를 실현하고 있는 동문도 있다.

MY BRIGHT FUTURE

▶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특성화 사업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에서는 CK사업, LINC+사업, 공학교육혁신사업, BDAD사업 등 각종 정부 및 교내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CK사업의 핵심프로그램인 제품기반 공학기초교육 PULSE(Product-based Learning Subjects in Engineering)와 창의공학설계 SCOPE(Senior Collaboration
Program in Engineering) 교육을 통하여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자기 주도적 실무능력 향상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특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
어 능력 향상에도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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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공학부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공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벌(Test+Festival) 수업, 창의융합 369 교과목 개

저학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의 교육과

설, 상상개발 프로젝트라는 파격적인 교육 프로

정과 개인의 잠재력 및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저학년은 소

는 교육방법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산업으로 진

프트웨어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 TC(Training

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다. 고학년에서는

Center), 고학년은 상상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

전문화된 트랙교육과정과 융합능력을 배양할

육 중심 상상워크숍을 운영하며 300석 규모의

수 있는 교육방법들을 통해 특성화 분야 전문인

학습공간과 개인 PC 및 최신 기자재를 제공하고

재를 양성한다(트랙 2개 선택 가능).

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제도와 별도
로 우수 신입생을 위한 신입생우수장학, 2학년

소프트웨어 응용트랙

테스티벌 교과목 Pass 장학, 전공 교과목 최우수

스마트폰부터 스마트자동차까지

학생을 위한 과목수석장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웹으로 간편하게

정보통신보안트랙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은행거래, 문서

해킹 및 포렌식 교육(부산경찰청 연계)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3주기

전송, 인터넷, 게임, 음악감상 등 원하는

소프트웨어트랙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서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앉은 자리에서 터치 하나만

카카오톡을 내 손으로 만들어볼까?

정보통신 2개 분야 최우수대학 선정

으로 해결한다.

IoT트랙

컴퓨터공학부는 2013년도 산업계관점 평가에

동서대 컴퓨터공학부는 혁신적인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

서 정보통신 분야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데 이어

교육을 통해 미래의 스마트한 세상을

컴퓨터·인공지능트랙

2017년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소프트웨

이끌어갈 인재들의 역량을

컴퓨터, 알파고, 세상을 지배한다.

어 및 정보통신 2개 분야에서 최우수대학에 2회

키워나가고 있다.

컴퓨터공학부 GSI분반(영어수업)

연속 선정되었다. 평가에는 경제 5단체와 카카오,

외국인 유학생(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LG전자, COSON 등 39개 임직원과 대학평가 전

네시아, 베트남,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과 함께

문가 등 2,027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산업

듣는 영어진행수업

계관점 평가는 산업계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자

졸업 후 진로

가항목으로 진행된다.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 및 성과 등의 주요 평
컴퓨터 및 정보통신산업 전 분야, 삼성전자·네이
버·구글·애플·KT·SKT 등 소프트웨어 분야, 스마

70억 원

스마트산업적응형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원규모(5년)

5,1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창의도전형 SW R&D사업’
컴퓨터공학과 학생 5명 선정 지원액

동아리 활동 및 학생 창업 위한 든든한 지원

트홈 및 스마트카 등 스마트산업 분야, 국책연구

IT관련 분야는 큰 자본금이나 시설 없이 반짝이

소(ETRI, ADD, KIET 등)및 공기업 등 공공 분야, 부

는 아이디어와 실력만 갖춘다면 누구나 창업에

산은행 등 금융기관, 중등교사, 미주·중동·유럽·

뛰어 들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인프라가 없이

일본 등 해외기업 등

는 실패하기도 쉽다. 동서대 컴퓨터공학부는 학
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

▶NEWS

고 있다. 그 결과 정보보호동아리 ‘CNSL’이 각 단

ICT산업 수요 기반한 전공트랙 운영으로

체에서 지원하는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한국

취업률 100% 도전

인터넷진흥원(KIS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컴퓨터공학부는 동서대의 특성화 학부로서 스

회(KOFST), NIPA 한이음 IT멘토링에서 각각 사

마트산업 적응형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를

업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뜻이 맞는 재학생

양성하고 있다. ICT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

들이 모여 ‘제이씨(JC)’와 ‘LOL’, ‘블랙아웃’, ‘노력

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의 열매’ 등의 이름으로 이미 창업을 했거나 창

기술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등 가전

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스마트IoT연구회’에

제품과 자동차, 배, 건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융

서는 ‘음성인식 API와 마이컴 기반의 실시간 기

합되고 있다. 컴퓨터공학부는 이러한 ICT산업의

상정보를 표시하는 웨더리움개발’을 통하여 개

수요를 기반으로 6가지 트랙을 운영함으로써

인별 650만 원씩 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자체

전공취업률 100%에 도전한다.

수탁하였다.

대학특성화사업 선정으로 한층 가까워진
꿈의 실현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교
육체제를 탈피, 1:5튜터링, O2O PLUS, 테스티

MY BRIGHT FUTURE

▶ 컴퓨터공학부 특성화 사업
컴퓨터공학부는 BDAD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유망 IT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 오울루대학의 전자정보공학과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현지 강의
수강 및 글로벌 팀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 실무형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미국 SAP, 중국 SAP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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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학생이 베트남, 두바이, 라오스 등으로 해외 취업

건축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과 설비, 경영 등에 이

에 성공하였다. 건축공학전공은 매년 전공과 연

르기까지 부산 최고의 Global Standard 건축공학

계된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 엔지니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건축인을 육성하고 있다.

토목공학전공,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DIVISION OF
ARCHITECTURE &
CIVIL
ENGINEERING

지관리를 위한 세부 분야를 교육한다. 또한 국제

통해 집중실무를 체험하고 있다. 또한, 비교과과

교육체계인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교육

실용적,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글로벌 전

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 학생들은 각종 실험 및

동서대 건축토목공학부는 21세기 지식

문건설인을 육성하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에 교수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산

문화를 창조해 가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건축설계학전공(5년제 인증 프로그램 운영)

내외 인턴십 실시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건축의 예술적 가치 및 토목의 실용적

첨단 교육매체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가치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를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국제건축사 양성에 노력

토목공학전공(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능력있는 전문인 완성

사회기반시설물인 교량·지하공간 개발·항만시

본 전공은 공학교육인증체계에 따라 글로벌 스

설·하천·댐·물 환경시설 등의 계획, 설계, 시공, 유

탠더드 교육을 실현하며, 전공교수별 연구회를

학공동 설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현장견학과 국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미래의 건축토목

아우르는 폭 넓은 인문학적 지식까지

하고 있다(2012년 5년제 건축학 교육인증의 최

건축설계학전공, 5년제 인증 획득으로

교육한다. 이로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고등급인증을 받은 후 2017년 최고등급재인증

각종 공모전 ‘군계일학’

종합적인 사고를 지닌 건축·건설

(6년) 획득).

본 전공 학생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전 은
상, 공공화장실 공모전 금상 등 다양한 공모전에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어 왔다. 이 같은 결

건설회사, 건축설계사무소, 공무원, 공기업, 인테

과는 건축설계 역량의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국제

리어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 대기업, 구조·

규격의 교육 과정이 밑바탕을 이룬 것으로 이미

설비·견적 등의 전문업체 등

2012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실사를 통해
‘5년제 건축학 교육인증’의 최고인증등급인 ‘5년

▶NEWS

10년

토목공학전공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5명

K-Move 사업 통한 건축공학전공
해외 취업자

5년

건축설계학전공 건축학 교육인증

인증’을 획득한 후 2017년 최고등급 연속인증

건축공학전공, 강화된 산학교육프로그램으로

(6년)을 획득하였다. 2018년 6월 현재 부산에

해외취업까지 실현

서 본 전공 포함 6개 대학만이 ‘5년제 인증’을 획

본 전공은 LINC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

득해 건축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년제 인

양한 특강을 진행하는 산학교육을 강화해오고

증을 획득한 본 전공의 졸업생들은 국제규격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건축설비 분야에

건축설계교육을 받은 전문인으로 인정되어 건

서 학생들이 10건의 특허출원을 이루어냈다. 또

축사 예비시험을 면제받으며 본 시험의 자격조

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K-Move 사업

건인 실무수련기간도 인증 받지 못한 경우 5년

을 통해 해외 현지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에 비해 3년으로 단축되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전문 엔지니어 인재 양성 교육을 실현해 5명의

갖는다.

MY BRIGHT FUTURE

▶ 건축토목공학부 CK-D 및 LINC+, R-WeSET 사업
건축토목공학부는 2018년도 한층 새로워진 CK-D 및 LINC+, R-WeSET 사업을 통해 건축토목분야의 경쟁력있는 전문 엔지니어 양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 세부 프로
그램으로는 건축토목공학도 경쟁력 강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전문자격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 산학공동 설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실무현장 전문소양 개발프로그
램, 스튜디오 연계 창의적 건축설계인 양성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진로 및 취업 간담회 개최, 건축·토목기사 자격증 취득, 토목공학
전공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건축현장 견학, 취업연계릴레이특강, JIA국제워크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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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공학부
DIVISION OF
CHEMICAL
ENGINEERING

신소재화학공학전공

부품회사, 화장품회사, 다국적 제약회사, 식품관

현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신소재화학공학은

련회사, 영양사, 위생사, 연구원(국립연구원, 의

첨단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사용범위가 증가

과대학 연구소 등), 식품영양의 경영 관련 마케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활필수품은 물

팅, 해외기업(SIEMENS, Roche, Bayer, BASF 등)

론 에너지산업, 정유산업, 고분자산업, 자동차 유

인턴 등

기부품산업, 반도체산업, 화장품산업 등 많은 분
야에 적용되고 있다. 졸업 후 신소재 설계, 합성,

▶NEWS

제어, 최적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능력 및 경영능

화학공학부 LINC사업과 BDAD사업

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다.

본 사업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생명화학공학전공

익 특강프로그램으로 졸업 필수 취득 점수를 획

대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토

화학공학 분야가 미래 전략산업의

생명화학공학은 생명, 화학, 전자, 의료산업의 기

득할 수 있다. 화공기사, 산업기사, 영양사, 위생

한 축으로 인식되면서 기존의 동서대

반이 되고 있으며, 본 전공에서는 화학 및 생물

사, 식품기사, 조리사 등 취업에 필수인 자격증

에너지/생명공학부가 2018년부터

관련과목을 기초로 하여 촉매공학, 효소 및 단백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부의 취업률

화학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질공학, 분자생물공학 등의 응용과목을 교육한

제고와 재학생들의 취업 자신감 향상에도 큰 도

출발한다. 화학공학부에서는 단순한

다. 이 외에 특화 과목으로 발효공학, 의용공학,

움을 주고 있다.

공학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영어 학습과

생물정보학 및 재생의학 등을 주기적으로 개설

식품영양학전공은 수시로 외부강사 초빙 특강

산학협동,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다양한

한다.

을 마련하고 대한영양사협회 부산지사, 진영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선도해나갈

드, CJ프레시웨이 등과의 MOU 체결로 현장실무

깊이 있는 공학인재로 발돋움하는데

식품영양학전공

체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힘쓰고 있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한 식생활

신소재화학공학전공은 다양한 기업에서 현장

환경을 선도할 첨단 지식과 연구능력을 갖춘 영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양학, 식품학, 외식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을

생명화학공학전공은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 배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기초이론은 물론 다양한

양을 위해 해외대학들과 교환학생 과정을 개설

실험 및 현장실습 등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갖추

해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외국에 가서 직접 수업

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에 참여하며, 해외학생들도 매년 약 10명씩 화학
공학부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에너지 및 화학 관련 공기업 및 사기업, 자동차

최우수
2015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식품분야

2학년~ 4학년 1학기
화학공학부 실험수업 의무수강기간

MY BRIGHT FUTURE

▶ 화학공학부 실험수업
공학계열의 특성상 실험과 현장 실습은 필수이기 때문에 화학공학부에서는 전공과목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실험수업을 의무적으로 수
강하게 되어 있다. 실험수업은 현장에서 하는 작업과 흡사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적응할 수 있어 취업 선택의 폭이 넓다. 현장적응 외에도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등 학생들이 미흡한 부분은 학교 내 취업캠프에 참가하여 보완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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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과학부
DIVISION OF
LEISURE &
SPORTS
SCIENCE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운동처방학전공

교내 창업으로 재활전문 스포츠클리닉과 유소

특성화된 이론 교육과 실기 중심의 현장 교육을

년 전문 스포츠클럽 시설 등 전국 최고의 시설을

통해 운동부족에서 오는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

갖추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

위한 종목별 자격증 연수 및 취득지원 프로그램

동처방 그리고 스포츠 손상의 예방 및 재활스포

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영, 보디빌딩,

츠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Group Exercise(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기초 종
목을 중심으로 스포츠테이핑, 스포츠마사지, 뉴

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 클라이밍, 경호경비지도사, 태권도, 합기

아웃도어 스포츠(해양레저, 스키, 산악스포츠

도 등의 무도 단증, 음악줄넘기, 걷기, 수상동력

등)와 실내스포츠 전문가 육성, 스포츠시설 경영,

운전, 요트운전면허, 종목별 심판 자격증(축구,

스포츠이벤트 기획, 프로 스포츠 구단 및 스포츠

농구 등), 스키, 해양레저 등의 스포츠프로그램

마케팅 등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을 배출해내

을 통해 1인당 전국 최고의 자격증 취득률을 달

고 있다.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 운영되
는 컴퓨터와 토익, 회화 등의 영어 특강에 지속

삶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 활동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를

경호전공

적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내에서

맞아 개개인에게 주어진 여가활동을

경호와 관련한 폭넓은 이론과 대통령 경호실의

One-Stop으로 취업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기 위한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진을 통해 체계화된 실습

시스템화 되어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육을 학

레포츠 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교육이 필요 없을 정

교 교내지원(BDAD사업), 국비사업(LINC) 등으

동서대 레포츠과학부에서는 이러한

도의 현장 실습교육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분

로 제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자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한 사회를

야의 전문가를 배출한다.

격증 취득 및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국민생활체육회 및 다양한 스포츠 단체, 종목별

경호전공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문인재를 배출
하고 있다.

전문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 미디어, 보건소 및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송페스티벌 등 대규모

의료기관의 운동처방사, 재활운동치료사, 종목

행사 경호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우

별 팀 트레이너, 스포츠시설 운영 전문가, 스포츠

수시설 견학, 프로 스포츠 단체 관람, 전문가 초

리조트, 스포츠마케팅 기업, 스포츠이벤트 기업,

청 세미나, 학생 실기 발표회, 전국대회 출전, 외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 경찰공무원, 김해국

국대학과의 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제공항 및 부산항만시설 보안요원, 사설 민간경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

호업체 등

고 있다. 레포츠과학부는 현재 30개 이상의 부
산·경남지역의 기업들과 MOU가 체결되어 있다.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이러한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자격증 취득률 전국 1위 향해 매진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전공별 산학협력

레포츠과학부는 잔디구장, 수영장, 스포츠센터

프로그램과 현장 위주의 교과 운영은 우수한 취

내 체육관 및 트레이닝 시설, 실내골프 연습장,

업률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호시스템 실습실, 연무관(무도장), 테니스장,

30개

레포츠과학부 MOU체결 기업 수

최초
경호전공 부산·경남지역 4년제 대학 설립

MY BRIGHT FUTURE

▶ 레포츠과학부 꿈, VISION 실현 프로그램
레포츠과학부만의 내실 있는 교육과 연계된 또 다른 사업은 ‘꿈, VISION 실현 프로그램’이다. 이는 전공별 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에 따른 인턴 프로그램이나
현장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진흥 공모전, SK 대학생자원봉사 공모전, LG 대학생자원봉사 공모전 등에 입상하였고, 장애인
유소년스포츠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운영 등을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유수의 스포츠클리닉, 해양레저스포츠, 퍼스널트레이닝, 스포츠센터, 스포츠
이벤트 및 스포츠마케팅 기업, 전문 경호업체 등에서 현장실습 및 인턴 근무 형태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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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서대 디자인대학은 기존 5개의 전공 중 4개 전공이 통합된 디자인학부와

디자인
대학

패션디자인학과로 편제를 개편하여 새로운 디자인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디자
인트렌드의 습득과 혁신적인 교육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대학은 동서대만의 특화된 융합형 교
과과정과 지도교수와의 친밀한 인성지도, 해외인턴십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을 갖
춘 글로벌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COLLEGE OF
DESIGN

디자인학부

인문+사회+공학+디자인의

융합루트교육과정이란?

융합에 기반한 교육체계 구축

디자인학부의 루트교육과정은 2, 3, 4학년 단계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영상디자

별 루트 교과목과 디자인 일반 교과목으로 구성

인 등 4개 전공을 하나로 통합한 디자인학부는

되며, 루트 교과목은 다양한 디자인 전문분야(시

6개의 디자인루트인 그래픽디자인루트(GD

각, 영상, 환경, 산업)와 관련 타학문(경영, 영화,

Route), 애드버타이징디자인루트(AD Route), 프

콘텐츠, 건축, 컴퓨터, 공학) 등의 융합교육으로

로덕트디자인루트(PD Route), 엔바이런멘탈디

진행되어 디자인 전문성을 극대화한다. 1학년

자인루트(ED Route), 디지털미디어디자인루트

교육과정은 대학 정책교육과 기초디자인 소양

(DMD Route), 아트앤디자인루트(A&D Route)로

교육으로 구성되며, 1학년 말에 각자 소질에 맞

재구성하고, 2개의 어드밴스드프로그램을 운영

는 루트분야를 선택하여 2학년 루트교육과정에

한다. 몰입과 융합 교육의 균형을 갖춘 차별화된

들어가게 된다. 루트교육과정은 기초루트(2학

루트교육과정으로 동서대학교만의 특성화 디자

년), 응용루트(3학년) 및 심화루트(4학년)의 3단

인교육을 실현한다.

계 레벨로 구성되며 졸업작품 전시회는 심화루
트 1, 2의 결과물로 진행하게 된다. 루트교육체
계의 우수성과 장점은 각 루트의 디자인 교수와
타 전공교수, 산업체 전문가들이 함께 융합형 콘
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해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다.

No One Left Behind
실기능력별 분반교육
능력별 학습을 통해 어떤 학생들도
디자인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디자인

공학

24 hour Studio Access
24시간 개방형 루트실습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불 꺼지지 않는
디자인 연구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Integrated Design Program
융합디자인교육
예술+기술+인문사회학의 융합인
디자인 본연의 교육으로 돌아간다.

디자인학부

Critique Class facilitated
by Design Professionals
디자인전문가 참여 토론·비평수업
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무크리틱
방식의 실기수업을 실시한다.

인문

Global Design Education Network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해외 거점대학과의 교류, 탐방, 답사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사회

MY BRIGHT FUTURE

▶ 디자인학부 특성화 사업
디자인학부는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디자인분야 CK-Ⅰ교육부 특성화사업 및 디자인분야 명품 우수학부(과)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5년간 22.5억 원을 지원받아
디자인 콘텐츠 개발, 우수학생 장학금, 최첨단 교육 환경 구축 등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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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동서대 디자인대학 역사

22억5천만 원

혁신적 융복합 루트교육을 통한 가치창조
디자인 인재양성사업단 지원규모(5년)

Graphic Design Route (GD)

Advertising Design Route (AD)

Digital Media Design Route (DMD)

포스터, 편집, 광고, 패키지, 일러스트, CI, BI 등 폭

광고 기획, 광고 창작 및 제작을 균형있게 교육

첨단 디지털미디어의 최신 기술과 디자인 이슈

넓은 그래픽디자인 매체 제작을 위한 콘셉트 설

하여 기획력을 겸비한 광고디자이너와 디자인

를 결합해 사용자인터페이스, 모션그래픽, 정보

정과 아이디어 표현이 가능한 융합형 디자이너

역량이 있는 광고기획자를 양성한다.

디자인 분야 최고의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그래픽 광고디자인 분야, TV광

졸업 후 진로 ▶ 정보디자인, 웹&모바일 디자인

졸업 후 진로 ▶ 시각디자인회사, 광고 및 아이

고 분야, 방송 및 영화 CG디자인 분야, 웹·인터랙

회사, 편집디자인, TV방송 그래픽디자인 분야,

덴티티디자인 업무, 출판편집, 웹디자인, 온·오

션 광고 디자인 분야

Animation·CG·Game 관련 기업

프라인콘텐츠서비스회사, 컬러리스트

Art & Design Route (A&D)
디자인과 예술의 교집합 영역으로 개개인의 창
의적 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접근법과 예

루트와 융합분야와의 관계

술 지향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루트(ROUTE)

GD
Graphic Design

시각

AD

융합분야
영상문학
문화예술

DMD

상품 비즈니스를 위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
는 디자인 사고와 실체화 역량 교육을 통하여 창

A&D

졸업 후 진로 ▶ 전기·전자·IT제품, 생활·레저·

마케팅

문구·사무용품, 가구·조명제품, 운송기기, 산업

특허
시스템공학

산업

PD
Product Design

ED
환경

Environmental Design

+ Advanced Program 1
+ Advanced Program 2

의적인 디자이너와 디자인경영자를 양성한다.

광고PR

소비자심리
Art & Design

Product Design Route (PD)

IT
방송영상

Digital Media Design

툰, 캐릭터디자인, 게임원화, 공공미술

웹 프로그래밍
Advertising Design

영상

졸업 후 진로 ▶ 일러스트레이션, 포토그라픽, 웹

기계공학

기기 등의 제조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창업

Environmental Design Route (ED)
실내공간, 전시공간, 도시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

재료공학

한 공간들에 대해 연구분석하며, 공간사용자의

구조공학

요구와 선호를 파악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공학

공간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건축

졸업 후 진로 ▶ 실내디자인회사, 건설회사, 모형

토목

제작업체, 디자인연구소, 조경업체, 방송국, 디자

조경

인·미술교사, 가구업체, 전시전문업체, 무대디자
인, 디스플레이

MY BRIGHT FUTURE

패션
디자인학과
뉴-모드를 창조하는 글로벌 패션디자이너 양성
2014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된 패션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Fashion Design)는 ‘디자인’이라
는 단순한 범주를 뛰어 넘고자 한다. 시즌별(S/S,
F/W)로 급변하는 패션 현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
을 기반으로 현시대를 선도할 패션분야의 모든
역량을 확장 및 차별화하고자 한다. ‘예술성과 창
의성+디자인 실무기술+마케팅 기획능력’에 관
한 교육이 상호 융합적으로 전개되는 교과과정
은 ‘예술적 뉴-모드를 창조하는 글로벌 패션 전
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융합교육 프로그램
1학년
기초융합
과정
2학년
적용융합
과정
3학년
심화융합
과정
4학년
현장연계
융합과정

1
2
3

루트
class
운영

SelfBrand
운영

4
인체와 의복의 형태, 소재, 색채에 대한 심미적 감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환경에 적합한 패션디자인 창
출과 글로벌 패션마케팅 능력을 배양한다.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어패럴메이킹, 텍스타일디자인,
패션액세서리, 패션 CAD 등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의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패션전문인을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패션디자이너, 패션일러스트레이터, MD, VMD, 텍스타일디자이너, 패션액세서리디
글로벌
패션
전문인력
양성

자이너, 모델리스트, 샵 마스터, 스타일리스트, 패션코디네이터

▶ 패션디자인학과 BDAD사업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는 최근까지 BDAD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2016년도 학생들이 각종 공모전에 참가해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 금상 등 본상 18
팀, 특선 60팀, 입선 98팀 등 무려 176여 팀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 또한 미국국제패션공모전 본상 선정, 이탈리아 Gucci 가방디자인 콘테스트 본상 선정 및 장학금
수혜 등 질적 성장을 해오고 있다. 이는 작품 제작비 등의 경비를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공 교수들이 헌신적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지도한 결과다.
2018년부터는 LINC 사업, K-Move 사업 등으로 보다 폭넓은 현장경험과 기회의 장을 펼쳐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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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택
영화영상
예술대학

한국영화계의 살아있는 전설 임권택 감독의 영화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수하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이 디지털콘텐츠학부와 통합하여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학장 이용관, 現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임권택 감독은 지난 1960년대 이래 반세기가 넘는 동안 102편의 영화를 연
출한 세계적인 거장으로, 그의 명성에 걸맞게 동서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고자 선봉에 섰
다.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발족한 동서대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은 전국 최고의 영화영상 제작
시설을 갖추면서 세계 유수의 영화 교육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최첨단 기자재를 구비한 강의실,
영화산업 현장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 극장 상영을 완벽히 보장하는 녹음 스튜디
오, 소극장 연극 무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연극 강의실, 뮤지컬 공연뿐만 아니라 일반 영화 개봉에도 최

IM KWON TAEK
COLLEGE OF
FILM &
MEDIA ARTS

적인 1,200여 객석 규모의 소향뮤지컬시어터, 그리고 디지털 편집 교육실, 개별 작업용 편집실, 디지
털 도서실 등을 갖추고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최고의 영화 및 공연 전
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게임, 애니메이션, CG 등을 통해 미래사회 전반에 걸친 콘텐츠 문화를 이미지
와 멀티미디어로 재창조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전문가도 함께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있다. 이로써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은 영화 및 공연예술과 디지털콘텐츠의 특성화를 융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세계를 리드하는 우수한 미래형 인재의 산실이 되고 있다.

MY BRIGHT FUTURE

영화과
부산의 新 중심 센텀시티에서 영화를 위한, 영화
인을 위한 국내 최고의 최첨단 영화교육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임권택 감독의 세련된 연륜을 바
탕으로 진정한 영화정신과 인간적인 감성을 탐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일상의 위로와 생기를 얻
어 삶을 기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NEWS
임권택이라는 브랜드파워와 막강한 교수진의 차별화된 교육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영화계 거장 임권택 감독의 이름을 붙인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은 이론과 실
무를 동시에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특성화된 대학이다. 영화과·뮤지컬과·연기과의 3개 예술 분야 학과
와 첨단 디지털 지식 기반의 디지털콘텐츠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임권택’이라는 특화된 브랜드가 합
세함으로써 막강 교수진과 차별화된 교육방식을 통해 최정예 영화·영상 예술인을 육성한다. 또한 임권
택영화영상예술대학의 이용관 학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영화 기획과 행정 분야
의 대가로서 세계적인 영화영상 예술인 육성에 정책 브레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노력한다.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자리에서 영
화를 올바르게 볼 줄 알고 또 만들 줄 알며, 영화
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
는 선도적인 인재를 기른다.

세계에서 주목받는 학생들의 탁월한 영화·영상·연기 역량
동서대 영화과에서는 학생들이 재학시절에 장편영화를 연출하여 졸업 전 이미 영화감독으로 데뷔하
는 초유의 업적을 쌓고 있다. 2018년에도 전주국제영화제 본선 경쟁부문에 오원재의 <낯선 자들의

뮤지컬과

땅>이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다. 2016년도에는 김결 학생이 <프란시스의 밀실>로 미국 메릴

각종 대형뮤지컬 오디션에 전국 대학단위로서

의 역량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김병준의 <개똥이(2012)>와 서호빈의 <못(2013)>이 부산국제

랜드영화제에서 최우수외국영화상을 수상했던 바 있다. 장편영화 프로젝트 시행 초기부터 재학생들

는 가장 많은 인원을 합격시키고 있으며, 최고의

영화제 본선에 2년 연속 진출하면서 우리 영화과의 숨은 연출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이렇게

시설, 교수진, 커리큘럼으로 한국 뮤지컬계 미래

축적된 장편영화 제작 역량은 전국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격적인 학교 지원 정책의 결실

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이다. 연기과는 국내 유일의 메소드 연기 교육시스템을 갖춘 트레이닝을 통하여 많은 기성 연극무대

있다. 또한 국제교육 교류를 통해 중국 및 세계

에서의 배우 및 연출, 스텝으로 활동함과 더불어 임권택 감독의 <화장>, 김대승 감독의 <조선마술사>,

시장으로의 진출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해영 감독의 <경성학교-사라진 소녀들> 등 다수의 장편영화에 출연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드라마 <명성지원>에도 출연하여 국제적인 배우로서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데 주

연기과

력하고 있다. 뮤지컬과는 2000년에 한국 최초로 설립된 뮤지컬 인재 양성의 산실로, DIMF 2회 대상

국내 유일의 메소드 연기 시스템 교육을 실현하

수상이라는 빛나는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명, 성기윤, 오소연, 황미영 등의 뮤지컬과 영화계에

고 있으며 영화과와의 연계수업, 산학협력의 활

스타를 배출한 막강 동문의 저력과 DS뮤지컬컴퍼니 등 성공한 동문 기업들의 활약을 통해 우리 한

성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다. 배우, 연출, 기획,

국 뮤지컬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조명, 무대, 미술, 분장 등은 물론 교육자로 진출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영화 교류와 공연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영화과는 지난 2005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와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를 공동 주최하여 아시아

졸업 후 진로

최고의 영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채프먼대학 및 일본 조사이대학과

영화연출, 촬영, 조명, 편집, 사운드 프로덕션, 제

의 단편영화 제작 교류전은 영화과 재학생들의 국제적 문화 감각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작사, 투자사, 배급사, 영상자료원, 부산영상위,

연기과는 유수의 에이전시 및 매니지먼트와 협약을 통하여 공연 무대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영상

영진위, 각종 미디어 프로덕션, 시각 디자이너,

으로의 현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국 연극대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붐 오퍼레이터, CG 및 VFX분야, 일반 기업 홍보

기획하여 글로벌한 학과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CK-D사업, 산학협력선도 지원사업을 통하

실, 뮤지컬 배우, 뮤지컬 연출 및 기획, 연극배우,

여 자체 창작 공연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활동영역의

영화배우, 성우, 중·고등학교 연극교사, 공연기획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사, 음향감독, 국·공립극단 배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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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美 버라이어티지 선정

Only 1

디지털콘텐츠학부·영화학과,
동남권 사립대 지역전략사업단 선정

뮤지컬과에서는 해외 성과의 결실로 2017년부터 중국전매대학과 교육 교류를 통해 공동학위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 및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다.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에 소속된 모든 학과가 합심하여 수행한 2015년도 ‘제2회 아시아대학생영
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동서대의 이름을 아시아 지역에 확실하게 새길 수 있었던 계기였다. 중국, 일
본, 베트남 등 영화를 배우는 젊은 아시아 영화인들의 한마당이었고, 이는 아시아 유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클래스의 적극적인 활성화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 영화, 공연 교육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영화 · 공연예술 특성화 교육의 최고 인프라, 센텀캠퍼스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이 특성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센텀캠퍼스는 영화·영상 관련업체가 집결
해 있는 센텀시티에 위치하여 최적의 산학협력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동서대는 센텀캠퍼스 2층에 세
계 영화계의 거장이자 한국 영화계의 살아있는 신화인 임권택 감독의 영화세계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임권택영화박물관을 국내 최초로 개장하였다. 임권택영화박물관은 부산 영상콘텐츠 분야의 새
로운 명소이자 영화·공연예술 특성화 교육을 선도하는 동서대의 자랑으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방
문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정상급 공연장인 소향뮤지컬시어터를 보유하여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 배급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한국 뮤지컬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MY BRIGHT FUTURE

디지털
콘텐츠학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게임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디지털콘텐츠학부는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의 시각특수효과 제작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국내외 최고의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공 선택의 폭이 넓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고
국내외 유수 기업과의 현장실습 및 산학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실무역량과 취업의 폭이 확대되었다.
학생들은 게임테크놀로지, 게임아트, 3D애니메이션, 비주얼이펙트 4개의 트랙을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게임테크놀로지 트랙
역량_ 게임프로그래밍, 게임설계, 게임기획
온라인, 스마트, 체감형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기획, 가상현실 게임시스템 디자인, 프로그
래밍을 통한 창의융합인재 양성

게임아트 트랙
역량_ 컨셉아트, 모델링&텍스쳐링
아이디어를 영상콘텐츠에 적합하게 시각화하는 능력을 통해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영상분야 그래
픽 전문인재 양성

3D 애니메이션 트랙
역량_ 3D 캐릭터 애니메이팅, 모션캡쳐, 캐릭터 셋업
예술적 소양과 비주얼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해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인재 양성

비주얼이펙트 트랙
역량_ 시각특수효과, 입체&가상현실 콘텐츠
영상제작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CF 등 영상기획과 제작, 영상편집, 영화 비주얼이펙트 능
력을 겸비한 영상제작 전문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게임기획자, 게임프로그래머, 게임프로듀서, 캐릭터디자이너, 컨셉아티스트, 모델러, 3D애니메이션 감독, 애
니메이터, 모션캡쳐 제작자, 테크니컬 디렉터, 영화 CG전문가, VR콘텐츠 전문가, 시각특수효과 제작사, 광고
제작사, CF아트디렉터 및 편집감독, 스토리보드 작가, 프로듀서 등

▶NEWS
뛰어난 경쟁력과 산학협력 결과로 돋보이는 콘텐츠 파워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들은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부스타 챌
린지 게임 공모전 대상 수상, 2017 게임온 컴피티션 게임 분야 대상, 애니 분야 대상 및 VFX 분야 대
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추진된 제1회 실감미디어콘텐츠 공모전에
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VR 콘텐츠로 수상하였고 서울신문 주최 UCC 공모전에서도 1등상을 수상하였
으며 제11회 부산시 디지털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교수연구 프로젝트로 단련된 학생들은 연구실 및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게임과 VR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을 지속해온 결과 2016년 창업진흥원 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사업에 2개 팀이 각각
5,000만 원 지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디지털콘텐츠학부 졸업생들은 국내외 최고의 CG전문기업의 환영을 받으며, 매년 높은 취업률과 우
수기업 진출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학부는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학부
내 4개 트랙 중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영상콘텐츠에 관한 모든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도 중시하고 있는데, 디지털콘텐츠학부는 중국, 리투아니아,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 유명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 학생들도 영어 강의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고 미국·중국 SAP프로그램, 외국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들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함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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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rdable PDF tools: PDF Merger, Splitter, Password Security, Converter etc. Free download. [A-PD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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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Products |

How to buy

Follow us

Newsletter

Welcome to A-PDF.com
Did you know that Adobe Acrobat is not the only
solution to view and modify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 files? We provide a series of affordable and
free PDF tools for windows. Also, we provide
customization service to meet your individual
requirements.

Focusky Presentation Maker
Focusky Presentation Maker is an extremely
powerful & effective presentation software that
make it easier for everyone to present like a
professional!
Download free »

Example »

Learn more »

A-PDF Watermark
Batch Add watermark to PDF.

What our customers say...

More Testimonial »

After using their products for a few
months, I recommend you take a look at
"Affordable PDF Tools"... As stated
above, since the 1990s I have used
Acrobat Pro and about five alternative
programs. In 2008, I can confidently say
that I am most impressed with A-PDF
products.
- MICHAEL MORTIMER [Plaintiff Magazine]
Alternative to Adobe PDF Online

How to
Unlock secured PDF
Protect a PDF File with password
Batch unsecure PDF files
Convert images (TIFF,JPEG,BMP,GIF,PNG) to PDF file
Scan to PDF using HP scanner
Put page numbers on bottom of PDF
Insert date time stamp to a Acrobat PDF
Split PDFs at pages matching specific text pattern
Convert Microsoft Word 2007 Documents to PDF

http://www.a-pdf.com/?pc-demo[2018-06-27 오후 6:31:26]

Download free »

Order »

Learn more »

A-PDF Password Security
Batch Add/Remove passord to PDF.
Download free »

Order »

Learn more »

A-PDF Content Splitter
Split PDF files based on content.
Download free »

Order »

Learn more »

A-PDF Image to PDF (Scan to PDF)
Convert photos, drawings, scans and faxes
into Acrobat PDF documents.
Download free »

Order »

Learn more »

A-PDF Restrictions Remover
Remove password and restrictions of PDF files in

Affordable PDF tools: PDF Merger, Splitter, Password Security, Converter etc. Free download. [A-PDF.com]
Change Powerpoint Presentation into a PDF Files
How to Extract JPEG Image File from PDF files
How to insert Acrobat PDF blank pages
flip book maker - create html5 & css3 flipbook for free

a few seconds.
Download free »

Order »

Learn more »

A-PDF Merger
Combine two or more image files or Acrobat PDF
files into a single PDF document.
Download free »

Order »

Learn more »

Flip Html5
Make a realistic flipbook or magazine Using
CSS3/HTML5 and JQuery; free to Publish
Unlimited HTML5 flipbook online!
Download free »

Example »

Learn more »

PUB HTML5
PUB HTML5 is a Free HTML5 Flipbook Software Create stunning online flipbooks from PDF. more
see: Free online Flip Book Maker

More than 60 other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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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us | Flip HTML5 | Flip Builder | Free Office | Free Presenta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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