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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붑니다
동서대 바람이 붑니다
대학의 지평이 바뀝니다
한 마리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우를 일게 하듯,
아주 작은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세상을 향한 동서대의 날갯짓은 바람을 타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동서대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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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PRESIDENT

창의적인 지혜로 세계에 도전하고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인재,
젊음의 상상실현想像實現을 지원합니다

동서대학교 총장 장 제 국

▲ 아시아판무크(MOOC 온라인공개강좌)인 GAA(Global
Access Asia)에 15개국 51개 대학총장들이 참여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된 2012 아시아대학총장포럼에
아시아 17개국 68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 한ㆍ중ㆍ일 정상과 장제국 동서대총장을 비롯한 9개
대학 총장들이 2012년 Campus Asia 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민석(民石) 장성만 박사 내외분이 하

현지수업료, 기숙사비는 물론 왕복 항공료도 전

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로는 유일하게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으며,

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

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AP-

이처럼 동서대학교의 세계화 전략은 기존 대학의

부산지역 사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교육역량강

으로 하여 설립한 대학입니다. 1992년 개교한 동

China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동서대학교 중

세계화 틀을 뛰어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화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서대학교는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등 3대 전략

국현지 한중합작 대학에는 IT, 영상콘텐츠 관련 2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대학교만의 다양한 글

밀착형 우수대학으로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젊고 생

개 학과를 설치하여 한국 교육을 해외로 수출하

로벌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국, 중국 등 현

사업(LINC 사업)에도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우리

동력 넘치는 대학입니다.

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

지 분교에서 언어를 습득하면서 선진 학문을 마

대학은 명실상부한 신명문으로 자리매김 하였습

시아 각국에 파견되어 수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

음껏 접하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

동서대의 세계화 전략은

는 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DAIP)을 실

것입니다.

과 취업률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1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매년 동

2002년‘Top Ten & To the World’
를 선포한 이

서대학교 학생 1,000여명이 해외경험을 하고 있

동서대학교의 최첨단 교육인프라와

래 최고의 교육환경, 최고의 교육내용, 최고의 교

습니다.

탁월한 교육역량은

Before Dongseo, After Dongseo !

육서비스로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

2012년에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아시아 17개국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멋진 미래를 향한‘기회의 통로’
인 동서대학교가

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 특성화 실천으

68개 대학교가 모여 교류하는 아시아 대학총장포

동서대학교는 최첨단 시설로 최상의 교육서비스

도전의식과 꿈이 있는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로 IT, 영화영상, 디자인 분야의 경우 자타가 공

럼을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완공된 글로벌 빌

기대합니다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인하는 최고 대학이 되었습니다.

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주

리지, 스튜던트 플라자를 비롯해 뉴밀레니엄관,

21세기는 창의적인 전문 인력이 주도하는 창의사

동서대학교는 전 세계 34개국 149개 대학 및 도

요국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해 매년 각국에서 번

학생생활아파트와 국제생활관, 민석스포츠센터,

회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여러분을 각자의 분야에

시연구소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세계 유

갈아가며 Asia Summer Program(ASP)을 운영

학생문화관, 지난 해 완공한 해운대 센텀캠퍼스

서‘유일한’인재로 성장시키려는‘The Only

수의 기업체들과 인턴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각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아시아 11

등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을 자랑

One’
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21세기형 젊은

지에서 동서대 학생들이 국제경험을 쌓고 있습니

개국 28개 대학 400여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동서

합니다. 설립자 민석(民石) 장성만 박사의 뜻에 따

대학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창의력, 잠재력, 끼를

다. 2013년 조선일보와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평

대학교에 모여 전공강좌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

라 건립된 지하 2층, 지상 6층의 웅장한 초현대적

극대화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으로의 전

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발표

램을 수행하였습니다.

민석도서관은 부산ㆍ경남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환,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통로, 그리고 아시아

한 아시아 대학의 국제화 종합순위에서 동서대학

나아가 2015년 9월부터는 아시아 대학들이 온라

인성 함양과 학문탐구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지식놀이터가 되는 아시아의 허브대

교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대학에서는 유일하

인으로 다양한 과목의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또한, 전국 각지에서 동서대학교에 지원하는 학

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학생여러분들의

게 아시아 50위에 올랐고, 올해에는 외국인 교원

개방하는 Global Access Asia(GAA) 프로그램을

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초현대식 기숙사를 추

‘멋진 미래(Bright Future)’
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

비율에서 아시아 대학 33위를 차지하여 국제화

가동할 계획입니다. 동서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시

가건립하는 등 학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

니다. 여러분들이 동서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글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되

울이고 있습니다.

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로서 확실하게 달라진 모

우리대학은 2011년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

며, 학생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시아 각 대

이러한 동서대학교의 교육역량과 인프라는 국가

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한ㆍ중ㆍ일 3개국 정상의

학에서 제공하는 최고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

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4년 대학종합평

세계의 대학과 경쟁하는 동서대학교는 시대가 요

합의에 의해 추진된 Campus Asia 사업의 국내

게 됩니다.

가‘발전전략 및 비전’
분야에서 전국 1위의 최우

구하는 세계 진출의 뜻을 지닌 진취적인 젊은이

10개 대학에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이 한국, 중국,

또한, 세계 각국의 젊은 학생들이 동서대학교 캠

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삼성경제연

들에게 최적의 대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

일본을 오가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퍼스에서 동서대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우

구소가 발표한‘대학혁신과 경쟁력’
에서 전국 대

래가 바로 동서대학교에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

국과 중국에 설립된 분교에 파견되어 공부하는

수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외국 유수대학과

학 가운데‘Best 4’
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교육인

며, 시대를 개척하는 도전의식과 꿈이 있는 젊은

Study Abroad Program(SAP)을 통해 학생들의

의 공동학위수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자원부의‘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제적 소통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젊은이들

에서 국내 200여 개 4년제 사립대학중 유일하게

습니다. 특히, SAP-USA의 경우 매년 100명의

과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마치 한 캠퍼스처럼 서

무려 5개 분야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

학생들을 선발하여 미국 분교에 1년간 파견하며

로의 국가를 오가며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학위

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부산지역 대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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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학전형 일정

동서대학교
2015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전형

구분

인터넷접수

08 3.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10 4. 모집군별 성적반영 방법
12 5. 실기고사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학과, 레포츠과학부,
뮤지컬과, 연기과)

비고

2014. 12. 19(금) ~ 24(수) 18:00까지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 유웨이 / 진학사
• 학생부 및 수능성적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원서
접수

• 실기고사 가산점 해당자

서류제출

2014. 12. 29(월) 마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 29일 소인까지 유효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06 1. 입학전형 일정
2. 모집군별 전형유형

전형일정

실기
고사

디자인학부 / 패션디자인학과

‘가’군

2015. 1. 7(수)

레포츠과학부
(운동처방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나’군

2015. 1. 13(화)

뮤지컬과, 연기과

‘나’군

경호전공

‘나’군

면접
고사

15 6. 면접고사(경호전공)
16 7. 원서접수

• 실기고사 자세한 사항은
pp.12 ~ 15 참조

2015. 1. 15(목)
~ 1. 16(금)
2015. 1. 19(월)

- 면접고사에 불참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합격자 발표

2015. 1. 29(목) 이전

8. 전형료

등록금 납부

2015. 1. 30(금) ~ 2. 3(화)

- 농협,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17 9. 합격자 발표

미등록 충원 합격 발표

2015. 2. 4(수) ~ 2. 11(수)

- 충원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한 등록 기간

10. 등록금 납부
11. 충원합격자 발표 및 기타 유의사항

19 12. 특성화동일계 및 농어촌출신자 전형(정원 외)
20 13.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정원 외)
21 14. 2014학년도 정시모집 입시결과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유의사항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02 모집군별 전형유형
일반전형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ㆍ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 지원 가능

- 다만, 동일 모집 단위 군 내 선발인원 분할 모집(가나ㆍ가다ㆍ나다ㆍ가나다)을 폐지함
-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는 분할 모집 가능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최종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21:00까지)

※ 정원 외 모집(특성화동일계출신자 전형, 농어촌출신자 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가’
‘나’
, ‘다’
, 군에서 각각 선발할 수 있습니다.
최종모집인원은 12월 19일(금) 이전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복수지원 허용범위

복수지원 금지사항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모집군

전형유형

‘가’군
‘나’군
‘다’군

일반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모집단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참조
(pp. 8 ~ 9)

지원자격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자

• 2010년 2월 이전 졸업자, 학생부 및 수능성적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학생부, 수능성적표 각 1부를 2014. 12. 29(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문/자연계열에 관계없이 전 모집단위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에 따른 가감점은 없습니다.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
에 지원 금지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ㆍ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 등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모집군별 실기고사
모집군

실기고사 시행

모집단위

‘가’군

실기고사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학과

‘나’군

실기고사

•레포츠과학부(운동처방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뮤지컬과, 연기과

‘다’군

실기고사

지원자격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없음

※ 실기고사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2014. 12. 29(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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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모집단위가 학부인 경우 입학 후 학부 내에서 100% 전공 선택 가능합니다.
계열
구분

입학
정원

모집
인원

경영학부

240

영어학과

모집단위

학부 / 단과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가’
군

‘나’
군

‘다’
군

계열
구분

‘가’
군

‘나’
군

‘다’
군

일반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30

30

-

-

190

46

46

-

-

160

31

-

31

-

140

31

31

-

-

650

138

107

31

0

디자인학부

180

105

105

-

-

패션디자인학과

40

20

20

-

-

(운동처방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90

34

-

34

-

경호전공

40

3

-

3

-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140

40

40

-

-

디지털콘텐츠학부

영화과

40

16

16

-

-

뮤지컬과

30

11

-

11

-

연기과

30

12

-

12

-

소계

590

241

181

60

0

총계

2,593

809

510

246

53

학부 / 단과대학

일반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82

32

50

-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교직

60

13

-

-

13

컴퓨터공학부

일본어학과

60

16

-

-

16

중국어학과

73

24

-

-

24

글로벌금융전공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교직

중국어학과

교직

공학

국제학부

국제물류학전공

185

53

53

-

교직

토목공학전공

교직 공학

건축토목공학부

교직

에너지환경공학전공
International
Studies과

20

15

-

15

-

자연

신소재공학전공

교직

식품영양학전공

교직

소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방송영상전공

미디어커뮤니

광고PR전공

케이션학부

160

50

-

50

디자인대학

-

디자인학부
디자인학전공 교직
패션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부

120

40

-

40

-

교직

예체능

레포츠과학부

레포츠과학부

교직

운동처방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에너지
/생명공학부

글로벌생명공학전공

영상문학전공

경호전공
관광학부

150

45

45

-

-

경찰행정학과

40

10

10

-

-

1,108

348

140

155

53

보건행정학과

40

15

15

-

-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40

14

14

-

-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60

18

18

-

-

치위생학과

40

14

14

-

-

※

교직

표시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전공입니다.

※

공학

표시는 공학교육인증제 학과(전공)입니다.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경찰행정학과

공학

소계
보건의료계열

간호학과
자연

컴퓨터공학부

융합공학부

에너지/생명공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전 과목 영어로 진행

청소년상담심리전공

160

메카트로닉스

-

국제관계학전공

인문·사회

건축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모집
인원

건축토목공학부

국제학부

인
문
·
사
회

교직

입학
정원

모집단위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소계

방사선학과

25

7

7

-

-

작업치료학과

40

14

14

-

-

245

82

82

0

0

영화과
예체능

교직

뮤지컬과
연기과

교직

교직

※ 건축토목공학부 건축설계학전공은 5년제입니다.

※ 보건의료계열 중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로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 수시 최종 등록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모집인원은 12월 19일(금) 이전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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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모집군별 성적반영 방법
모집군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

구분

‘가’군
‘나’군
‘다’군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일반전형

70

30

-

-

실기

30

20

50

-

일반전형

70

30

-

-

실기

30

20

50

-

일반전형

70

30

-

-

계
100

3) 학생부 성적 산출 방법
반영 과목 등급별 환산점수
반영 점수 = a + b

100

a : 1학년 국어, 영어, 수학, 도덕, 과학, 사회, 기술·가정 교과 중 상위 3과목 등급 환산점수의 합
b : 2학년, 3학년 교과목 중 상위 5과목 등급 환산점수의 합

100

① 학생부 100% 반영의 경우

※ 경호전공(
‘나’
군) : 대학수학능력시험 40%, 학교생활기록부 30%, 면접고사 30% 반영

등급

1

2

3

4

5

6

7

8

9

1학년

100

99

98

97

96

95

94

93

92

2, 3학년

140

138.6

137.2

135.8

134.4

133

131.6

130.2

128.8

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1) 반영 방법
반영
영역수

구분

전 모집단위

3/4

반영영역 비율

점수
활용

국어

수학

A/B

A/B

영어

상위 3개 영역만 반영

표준점수

(선택영역 각 33.3%)

비고

탐구

② 학생부 30% 반영의 경우
등급

1

2

3

4

5

6

7

8

9

1학년

30

29

28

27

26

25

24

23

22

2, 3학년

42

40.6

39.2

37.8

36.4

35

33.6

32.2

30.8

학년

- 단, 탐구영역은 2과목 성적 반영
- 제 2외국어나 한문은 탐구영역 1과목으로 인정함

※ 가산점 부여(학생이 취득한 표준점수 기준)
- 인문사회 계열 : 국어B 10%
- 공학/자연 계열 : 수학B 10%
※ 예체능계열 탐구영역 반영과목 : 탐구영역 1과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성적표 1부 제출

③ 학생부 20% 반영의 경우
등급

1

2

3

4

5

6

7

8

9

1학년

20

19

18

17

16

15

14

13

12

2, 3학년

28

26.6

25.2

23.8

22.4

21

19.6

18.2

16.8

학년

2) 반영 점수 계산 방법
검정고시 합격자 성적 환산 점수

3개 영역 표준점수의 합 × 10 × 수능반영비율(%) = 수능반영점수
6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1) 반영 요소
교과성적 100%

검정고시

100~97

96~93

92~89

88~85

84~81

80~77

76~73

72~69

68이하

학생부 30% 반영 전형

30

29

28

27

26

25

24

23

22

학생부 20% 반영 전형

20

19

18

17

16

15

14

13

12

점수 구분

※ 학생부 점수 = 환산점수의 8과목 합×1.25

2) 반영 과목 수(8과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도덕, 과학,
사회, 기술ㆍ가정 교과 중

전 과목 중

3과목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 방법

5과목

반영비율

30%

70%

적용방법

등급별 환산점수

등급별 환산점수

※ 학년, 학기가 다르면 동일 교과목 적용 가능. 예) 1학년 1학기 국어, 1학년 2학기 국어 모두 선택가능
※ 모집단위가 인문·사회, 자연, 공학계열은 음악, 미술, 체육, 교련 교과 제외
※ 모집단위가 예·체능 계열은 음악, 미술, 체육, 교련 교과를 포함하며, 단 석차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과목은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에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은 학년(계열) 석차백분율을 등급으로 환산하여 1학년 3과목, 2학년, 3학년 5과목 적용
※ 검정고시 출신자는 과목별 취득점수를 환산하여 8과목 반영(p. 11참조)
※ 2010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학생부 사본 1부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는 대입 원서접수를 위해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신청만 하면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합니다(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제출해야 합니다(12. 29(월) 마감).

◎ 학교생활기록부에 등급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적은 교내 규정에 의해 성적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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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실기고사

디자인학부 / 패션디자인학과

레포츠과학부(경호전공 지원자 실기고사 없음)

1) 실기 일시

1) 실기 일시

모집군

‘가’
군

모집단위

예비소집

예비소집 장소

실기일시

디자인학부 /
패션디자인학과

2015. 1. 7(수) 12:30

뉴밀레니엄관 2층
소향아트홀

2015. 1. 7(수) 13:00~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예비소집

‘나’
군

실기일시

2015. 1. 13(화) 12:30 민석스포츠센터 1층 체육관

2015. 1. 13(화) 13:00~

※ 지원인원에 따라 실기시간, 장소 등 일정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실기 종목 및 배점

2) 실기 분야 및 배점
분야

모집 군

소재
•형식 : 2절지
•시간 : 5시간
•소재 : 이미지 또는 사진
•문제유형 : 주어진 용지(2절 켄트지)를 2등분하여 용지의 좌측에는 주어진 주제 이미지(사진, 혹은 사물)를
정밀묘사하고, 나머지 용지의 우측에는 제시된 주제에 의한 자유 창작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과 4B연필, 색연필, 파스텔, 마카, 수채물감 등 표현에 필요한 도구
•형식 : 4절지
•시간 : 4시간
•소재 : 제시된 문장을 이미지화하여 표현
•문제유형 : 구상물체와 결합된 이미지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과 4B연필, 색연필, 파스텔, 마카, 수채물감 등 표현에 필요한 도구

실기종목

배점

환산총점

준비물

Z자 달리기 / 핸드볼 공 던지기

종목별 100점

500점

운동화 및 운동복(※스파이크 착용 금지)

배점

500점

5

•환산총점 = 2종목 점수의 합 × 2
•핸드볼 공 던지기 측정방법

- 직경 2.5m 원 내에서 공을 잡고 자유로이 던진다((휘)감아 던지기 금지).
- 원을 밟거나 넘어선 경우 또는 던진 공이 정해진 선을 벗어나면 파울로 처리한다 (2회 연속 파울 시에는 경고를 주고 3회 연속 파울 시는 기본점수를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채택한다.
- 기록은 m 단위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예 : 35.59 → 35m로 표기).
500점

- 남자 3호, 여자 2호의 핸드볼 공을 사용한다.
•Z자 달리기 측정방법
-「준비」구령에 맞춰 측정선 30cm 밖 출발선에서 Standing Start 자세를 취한 후 측정센서 신호에 맞춰 3초 이내에「자동」출발한다.
- 3개의 기둥을 차례로 바깥쪽으로 돌아서 되돌아 온다.

석고소묘

•형식 : 2절지
•시간 : 4시간
•소재 : 줄리앙, 카라칼라, 아리아스, 아그리파 중 택 1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과 4B연필, 압정, 지우개

- 출발선에 되돌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0.1초 단위로 측정하고 소수 둘째 자리는 버림으로 한다(예 : 13.57 → 13.5, 13.54 → 13.5).
500점

- 특별한 경우 외에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2회 파울시에는 최저점수를 기록한다.
- 측정센서 도착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최저점수로 기록한다(예 : 손을 이용하여 측정센서를 고의로 감지시킬 경우).
- 최초 측정 시 바닥 미끄러짐 등 확연한 사유의 발생 시 재측정 1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실기채점표
3)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석고소묘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응시합니다.
• 실기고사에 필요한 준비물 이외에는 어떤 물건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동서미술실기대회 입상자(특선 이상)는 실기점수 만점 범위 내에서 입상실적에 따라 3~10% 가산점을 부여 합니다.
• 동서미술실기대회 가산점 대상자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이 발행하는 입상실적증명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 제출).

종목

배점

100

97

94

91

88

85

82

79

76

73

70

67

64

Z자 달리기 남 14.5이하 14.6-14.8 14.9-15.1 15.2-15.4 15.5-15.7 15.8-16.0 16.1-16.3 16.4-16.6 16.7-16.9 17.0-17.2 17.3-17.5 17.6-17.8 17.9이상
(sec)
여 16.0이하 16.1-16.3 16.4-16.6 16.7-16.9 17.0-17.2 17.3-17.5 17.6-17.8 17.9-18.1 18.2-18.4 18.5-18.7 18.8-19.0 19.1-19.3 19.4이상
핸드볼 공
던지기
(m)

남

40이상

39-38

37-36

35-34

33-32

31-30

29-28

27-26

25-24

23-22

21-20

19-18

17이하

여

26이상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4

3이하

• 실기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수험표(사진부착)와 신분증은 실기고사 기간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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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실기고사

4) 가산점 부여

3) 유의사항
가산점

15점

10점

7점

5점

3점

대회 규모별 입상자

전국대회 1위

전국대회 2위
광역시·도 대회 1위

전국대회 3위
광역시·도 대회 2위

광역시·도 대회 3위

-

단증 소지자

-

-

-

공인단증 3단

공인단증 2단

구분

•실기고사 만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두 항목 이상 해당자는 수험생에게 유리한 한 항목만 선택하여 반영 합니다.

• 음악 분야를 택할 경우 모든 곡은 원어(뮤지컬곡은 번안곡도 가능)로 부르고 오페라아리아는 원조로 불러야 하며 반주자는 수험생이 대동
하여야 합니다.
• 음악을 준비할 경우 반드시 MP3파일로 저장된 CD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무용과 연기 분야의 경우 소품이나 의상은 수험생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사진부착)와 신분증은 실기고사 기간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실기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하는 등위가 표시된 입상실적증명서만을 인정합니다(원본제출).
•입상실적은 최근 6년간의 입상실적만 인정합니다.
•태권도 종목은 단증, 품증 모두 인정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내 제출만 인정).
•접수된 원본서류는 대조 후 반환해 드립니다.

06 면접고사

5) 유의사항
• 결시 종목은 0점 처리하고, 전 종목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수험표(사진부착)와 신분증은 실기고사 기간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경호전공
1) 면접일시 및 장소

뮤지컬과, 연기과

모집군

‘나’
군

예비소집

면접일시

면접장소

2015. 1. 19(월) 12:30

2015. 1. 19(월) 13:00~

경호실습실(전자정보관 2층)

1) 실기 일시
모집단위

모집군

뮤지컬과
연기과

‘나’
군

예비소집

실기일시

2015. 1. 15(목)~16(금)
해운대 센텀캠퍼스

2015. 1. 15(목)~16(금)
시간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2) 준비물
•수험표(사진 부착), 신분증, 필기구는 면접고사 기간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 뮤지컬과, 연기과는 지원인원에 따라 실기 시간 등 일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원서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 당일 사진 1장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접내용

2) 실기 과제 및 배점
모집단위

뮤지컬과
(실기분야 중 택 1)

모집단위

연기과

분야

실기과제

배점

음악

독일가곡, 이태리가곡, 오페라아리아, 뮤지컬곡, 팝송, 가요 중 1곡(3분 이내)

500점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재즈댄스 중 구성작품 택 1(3분 이내)

500점

연기

유명희곡 한 장면 준비 발표(3분 이내)

500점

분야
자유(종합)연기
지정연기

실기과제
수험생이 자유롭게 준비한 희곡의 한 장면 연기 발표(1~2분 이내)
시험 당일 대학에서 제시하는 대사를 수험생이 10분 정도 연습 후 연기 발표 (1분 이내)

배점
500점

• 인성교양 및 전공기초 지식
• 다수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3명씩 구술 평가
• 기출문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4) 유의사항
•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휴대폰 등 면접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 면접고사 점수 : 최고점수 300점, 최저점수 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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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원서접수

09 합격자발표

1) 접수기간 및 장소
구분

1) 합격자 사정 원칙
접수방법

접수기간
인터넷 접수

접수장소

•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의 합산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합산총점은 정수로 반영).

내용
• 2014. 12. 19(금)~24(수) 18:00까지

• 합격선 상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http://www.dongseo.ac.kr (동서대학교) 051)320-2115~2118
•http://www.uway.com (유웨이) 1588-8988
•http://www.jinhak.com (진학사) 1544-7715

• 본 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 판정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면접고사,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합격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입학전형 성적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2) 합격자 발표

2)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순서
www.dongseo.ac.kr 접속

모집군



원서접수 사이트로 이동 후 회원가입



유의사항 및 모집요강 숙지


수험표 출력



전형료 결제



일시

장소

유의사항

2015. 1. 29(목) 이전

본 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가’
군
‘나’
군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군

입학원서 입력 및 입력사항 확인



10 등록금 납부

제출서류 송부 (해당자만 보냄)

구분

3) 유의사항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시는 해당업체로 연락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인터넷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 취소 및 지원학부(과), 전형유형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원서작성(입력) 시 유의하십시오.
잘못 입력하여 생긴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입니다.

내용

납부기간

2015. 1. 30(금) ~ 2. 3(화)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납부장소

농협,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유의사항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자격을 취소합니다.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교육·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학이 취소 처리됩니다.

•접수를 완료하였어도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접수마감일은 서버의 과부하로 접수가 원활하지 못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1 충원합격자 발표
08 전형료
일반전형 지원자

- 실기고사, 면접고사 없는 지원자

1) 충원합격자 통보기간 및 등록
30,000원

실기고사 지원자

- 실기고사(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학과, 레포츠과학부, 뮤지컬과, 연기과) 지원자

70,000원

면접고사 지원자

- 경호전공 지원자

40,000원

•실기고사에 미응시한 수험생은 별도의 실기고사료 환불 없습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이나, 마감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천재지변, 입시 시행기관의 과실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응시할 수 없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장소

합격자 발표

2015. 2. 4(수) ~ 11(수) 21:00까지

본교 홈페이지

최종등록

2015. 2. 12(목) 16:00까지

지정 납부처

등록기간
미등록 충원자 발생 시마다 개별 연락
합격자 발표 시 안내

2) 충원합격자 숙지사항
•미등록 충원 합격자는 합격 사실과 등록기간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개별 통지합니다.
•충원기간 중 원서에 기재된 모든 연락처로 연락이 안될 경우 등록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차순위자에게 추가합격을 통지합니다.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나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후보자는 항상 대기하여야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입시관리처(051-320-2115~8)로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충원합격으로 통보 받았을 시 다른 대학에 이미 등록하였으면 그 등록을 취소한 후 본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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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원합격자 발표

12 특성화동일계 및 농어촌출신자 전형(정원 외)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가’
( ,‘나’
,‘다’
군 모집)

3) 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 방법
구분

내용

환불 기간

• 환불신청기간: 2015. 2. 5(목) ~ 12(목) 은행마감 전

환불 방법

• 인터넷 환불신청 :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익일 신청자 계좌로 입금(구비서류 없음)

모집인원

성적반영 방법

전 모집단위

미정

학생부 100% 전형(수능 관계없음)

※ 수시모집 최종등록 결과 결원이 있을 때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간호학과에 지원할 경우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이어야 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탐구영역 선택 시 1과목 반영)

• 반환기간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기간

모집단위

수업료 반환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전형료는 30,000원입니다.

1) 특성화동일계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4) 기타 유의사항
•정시모집에서 3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전형 기간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본 대학교 입시관리처에 변경사실을 알려야 함
통보받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충원 합격자 통보 불가능)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원서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원서접수 후 제출 서류의 미제출, 면접고사나 실기고사의 대리응시, 기타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이 허가된 경우
라도 이를 취소함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원서접수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꼭 지참하여야 함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으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함.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본 대학교는 기독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매주 1회 학생채플을 실시함
•충원 합격자 발표 통보 시 3회 이상 통보가 되지 않으면 다음 차수 합격자에게 통보함
•원서접수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 특성화(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졸업(예정)
자로서 출신학과와 동일계열의 학부(과) 지원자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학력인정고등학교 제외

전화번호

모집단위

전화번호

경영학부

320-1602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320-1750

외국어계열

320-1650

컴퓨터공학부

320-1710

국제학부

320-1630

건축토목공학부

320-1810

International Studies과

320-2740

에너지/생명공학부

320-178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20-1690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학과)

320-1840

사회복지학부

320-1908

레포츠과학부

320-1880

관광학부

320-2620

경찰행정학과

320-2735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320-2078(디지털콘텐츠학부)
950-6543(영화과)
950-6571(뮤지컬과)
950-6572(연기과)

보건의료계열

320-2720
입시관리처 051)320-2115~2118 2123, 2168

-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0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일 경우에 한함)

※동일계열 지원가능 학부(과) 확인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전문교과 이수단위 인정에 대한 특이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지정된 고교학과 외에는 지원 모집단위의 교과과정에 해당되는 전문교과 30단위를 이수)

2) 농어촌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자격1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5) 입학문의(지역번호 051)
모집단위

제출서류

자격2
읍·면 소재 중·고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자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제출서류
<공통사항>
•부, 모,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거주지 변경기록 사항이 모두 기록된 것으로 제출)
<특이사항>
※ 이혼가정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지원자의 기본 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위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1부를 추가로 제출

• 거주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지 변경기록 사항이 모두 기록된 것으로 제출)
• 지원자 중학교 학생생활기록부 1부

※ 서류는 원서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농어촌 지역 인정범위(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 도서 벽지 지역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1. 군 지역과 시 지역 중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
(졸업 후나 재학 중 행정 구역이 개편되어 농어촌에서 제외된 지역은 고교 재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2. 제외자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 출신자
※ 최종합격자는 고교 졸업시까지 자격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학시 주민등록초본 1부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FAX 051)313-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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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정원 외)

14 2014학년도 정시모집 입시결과(최종등록자 기준)
2014학년도 정시모집 환산점수표

1) 모집인원
학부(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영화과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제출서류

- 특성화고교 졸업자(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포함),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단, 군 의무복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도 지원 가능

•학생생활기록부 - 2010년 2월 이전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재직증명서 1부 또는 공적증명서(하단 참조)
•4대보험 납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면접고사

재직경력

전형총점

전 모집단위

500점(50%)

500점(50%)

1,000점(100%)

구분
경영학부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국제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영상매스컴학부
사회복지학부
관광학부
경찰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부
건축토목공학부
에너지/생명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실기)
디지털콘텐츠학부(내신)
디자인학부(실기)
디자인학부(내신)
패션디자인학과(실기)
패션디자인학과(내신)
레포츠과학부
경호전공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과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제출

5) 재직기간 산정기준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마지막 해당 월의 합산 일수는 25일 이상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 시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산정함

6) 면접고사
• 2015년 1월 10일 (토) 12:30 (면접장소는 면접고사 3일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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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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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386
379
393
383
389
388
386
376
385
380
383
376
385
376
379

326
364
356
353
354
362
359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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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367
359
376
376
359
363
364
360
364
356
355
354

367
373
369
366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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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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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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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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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374
372
371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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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367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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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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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354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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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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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357
356
335
343
348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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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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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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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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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316
333
297
298
314

321
332
314
320
324
310
340
313
323
362
333
34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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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310
346
323
338
321
316
330

381
189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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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168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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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133

334
155

177

154

166

174

126

154

183
266
387
190
183

131
261
368
148
133

165
263
380
171
162

160
213
380
172
165

126
205
344
130
116

148
209
364
155
139

195

171

180

184

150

168

650
569
560
607
629
665
635
645
633
668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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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586
602
563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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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628
176
57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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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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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560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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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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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73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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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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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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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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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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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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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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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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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537

554

666

640

649

481
483
477
479
479
480
491
483
483
483
481
481
490
483
469
477
491
477
479
483
481
487
187
487
197
488
164
500
184
268
493

450
463
465
455
462
466
464
456
449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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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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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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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457
476
451
457
465
152
459
155
468
157
471
159
263
470

465
471
471
466
471
473
473
467
469
479
468
474
480
472
464
466
481
468
478
466
469
472
174
473
173
478
161
483
170
265
483

310
308
281
298
299
332
308
302
318
310
285
301
308
298
255
265
295
273
268
289
272
288
177
298
180
309
173
329
171
215
331

222
258
246
227
217
293
270
220
229
297
268
217
293
219
226
215
234
238
266
231
247
254
144
242
120
278
149
268
146
184
293

250
271
261
263
259
310
280
257
264
302
273
274
299
263
241
247
267
260
266
255
257
271
156
264
161
295
159
290
158
200
309

2014학년도 정시모집 환산등급표
구분

4) 산업체 범위

가군
나군
다군
내신
수능
내신
수능
내신
수능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경영학부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국제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영상매스컴학부
사회복지학부
관광학부
경찰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부
건축토목공학부
에너지/생명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실기)
디지털콘텐츠학부(내신)
디자인학부(실기)
디자인학부(내신)
패션디자인학과(실기)
패션디자인학과(내신)
레포츠과학부
경호전공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과

가군
나군
다군
내신
수능
내신
수능
내신
수능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1.63
2
3.13
2.75
3.13
2.88
2
2.5
3.38
1.88
2.75
2.38
2.13
2.5
3.5
2.5
2.88
2.63
3.38
2.5
3.38
3.13

6.5
4.75
5.38
5.38
5.75
5
5.13
5.88
5.75
3.5
4.25
5.13
3.5
3.5
5.25
4.88
4.63
5
4.63
5.5
5.63
5.63

4.33
3.7
4.32
4.4
4.38
3.88
3.8
4.36
4.43
2.85
3.54
4.1
2.8
3
4.38
3.78
3.55
3.79
3.92
4.12
4.54
4.15

3.33
4.33
4
4
3.33
4.67
3.5
3.83
3.33
3
3.5
3.33
2.33
3.67
3.5
4.33
3.67
5
4.17
3.83
4.33
4.33

6
5.33
5.5
6
6
5.83
5.33
6.17
6.33
4.67
5.83
4.67
4
4.33
4.83
5.67
5
5.33
4.67
5.67
5.67
5

4.98
4.95
5
5.09
4.81
5.17
4.38
5.17
4.82
4.03
4.56
4
3.17
4.1
4.17
5.2
4.39
5.13
4.5
4.84
5.01
4.64

2.88 5.5
2.25 5.63

3.83
4.24

2.67 5.67
3
6

4.17
4.84

3.5

5.75

4.43

3.67 6.67

4.93

2.75
4.5
2.5
2.13
2.75

7.88
4.88
4.25
6.25
7.88

4.61
4.75
3.13
3.95
4.97

4
6.33
4.67
5
3.5 4.5
3.33 6.67
4.33 7.33

4.98
4.78
3.88
4.67
5.71

1.63

4.13

3.13

2.75

6

4.25

3.67
3.5
3.67
3.67
3.67
2.5
4
3.33
3.17
2.83
3.5
2.83
2.17
3.5
4
3.67
3.83
3.83
3.67
2.83
4
3.33
3.5
3.17
3
2

6.67
5.67
5.5
6.67
5.5
4
5
6.83
6
3.83
4.83
5
3.67
4.33
4.5
6
5
5.33
4.67
5.67
6
6.33
5.67
4.83
6.33
4

3

4.33

2.67

3.5

4.71
4.48
4.78
5.28
4.41
3.25
4.44
4.83
4.44
3.33
4.13
4.11
3.13
4.06
4.28
4.87
4.38
4.7
4.11
4.49
4.89
4.63
4.58
4.14
4.38
3.19

2.88
2.75
3.5
3.13
3.25
3.13
1.88
2.75
2.88
2.88
3
3
2
2.75
4.25
3.25
1.88
3.38
3.25
2.75
3
2.38
2.5
2.38
1.38
2.38
4.63
1
3.85 2.63
4.25
3.17 1.63

6.38
4.75
4.75
5.63
4.88
4.5
4.63
5.38
6.25
3.88
5
4.25
4.13
5.75
5.13
5.38
4.13
5.38
3.5
6
5.25
4.5
5.75
5.25
5.63
4.13
5.38
4
5.25
5
4.25

4.54
3.97
4.05
4.4
4.02
3.78
3.74
4.37
4.25
3.23
4.28
3.63
3.11
3.96
4.67
4.38
2.95
4.29
3.33
4.59
4.16
3.83
3.66
3.7
3.7
3.25
4.95
2.7
4.09
4.63
2.73

4
4
4
4.17
3.67
3
3.83
3.33
3.5
3
4.33
3.83
2.67
3.17
5.33
4.33
4
4.33
4.5
4.33
4.5
4
3
3
2.67
2.33
3.67
2.67
4
4.33
2

6.67
5.67
6
6.67
6.67
4
5.33
6.83
6.67
4.33
5
7
4.33
6.17
6.33
6
5.67
5.67
5.67
6.33
5.67
5.67
5.5
6
6.67
4.67
5.33
5
5.33
5.67
4.33

5.52
4.9
5.04
5.1
5.29
3.57
4.69
5.19
5.2
3.77
4.71
4.73
3.77
4.64
5.89
5.33
4.94
5.04
5.11
5.19
5.15
4.9
4.52
4.69
4.3
3.3
4.6
4.06
4.49
5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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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 POWER ❶

혁신적 사업으로 열리는
창조 교육의 미래

동서대학교의
CK-Ⅰ사업단

대학특성화의 튼튼한 기반, CK사업 수행

지원금액

동남권 사립대 중 최대 규모

245

억원

동남권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지역 전략사업단 선정

디지털콘텐츠학부
영화과

디자인학부

컴퓨터공학부

영화영상콘텐츠 분야

디자인 분야

소프트웨어융합 분야

10

전국

위

전국 사립대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메카트로닉스융합 분야

3

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대학

글로벌 영상산업도시육성 사업단

가치창조 디자인인재 양성사업단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메카트로닉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차세대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해온 결과,

국제적 산학협력을 통한 영상산업도시 육성사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가치창조 디자인인재

컴퓨터공학 분야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

전자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산업경영

차세대 미디어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미디어

교육부 주관 대학특성화 지원사업(CK-1)에서

업단은 동남권 사립대 중 유일하게 선정된 지

양성사업단’
은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디자인

컴퓨터공학부는 최고 수준의 교육지원 프로그

공학과를 통합한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는

커뮤니케이션학부는 혁신적인 교내현장시스

지역전략 분야를 포함하여 총 5개 사업단이

역전략 사업단으로서, 그동안 동서대학교가

분야 교육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초 튼튼, 교과 튼튼

메카트로닉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으로 선정

템인‘미디어 아웃렛’
을 구축하였습니다.

선정 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영화영상,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집중 육성해

디자인학부는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

인재 교육을 위해 교수와 학생 간, 선후배간

되어 스마트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공학전문가

실제 회사와 동일시스템을 갖춘 방송콘텐츠

동서대학교는 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온 결과입니다. 앞으로 사업단은 해운대 센텀

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사업단 선정

SW 기초프로젝트 교육, 온/오프라인 O2O

를 양성합니다. 자신만의 전공을 창조하는 자

제작사, 마케팅커뮤니케이션대행사, 미디어

장학수혜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영상콘텐츠 클러스터와

을 계기로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지표를 열 것입

PLUS 수업, 테스티벌 수업, 상상 속 아이디어

기주도 교육과정 SDC, 제품기반 공학기초교

플랫폼으로 구성된 미디어 아웃렛은 준경력급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중국 무한의 한·중 합작대학을 중심으로 한

니다. 21세기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디자이

를 실현하는 상상개발 프로젝트, 최신기기를

육 PULSE, 창의공학설계 교육 SCOPE, 자기

인재를 육성하는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합니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국제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부산을

너를 양성하기 위해 8개의 혁신적 융복합 루트

먼저 접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실 등 시대의

주도 R&DB 활동(융합연구회, 발명동아리, 공

다. 또한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스탠더드 교육의 전형을 창조해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창의·

교육이 실시됩니다. 또한 디자인 전문성 실현,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

학봉사동아리, 창업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특별 장학금 지급, 공모전 출품 및 문화

나갈 것입니다.

산학·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추진

국제화 교육, 지역사회 가치창조 프로그램 등

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학생들은 특성화

통해 창의·융합·자기주도 역량을 갖춘 메카

체험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산업과의

할 계획입니다.

의 핵심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사업을 통해 알찬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트로닉스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최고의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평가

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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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에
부는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지평
세계화의 중심,
미국·중국
글로벌캠퍼스

美 호프국제대학 내 동서대 미주캠퍼스 설립
동서대학교는 2011년 자매대학인 미국 호프국제대학 내
에 미주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00명
의 동서대 학생들이 이곳에서 두 학기 동안 영어를 집중

두 학기

100

100

미국에서 보낸 꿈 같은 9개월간의 대장정
장유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PR전공 11학번(밀양여고 졸)

적으로 학습하고 미국문화를 체험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젊음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시작한 해외연수

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젊음의
패기로 떠난 해외연수는 많이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싶은 열망의 발로 같은 것이었

한 학기

명

미국SAP 체험스토리

다. 청춘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2013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광고PR전공 11학번 장유정 학생의 9개월간의 해외연수가 시작되었다.

명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국가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라는 무대에 뛰어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필요성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저를 SAP에 도전하게 만
들었습니다.”

수업료, 기숙사비,
항공료 전액 지원

수업료, 기숙사비
지원

새로운 언어와 문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다
“미국 호프국제대학에서 보낸 9개월간의 시간은 꿈을 향한 길고도 짧은 여정이었
다. 미국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간 품었던 협소하고 낡은 생각들이 확연
히 달라졌고 또한 영어공부에 더욱 흥미와 재미를 가지게 됐다.

동서대학교는 세계 34개국 152개 대학 및 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호프국제대학 내 미주캠퍼스와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내 한중국제교육학원을 설립해
명실공히 Global Standard 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USA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발로 뛰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

China

미국 호프국제대학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니다. 9개월은 길면서도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지내다 보
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우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몸소 경험해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中南财经政法大学

보고 싶다면 꼭 SAP에 도전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中 중남재경정법대학 내
한중국제교육학원 설립
중국 호북성의 성도인 우한(武漢)에 소재한 중남재경정법
대학과 동서대가 합작 설립한 한중국제교육학원이 2011
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해외경험
+
어학연수
+
학점

로부터 정식 학교설립을 허가받은 것은 4년제 종합대학
으로는 동서대학교가 최초입니다. 동서대학교는 매학기
최대 100명의 학생들을 파견하여 학점인정어학연수
(중국 SAP)를실시하고있습니다.

중국SAP 체험스토리

중국 대륙에서 꿈을 향한 첫 비상을 시작하다
이지민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10학번(삼성여고 졸)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의 눈부신 도전
삶과 꿈을 향한 열정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 속의 한국을 소개하는 관광가이드로
문화유산과 역사, 관광자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지녀야 한다.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10학번 이지민 학생이 드넓은 중
국 대륙으로 간 이유다.“해외 경험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던 차에 알게 된 것이 중국
SAP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긴 시간동안 현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2013년, 이지민 학생은 3학년 2학기를 중국 우한(武漢)에 있는
중남재경정법대학에서 지내면서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켰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교 일정대로 수업을 듣고 공부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을 터득할 수 있었다.
중국 대륙에서 나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
던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매우 그립습니다. 중국SAP를 통해 혼자서도 무
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립심을 얻었습니다. 각국의 대표 유학생들
이 모인 장기자랑 대회에서 이지민 학생은 한국을 알리는 작은 문화사절단이 되
어‘아리랑’
을 소개했고 그 일을 계기로 누군가의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관광
가이드의 꿈을 확실히 다졌다.“중국SAP를 다녀오고 나서 제 꿈은 더욱 확고해졌
고 제가 가야할 길과 방향을 제대로 짚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도전해보는 것, 그
것이 20대에만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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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는 바람
세계를 향한 날개를 달아주는 글로벌 프로그램
다양한 해외경험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국제무대를 직접 경험하기란 안팎으로 부담이 되는 대학의 현실에서
동서대학교는 다양한 글로벌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어학연수, 해외탐방, 인턴십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커나가기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점인정 글로벌
학습프로그램
SAP(Study Abroad Program)
동서대학교가 자랑하는 학점인
정 어학연수프로그램 SAP는 미
국과 중국에 소재한 본교 해외캠
퍼스에서 외국어는 물론 전공공
부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글로벌
학습프로그램입니다.

아시아를 품에 안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ASP(Asia Summer Program)
동서대학교는 아시아 자매 대학
들과 공동으로 여름방학을 이용,
학생들에게 국제적 경험을 제공
하고, 지적성장과 계발을 지원하
는‘아시아 썸머 프로그램(ASP)’
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엘리트 교육의 중심
동서아너소사이어티
21세기 지식경제사회를 이끌어가
는 창조적인 글로벌 리더를 양성
하기 위해 마련된 동서대만의 차
별화된 글로벌 교육과정입니다.
2학년부터 졸업할때까지 마련되
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인턴십프로그램
글로벌 튜터링&다문화 멘토링
해외인턴십프로그램은 해외의 언
어와 문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한 후 해외협력 기업
체에 인턴사원으로 파견해 근무
하도록 합니다. 또한 글로벌 튜터
링과 다문화 멘토링은 외국유학
생들과의 문화체험 및 학습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아시아현지 탐방프로그램
DAIP(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
DAIP(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는 여름방학 동안 2주
간 인솔교수의 지도 하에 아시아
국가(지역)를 탐방하며 수업을 듣
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
로그램입니다. 30시간의 국내 및
해외현지 수업을 통해 하계계절
학기 교양학점(2학점)을 인정받
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영어 집중교육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매년 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 우
수한 학생 50명 내외를 선발하여
전 과정을 100% 영어로 진행하
는 프로그램으로 1년간 주당 25
시간(한 학기 16학점)집중적인 영
어교육을 통해 국제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합니다.

대학 생활의 로망,
해외유학교환학생프로그램
동서대 재학 신분을 유지한 채 일
정기간 해외자매대학에서 수학하
면서 정규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또
는 1년의 파견기간 동안 취득한
학점은 동서대 이수학점(학기당
최대 18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
습니다.

30개 과목 영어 전용강의
글로벌교양프로그램(GLAP)
GLAP(Global Liberal Arts Program)은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전용 강의로 다양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익히고 국제
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을
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서 나누는 사랑과 봉사의 장
국제기술봉사단
매년 여름방학동안 인도네시아에
서 국제기술봉사단을 통해 다양
한 봉사로 산 교육을 실천하고 있
습니다. 1996년 창단한 국제기술
봉사단의 참여학생들은 1년 전부
터 선발되어 파견 직전까지 사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체계적인
준비를 함으로써 활동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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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DONGSEO
AFTER DONGSEO

내일을 바꾸는 변화의 힘,
동서대학교의 자신감
동서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프로그램, BDAD

BDAD 기초체력강화 프로그램

전공과 관련한 학생들의 기초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BDAD 국제화 프로그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像

想
現

BDAD 융합 프로그램
융합학문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

實

대한민국 인재상(대통령상) 수상
김태진 디자인학부 07학번(가야고 졸)

부산은행에서 착한 금융 전도사 꿈꿔
류혜진 국제통상학전공 10학번(신도고 졸)

부산항만공사 홍보부 입사

창의교육을 위한 학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2학년 끝 무렵, 나는 단 한사람이라도 올바

현재 부산항만공사 홍보부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님의 밀착된 1:1 티칭방식은 내가 전 세

른 경제인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착

나는 재학시절 학부의 학회장을 맡으며 다

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레드

한 금융 전도사’
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게

양한 활동을 했다. 우리 학부는 국내 최고 수

닷어워드와 미국 스파크 어워즈, 독일 IF, 미

되었지만 주변에는 금융관련 지인도 없었

준의 실습교육과 시설 때문에 유능한 동문

국 IDEA, 독일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에서

고, 아무런 채용시장의 정보도 없었다. 그러

을 많이 배출했다. 여기에 다양한 글로벌 프

수상하게 되는 든든한 발판이 되었다. 지난

나 글로벌영어프로그램, 미국 SAP 등으로

로그램은 나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해에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든든한 학과 교수님

큰 주춧돌 역할을 했다. 특히 방학 기간 3주

여하는 대한민국 인재상(대통령상)을 부산

의 지원으로 수도권 학생들과 경쟁하여 당

동안 인도에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DAIP

지역 대학생 중에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광

당히 부산은행에 입사하게 되었다.

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에어부산 케빈승무원으로 활약
김다은 관광경영학전공 09학번
(덕문여고 졸)

한국전력공사 경남지부 취업
박영화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08학번
(배정고 졸)

파크하얏트부산 지배인으로 스카웃
김대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01학번
(사직고 졸)

나는 재학 기간 동안 관광전문인의 자질을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는 기술발전의 속

미국 SAP 1기로 호프국제대학에서 연수를

갖추기 위해 영어를 비롯한 어학 공부에 많

도가 빠른 첨단 학문분야인 만큼 교내외 학

받을 때 그 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

은 힘을 쏟았다. 특히 우리 대학은 글로벌 인

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놓쳐서는

스업이 나의 적성에 맞을 것이라는 결론을

재를 길러내는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곤란하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경남지부에

내리고 매진해 온 결과, 해운대 소재 6성급

있기 때문에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취업하여 근무하기까지 나는 재학시절부터

호텔인 파크하얏트부산 지배인이라는 호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SAP를 통한 해외연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태양

리어의 길을 걷게 됐다. 어학능력이 필수인

수 기회와 산학협동 프로그램 등을 100% 활

광 자동차 제작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

나에게 동서대만의 특화된 글로벌프로그램

용한 덕분으로 마침내 에어부산 케빈승무원

외에도 장학프로그램, 학술동아리 등 교내

은 큰 도움이 되어 호텔업무와 관련해 100%

이라는 꿈을 일궈냈다.

지원프로그램 참여도 필수!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다.

김태민 방송영상전공 08학번(사직고 졸)

을 안았다.

동서대는‘NEXT DSU, NEW VISION’

BDAD 자격증 및
공모전 지원 프로그램

의 비전에 발맞추어 BDAD사업을

학생들의 스펙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공모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미래에 대한 단순한 비전을 제시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BDAD사업은
교육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실력을 갖췄을지 몰라도
동서대를 졸업할 무렵에는
My Bright Future를 이루어 내겠다는
동서대만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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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O2O 수업

LINC사업단 Class Selling

디자인대학 융합디자인루트

CONVERGENCE
EDUCATION

동서 Open Theme
Class(OTC)

경영학부 VOICE프로그램

컴퓨터공학부
협업 위한 학생공간 구축

변화와 소통이
함께 만드는 시너지의 물결
창의적 인재의 발전을 이끄는
융합교육 사업
바로 지식과 기술, 학문 간의 융합입니다.

디자인대학 융합디자인루트
인문 + 사회 + 공학 + 디자인

이를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은 학부 내 5개 전공

대응하고자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이제

을 8개의 루트교과과정으로 통폐합하는 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감한 교육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시

동서대학교는 급변하는 시장경제 상황에서

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영상디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자인 등 4개 전공을 하나로 통합한 디자인학

양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선

부는 8개의 융합 디자인루트로 재구성되었

첨단 교육시스템을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습니다. Graphic, Communication, Digital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Media, Creative Advertising, Industrial
Service, Product Innovation, Environment 1, Environment 2로 구성된 융합루
트 교육과정은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교육을 실현합니다. 이러
한 루트교육체계는 각 루트의 디자인교수와
타 전공교수, 산업체 전문가들이 융합형 콘
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해 교육현장에 적용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학부 O2O 수업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수업

LINC사업단 Class Selling
산학프로젝트, 정규 교과로 개설

국제물류학전공은 2013년부터 온라인 강의

동서대학교 LINC사업단은 산학협약을 통한

(E-Learning)와 오프라인 강의(강의실에서

교육콘텐츠 판매사업인‘클래스 셀링(Class

의 토론 및 발표수업)를 융합한
‘O2O(Online

Selling)’
의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

To Offline) 수업’
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

다. 클래스 셀링은 대학에서 공간을 지원하

습니다. 이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

고, 산학프로젝트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해

생들이 수업내용을 미리 집에서 숙지하고,

취업과 기업지원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O2O수업 전용공간인‘창의형 강의실’
에서

마련된 것으로,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관련 주제에 관한 팀별 발표, 질의응답과 토

산업체에서 일정비용(장학금)을 부담하고 수

론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이러한 새

업을 통해 산업체 개발자와 공동으로 프로젝

로운 수업 방식은 사실상 2배 이상의 시간을

트를 진행한 결과물을 산업체가 구매하는 일

학업에 투자하는, 집중 심화교육을 받는 셈

종의‘주문식 판매 프로그램’방식입니다. 현

이어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

재 LINC사업단의‘클래스 셀링(Class Sell-

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물류학전공은 글로

ing)’
에는 11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개설된

벌 물류경쟁시대에서 앞서가는 물류유통전

11개 과목을 통해 스마트폰 게임, 플래시 애

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니메이션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 VOICE프로그램
가상오피스에서 프로젝트 실행

컴퓨터공학부
협업 위한 학생공간 구축

경영학부의‘보이스프로그램’
은 교수와 학생

컴퓨터공학부는 각 전공별 학생 간 협업의 중

교양교육원
동서 Open Theme Class(OTC)
각 분야의 교수 3명과 팀 티칭 수업

이 가상오피스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제안한

요성을 강조, UIT관에 겹겹이 싸여있던 칸막

차별화된 교양수업인 동서 Open Theme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아이디어 도출, 현장실

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탁 트인 넓은 공간에

Class는 기존의 수업형태와 달리 1강좌 당 각

습, 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

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셀프브랜드와

기 다른 분야의 교수 3인과 30명 내외의 학생

동 경영 몰입교육으로 학점 이수, 수료증 수

캡스톤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학생공간’
을구

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공유하는 팀 티칭

여는 물론 우수성과자에게는 상장과 방학 중

축했습니다. 이 공간은 각 팀의 프로젝트 개

방식으로 현재 8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

국내 또는 국제 단기인턴 기회(또는 상금)를

발, 공모전 준비, 논문 준비 등 학생들이 성

다. 예컨대‘트라이앵글:사물을 보는 3가지’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동서대학교 경영관

취할 한 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목표를 지원

강좌는 경영,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커뮤니

‘VOICE실’
을 설치해 가상오피스를 통한 교

하기 위한 시설로 매유 유용한 학부 내 인프

케이션 전공교수 3명과 학생 30명이 한 교실

육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

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각 트

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강좌

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0월 17일에는

랙별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나

를 개발·담당하는 24명의 교수는 8개 강좌

부산시와‘행복마을 브랜드마케팅 재능지원’

아가 취업 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실질적

외에도 새로운 수업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프로그램을 통

인 능력을 키우는데 혁신적인 공간이 될 것

여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창의토론

해 마을상품 공동브랜드인‘해품선’
의 전반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밑

적인 브랜드마케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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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 멀티,
건강을
추구하는
신개념 캠퍼스

Student Plaza
스튜던트플라자는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토털 개념의 학생 생활공간입니
다. 다양한 학생 편의시설과 함께 동서대
학교의 로고가 들어간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아트숍’
도 신규 오픈해 학생들
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3층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60여 개의 동아리실

글로벌스포츠센터 질 좋은 온천수가 나오

종합운동장 가로 80m, 세로 50m 크기의 인

민석스포츠센터 민석스포츠센터에서는 헬

과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의

고 있는 글로벌스포츠센터에서는 수영장, 헬

조잔디 축구장과 4레인의 우레탄 트랙, 씨름

스, 스쿼시, 배드민턴, 골프, 검도 등의 운동 프

스장, 사우나 등 학생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장, 널뛰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탠

로그램이 있고 건강클리닉 운영으로 개인의 건

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대학

드는 총 1,646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

강과 체력에 따른 맞춤식 운동을 지도하고 있

교 스포츠센터는 즐거운 캠퍼스라이프를 선사

는 필로티 광장, 보행자 마당, 목조휴게테크

으며 지역민 누구나가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

할 신개념 공간으로 학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

등 편안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록 연중 운영합니다.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 있습니다.

배움의 열정과 꿈을
지원하는
최첨단 캠퍼스 인프라

뉴밀레니엄관

민석도서관

최첨단 종합 정보기지인 뉴밀레니엄관

민석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학생

은 동영상·사이버수업, 국제원격화상

들이 공부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수업을 실시하는 첨단강의실, 최첨단 지

있는 충분한 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표

역기술혁신센터, 스튜디오·종합편집

적인 시설로는 PC공간, 출력/스캐너 공간, U-

실·음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동서미디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는 IT ZONE과 UCC를 제

어센터,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등

작할 수 있는 UCC룸, 대형 모니터와 홈시어터

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뉴밀레니

시스템이 갖춰진 A/V룸, A/V부스, 게임·

동서인이 배움의 열정과 푸른 꿈을

엄관의 또 하나의 명물인 3D체험관은

웹·LAB 부스, 음악이 가득한 뮤직부스 등 다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100여 평 규모로 무안경식, 안경식, 홀

양한 멀티미디어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U-

각 건물의 주요시설을 소개합니다.

로그램 방식의 3D 디스플레이와 3D

ZONE이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

TV, AR Book, 3D Game, 3D Arena,

는 멀티플렉스에서는 200인치 Full HD 화면으

3D Rider 등 다양한 3D 콘텐츠들이 22

로 최신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e-Cafe에서

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는 자유롭게 노트북을 사용하고, 외국어 공부

동서대 캠퍼스는 최첨단 기자재 및 모바일 캠퍼스 구축,
각종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토털 개념의 멀티플렉스 시설 등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등을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되고 있
습니다.

뉴밀레니엄관

글로벌빌리지

민석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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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시설을 갖춘
안락한 글로벌 생활문화공간

2014년
부·울·경지역 대학 취업률

1 8
위

전국

위

동서대 57.9%

생활·문화시설과 글로벌커뮤니티까지
갖춘 멀티생활관

S대 56.7%
D대 53.5%
B대 52.0%
동서대학교는 시외 거주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적의 기숙사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합생활시설인
글로벌빌리지, 외국인 학생의 생활시설인
국제생활관, 아파트형 주거공간인
학생생활아파트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함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형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공별 유망 중
소기업과의 산학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맞춤식 인재 양성프로그램’
을 통해 산업
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인턴십 취업 희망국가를 선택해 외국
에 직접 나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인턴십은 일정기간 해당국가의 언어와 문
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한 후 해

학생생활
아파트

국제생활관
Ⅰ, Ⅱ

글로벌하우스

최고의 취업률을 만드는
최고의 취업 노하우

튼튼한 산학협력네트워크‘청년인턴제’
,
‘연수지원제’등의 현장실습프로그램을 통해

외협력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파견됩니다.

평생지도교수제도 2학년 지도교수가 4학
년까지 지속적으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배려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기숙사의 미래

외국인 학생들의 꿈의 기숙사

아파트형 생활복지 공간

해 학사 지도 및 취업진로 상담 등의 역할을 합

글로벌빌리지의 2인 1실의 기숙사 글로벌

국제생활관Ⅰ은 동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시외 거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기숙

니다.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사회 진출

하우스는 강의실과 더불어 수영장, 헬스장,

있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각종 생활

사로 지상 5층, 연면적 6,671㎡의 규모입니

후에도 학생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

사우나 등의 복합생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생활

다. 이곳에는 533명의 학생이 수용 가능하며,

도록 돕습니다.

습니다. 총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로 501명

관Ⅱ는 376명의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

편의시설과 모바일 환경을 갖추고 학생들의

이 생활하는 기숙사와 강의실, 550석 규모의

된 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한 아파트형 생활복지

학생식당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명)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채용박람회’
‘취업
,
캠프’
‘취업특강’
,
‘취업정보시스템
,
운영’
‘직
,
무적성검사’
, 부산·울산·경남의 우수기업

교육부 2014년 발표 취업률(%)

501

515

533

‘나’
( 그룹 졸업생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을 초청한
‘인사담당자 초청 모의면접 실시’
등
의 취업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지도
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자신감을 높이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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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 POWER ❾

꿈과 열정에 대한
아낌없는
장학지원

경영학부

인재별 맞춤 장학금 지원 제도

외국어계열
국제학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동서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고취시키고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보다 넓은 무대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동서대학교는 뚜렷한

사회복지학부

목표 의식을 가진 인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광학부

My Bright Future, 동서대가 미래를 향한 당신의 꿈과 열정을

경찰행정학과

지원합니다.

보건의료계열

●특화된 해외연수 장학 미국 SAP 장학, 중국 SAP 장학,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동서글로벌프로그램 장학, 일본·중국 학점인정프로그램 장학,

컴퓨터공학부

동서아너소사이어티 장학 등

건축토목공학부

●신입생 장학금, 특별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

에너지/생명공학부
레포츠과학부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
명칭

대상

혜택

조건

디자인대학

My Bright Future 장학

모집시기별 전체 수석 합격자(수시, 정시)

4년 등록금 전액

평점 3.8 이상

학부수석 장학

학부수석합격자

1년 등록금 전액

평점 3.8 이상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입학성적우수 장학

모집시기별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별 성적우수자

당해학기 수업료 반액

입학성적우수자

교육역량강화 장학

입학성적 우수자

입학금 면제

입학성적우수자

컴퓨터공학부 CK 우수장학

정시모집 수능등급 평균3등급 이내 인 학생
(4개 영역 중 상위 3영역, 컴퓨터공학부 지원자)

1학기 등록금전액

입학성적우수자

IBT토익성적우수 장학

입학예정자 중 IBT(Internet Based Toeic Test)
성적우수자

1인당 30~50만원 지급

IBT토익성적우수자

동서미술실기대회 장학

동서미술실기대회 수상자

대회요강에 의거 해당 장학금 지급

평점 3.8 이상

동서스피치 장학

동서영어스피치대회 수상자

대회요강에 의거 해당 장학금 지급

평점 3.8 이상

형제자매 장학

형제자매(직계가족 포함)가 대상자 모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일 경우 연장자에게 지급

매학기 3급 장학금(수업료의 25%)

평점 대상자
모두 2.5 이상

보훈 장학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로서 보훈청장이
교육보호대상자로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입학금을 타대학에서 받은 경우 수업료만 지급)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교육, 교역자 장학

교육자, 목회자 본인 및 자녀

매학기 10만원 지급

평점 2.5 이상

동서가족 장학

본 대학교 교직원(법인 임직원 포함) 자녀

4년간 1급,2급,3급으로 나누어 지급

평점 2.5 이상

1년간 성적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나누어 지급

평점 3.5 이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동서글로벌프로그램 장학 동서글로벌프로그램 선발계획에 의거 선발된 우수학생
소망 장학

기초생활수급자로 판정된 학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장학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
전액 지원(입학금 제외)

한마음 장학

장애등급이 4급 이상인 학생

당해학기 수업료 1/3

평점 2.0 이상

사할린우수인재 장학

사할린 동포 자녀 중 우수 학생

4년 등록금 전액

평점 2.5 이상

저소득 장학

저소득요건과 장학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

수업료 일부

평점 2.0 이상

대학·학부 소개

ACADEMICS

교내장학금
명칭

대상

혜택

특별 장학

본 대학 건학이념과 4대 교육지표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

최고 500만원(연중 1회 선발)

모범 장학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하면서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매학기 1급, 2급, 3급으로 선발하여 지급(1학년 2학기부터 지급)

봉사 장학

각 학부 및 부서에서 근무 후 장학금 지급

봉사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동서리더 장학

학생자치기구, 총대, 학회장, 학부대표

해당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미국 SAP 장학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2학기 동안 미국 자매대학에 학점인정 영어집중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

중국 SAP 장학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1학기 동안 중국 자매대학에 학점인정 중국어집중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

해외연수 장학

재학생 중 선발자

중국, 일본의 자매대학에서 해당 전공 학점인정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 1급(수업료의 100%), 2급(수업료의 50%), 3급(수업료의 25%)

조건
평점 3.5 이상
평점 2.7 이상

※ 우리대학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 및 지급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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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DIVISIONS

Global ACE 역량을 갖춘
비즈니스 카테고리 킬러 양성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 세계
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최대 공통점을 뽑자면
세상을 넓게 볼 줄 아는 식견과 폭넓은 커뮤
니케이션 능력 등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다는
점이다.
제2의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카테고리 킬러를 키우기 위해 동서
대학교에서는 1995년에 경영학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짧은 역사 속에서도 경영학
부는 각종 국책사업 선정(ERP전문인력양성
사업단, 중소기업마케팅역량강화사업)과
공모전 수상 등 많은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경영학전공
인사, 회계, 재무, 생산, 마케팅, 경영정보와
같은 보편적인 경영이론과 실무지식을 습득하
고, 경영학에서 꼭 필요한 글로벌 능력(Global),
산업/직무심화능력(Advanced), 창의창업능력
(Creative), 윤리의식(Ethics)을 갖춘 Global
ACE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One Category, One Kill”경영학부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제6기 BDI

1995년 신설된 경영학부는 2011년 학문의

‘내 머릿속 열정을 채우자’
라는 주제로 소외계

통합과 특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층 대상 강연 콘서트를 개최해 동상의 영광을

청년 프론티어 공모전’
에 경영학전공 학생들이

경영정보전공, 마케팅전공, 회계전공, 금융선

안았다. 이 외에도 프레젠테이션 본선대회,

물보험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던 기존 전공을

영어경진대회, LINC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통합한 경영학전공과 특성화전공인 글로벌

금융 실전 투자 동아리‘투자전략과 자산배분’

금융전공으로 재편하였다.

경연대회 등 수많은 공모전과 대회에서 우수한

글로벌금융전공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이
나 일반 기업체의 재무, 금융 분야의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한 특성화 전공이다. 금융중심지 부
산에서 필요한 금융인재를 육성하고, 국내외
의 금융자격증을 취득한 글로벌 금융전문가를
양성한다.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하나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기업(경영기획, 회계, 총
무, 마케팅,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부서),
전문기업(컨설팅 기업, 회계사무소, 회계법
인, 국가기관, 리서치기관, 광고홍보회사, 브
랜드개발기업, ERP관리기업),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금융기관 및 기업
의 재무 및 경영 관리 파트 등

재능기부엑스포(윤리의식) 등 다양한 Global

산업(자동차, 전자, 화장품 등)과 직무(회계,
재무, 인사, 마케팅, 생산, MIS)에 능통한 글로
벌 비즈니스 카테고리 킬러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글로벌 CK프로젝트(글로
벌 능력), All-in-One 프로그램(산업/직무심화
능력), Global Biz Challenger(창의/창업능력),
ACE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공모전,
경연대회에서 빛나는 그들의 열정
경영학부라고 해서 공모전이나 경연대회에 참
가할 기회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각
종 대학생공모전이나 학술경연대회에서 수상
자를 대거 배출하며 동서대 경영학부의 파워를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학부는‘부산 중소
氣-Up 마케팅 공모전’
에서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대학생 5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동서대 경영학부 전공학생이 대상을 수
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영학부BDAD 사업▶
졸업생 특강으로 경영인의 꿈을 키우다
21세기 차세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론과 실습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회에
나가 활발히 활동 중인 선배들의 경험담과 조언
을 듣는 것도 인성과 경영 마인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경영학부는 BDAD
사업의 일환으로 매학기‘졸업생 릴레이 특강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졸업생을 초청하여 학생들의
경영 및 창업마인드를 고양시키고 미래 전문
경영인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
름이 되고 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예약한 학생들과 졸업생이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쉽고 편안
하게 참여할 수 있다.

경영학부

INTERVIEW
국민경제의 향상과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경제계에 입문하다
정지이 경영학부 09학번(경혜여고 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지이 동문은 건전한 국민경제 발
전의 실현과 올바른 경제정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학시절, 팀을 이뤄
기업마케팅을 직접 제시하고 기업 연구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여‘기업사랑프로젝트 대상’
을 수상한 바 있다. 국내외 경제 사안에 대해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실력을 키워 경제단체에서 활약하는 전문 인재
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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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되어가면서 외국어는 필요가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언어’
는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으며 230여
개국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연결고리인 것이다.
동서대학교 외국어계열은 많은 언어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글로벌 산실
이다.

영어학과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시대에서 영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언어로 손꼽힌다. 문화
관광 산업이 국가의 중심산업으로 부상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성에 중점을
둔 영어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구사능력과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하는 창조적 영어전문가를 양성한다.
일본어학과
실용적 교과과정을 통해 일본어 구사능력을
몸에 익히고, 일본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
한 일본전문가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많은 일본 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공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어학과
다양한 글로벌프로그램과 실용화된 교과과정
을 바탕으로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중국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항
공사, 무역회사, 호텔, 여행사, 면세점, 교육
기관, 금융기관, 외국어 학원, 선박회사 등

SAP, CAMPUS Asia 프로그램
글로벌 현장학습 중심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곳인 만큼 글로
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타 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영어학과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후 1년 동안 원어민 교수 중심의 영어집중과정
(Intensive English Program)에 전원 참여하여
영어구사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킨다. 꾸준히
매년 SAP-USA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두
학기 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미주캠퍼스
에서 영어전공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도 교환학생으로 태국 방콕대, 헝가리 Szentistván대학,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 등에서 학업
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어학과는 매년 3~7월
한 학기를 일본 도쿄에 있는 자매대학인 다이
쇼(大正)대학에서 학점 인정 어학연수를 실시
하고 있다. 어학연수 전 학기에 본 대학 일본어
학과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일본어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
능하며, 일본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게 되
어 휴학하지 않고 일본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중국어학과에서는 매년 중
국 산동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학점인정 어학
연수’
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중
국 우한(武漢)에 설립한 한중합작대학인 동서
대 중국캠퍼스에서도 현재 어학연수를 하고 있
으며 중산대학, 산동대학, 심천대학, 상해공정
기술대학 등에도 매년 10여 명의 교환학생이
파견된다.

외국인과 차를 마시고,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외국어
영어학과와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에서는
각각의 언어로만 이용 가능한 Cafe를 운영하
고 있다.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들이 상주
하고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English Cafe는 영어 퀴즈와 게임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영어 회화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Japanese Cafe 또한 일본인 교수 및 유학생과
함께 일본어 및 일본 문화에 관한 지식을 회화
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Chinese Cafe는 월별
행사와 상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중국어 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어계열 BDAD 사업▶ 학과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강화
영어학과는
‘토익 900특공대’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고밀도 토익 강의 및 집중 관리를 통해
토익 고득점자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어학과
는 일본어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와 산
업체가 요구하는 일본어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본어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어학과는 전공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
춘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을 통해
HSK 6급 취득 및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어계열

INTERVIEW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전문 인재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다
이상인 중국어학과 02학번(경남고 졸)
고려제강그룹 계열사 고려특수선재 수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인 동문은 싱가
포르, 호주, 중국의 해외영업 업무를 맡고 있다. 재학시절, 중국의 산둥대학교 연수
프로그램과 교내 원어민 교수의 강좌를 통해 외국어 실력을 키워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영업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해외 영업 바이블을 정립하고 협상 전략과 고객 대응법을 구축한 영업 분야의 손자
병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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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의‘강남스타일’
이 인기를 끈 이유는
단순히 신나는 음악과 춤,‘You Tube’
의
힘만은 아니었다. PSY만이 가진 개성과
모든 것을 PSY화(化)하는 그의 능력 때문이
었다. 동서대 국제학부 역시 남들을 따라가
지 않는 국제학부만의 교육 프로그램과
스타일을 추구한다.
해외 곳곳에서 활약하며 한국과 동서대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국제학부만의 스타일을
따라가 보자.

국제통상학전공
세계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무역의 융복합
화 시대에 적합하게 무역업무, 국제마케팅, 해
외시장개척 및 기타 다양한 통상업무를 창의
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제물류학전공
글로벌 물류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 경제,
물류경영, 유통경영, 항만물류, 무역실무 5개
트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
를 겸비한 유능한 물류유통전문 인력을 양성
한다.
국제관계학전공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국제협력 전문가와 지역전문가를 양성한
다.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중·일 관련 국내외 기업체에서
활약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 국내외 대기업, 무역회사, 금
융기관, 공기업, 국제기구(WTO, UN, NGO,
AMCHAM), 정부(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글로벌물류기업(DHL, CJ GLS), 항만공사,
국제운송회사(한진해운, 현대상선, 에어부
산), 승무원 등

국제학부

글로벌 표준의 무역실무와 기술 및 융복합
상품의 무역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국제통상학전공은 WTO가 주도하는 세계무역
자유화와 FTA 등에 의한 지역경제통합에 적
응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통상전문인력 양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실용
주의적 무역비즈니스관련 교육내용으로 전공
특성화를 진행시켜왔으며 2007년에는 대학교
육협의회로부터 무역학분야‘최우수학과’
로
평가받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식경
제부 주관‘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운
영기관으로 선정,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
획재정부 주관‘대학내 FTA강좌사업’운영기
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무역통상분야 특
화인력양성사업에 매진해왔으며, 현재는 최
근의 융복합상품 무역추세를 반영하여 창의적
교육내용, 산학공동프로젝트 등의 혁신적 교
육방법, 국내외 취업연계프로그램 등을 도입
하여 기존의 특성화분야를 발전·심화시켜 나
가고 있다.

융합 교육
‘O2O(OnlineToOffline)수업’
을
국내 최초로 시행
국제물류학전공은 교육 혁신을 실현할 수 있
는 융합교육, IT기반실무교육, 글로벌교육, 취
업연계맞춤교육 설계를 통해 입시, 교육, 취업
및 사후관리 일원화를 실현해 가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는 교육 중심의‘Top 1 in Busan &
Top 3 in Korea’
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국제물류학전공은 온라인 강의
(E-Learning)와 오프라인 강의(강의실에서의
토론 및 발표수업)를 융합한 이른바‘O2O(Online To Offline)수업’
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생들
이 수업 내용을 미리 집에서 숙지하고, 강의시
간에는 관련 주제에 관한 팀별 발표, 질의응답
과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다.
맞춤형 전공 교육과정과 영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 실시
국제관계학전공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이끌
어갈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
정치(International politics) 및 국제경제(International business)에 토대를 둔 맞춤형 전공
교육과정과 영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
교수들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의
연구 및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1교수 1연구
회’
를 조직해 재학생들에게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재학생들이 미국·중국SAP는 물론
일본, 멕시코, 헝가리 대학 등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으며, 졸업 후
에는 정치와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INTERVIEW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금융전문인으로 성장하다
류혜진 국제통상학전공 10학번(신도고 졸)
류혜진 동문은 2014년 부산은행 신입행원으로 입사하여 여러 고객들에게 맞춤금
융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교내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미국어학연수 SAP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감각을 키웠다. 또
교내 1:1커리어코칭과 멘토링프로그램,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력서코칭
및 모의면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익혔고 현재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여성프로금융
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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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Dongseo University and the
world there are no boundaries.
IfyouarecommittedtolearningEnglish
and want to be a 21st century leader,
cometotheDepartmentofInternational
Studies, andrealizeyourfullpotential.

Dongseo University’
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DIS) is the first
all-English department in the Busan
area. The DIS offers four years of
English-only instruction in a range of
subject areas relevant to our global
age: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marketing and business.
미국인 교수들이 마케팅, 경제, 경영과 관련된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국제경쟁력
을 지닌 인력을 양성한다. 다양한 국제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교환
학생, 중국SAP, 간사이외대 복수학위 프로그
램 등) 각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고 B학점
(3.8)이상, 토익(800점)이상 또는 IBT(90점) 이
상의 실력을 갖추면 지원 자격이 생긴다.
졸업 후 진로 ▶ 일반 행정직, 외무직, 전문직,
해외영업담당, 해외지사근무, 언론계, 무역회
사, UN산하 국제기구, 국제금융기업, 외국기
업 한국지사, 국제문제전문가, 국제경영컨설
턴트 등

Established in 2008, Dongseo University’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DIS)
is the first all-English department in the
Busan area. The DIS offers four years of
English-only instruction in a range of subject areas relevant to our global age: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marketing
and business. Students are therefore
able to specialize in the area in which
they are especially interested.
Because all instruction is in English, the DIS
welcomes applicants who can already
demonstrate some degree of proficiency in the language. Students who
want to study a Western-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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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S
provides a content-based curriculum, so
an interest in international affairs is very
helpful. The DIS encourages students to
think critically and for themselves, and to
participate actively in class discussion.
We are less interested in fostering a

group spirit than in making sure that each
student fulfills his or her academic potential. The department is alcohol-free,
which is to say that it does not organize
or encourage any activities involving alcohol(We do not, for example, participate in the so-called yebi daehak
before the first semester).
English-only departments of international
studies are already popular in the Seoul
area, but many in Busan still wonder what
can be done with such a degree. Our
first graduates quickly found good jobs,
because they had acquired good
enough English skills to be highly competitive on the local and national job market. We also consider a DIS education an
ideal foundation for students wishing to
pursue graduat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or other foreign countries. Because our classes are small, and our professors American, we can offer students
plenty of individual guidance in their effort to gain admission into foreign graduate schools.

DIS

INTERVIEW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리더의 초석을 다지다
김영우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07학번(대동고 졸)
영어잡지사(E-zine)에서 3년째 활동하고 있는 김영우 학생은 모든 교육과정이 외
국인 교수님과의 영어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이점에 힘입어 DIS과로 전과하여 우수
한 성적으로 재학 중에 있다.
‘한경-랑세스 프레젠테이션’
에 참가하여 전국 3등이라는 성과를 얻을 만큼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다.“여러 해외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동서대의 다양한 해외
연수 기회와 글로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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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디어 융합시대이다.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광고
와 방송콘텐츠를 보면서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청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생존전략은 차별화
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최
첨단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현장경험 선행
교육을 실시하여 기획과 제작능력을 겸비
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미디어산업의 창의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방송영상전공
국내 최고의 제작 기반 시설과 실무와 이론이
겸비된 교수진으로 구성된 물적 인적 인프라
를 통해 탄탄한 이론과 현장 실무능력을 겸비
한 방송국 PD, 기자, 카메라맨, 편집감독 등
의 제작인력을 양성한다. Full HD 촬영 및
편집 장비 및 스튜디오 등을 갖춘 국내 최고의
시설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방송영상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광고PR전공
창의적인 광고·PR전문인을 양성하여 영상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제작 실습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광고·PR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영상문학전공
참신한 아이디어와 영상미디어를 연계시켜
연구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드라마 대본,
영화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등을 창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영상문학 전문가
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 프로
듀서, 촬영감독, 편집감독, 방송작가, 성우,
아나운서, 기자, 일반 대기업, 광고회사 AE,
PR회사 기획, 기업 홍보담당자, 카피라이터,
CF감독, 시나리오 작가, 시인, 소설가, 수필
가, 기타 문예 응용분야 등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국내 최고의 차세대 영상교육의 요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방송, 광고PR, 영상문학 분야의 현장에서는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
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는 2003년에 동서미디어센터(Dongseo
Media Center)를 개원하였다. 국내 대학 최고
의 디지털 영상장비를 갖춘 동서미디어센터는
21세기 영상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학부 내 전공간의
이론교육과 동서미디어센터의 실습 교육을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영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방송용 스튜디오와
뉴스룸, 아나운서 부스, 음향효과실, 편집실,
첨단시사실 등의 다양한 시설과 카메라, 조명
등 디지털 영상 기자재를 구비한 최적의 제작환
경 속에서 영상분야의 최고 실력을 갖춘 전문가
로 성장하고 있다.

CK-Ⅰ 특성화사업 선정,
2014년부터 5년간 40억 원 지원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교육
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에서
“미디어 아웃렛 구축을 통한 차세대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으로 선정되어 2014년
부터 5년 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특성화사업을 통해 국내 최고의 영상교육환경
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기존의 동서미디어
센터를 Full HD로 전환하고, 교내현장시스템
(In-School Field System)인 미디어 아웃렛을
설립하는 한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도
서관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 성적 중심의 장학
금 외에 성과 중심의 특성화 장학금 지급, 학생
창업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혜택과 지원
제도도 대폭 강화하였다.
이로써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국내 최고
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창의교육
을 실시하여 미디어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현하게 된다.
미디어 아웃렛 구축을 통한
차세대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너 학교 가니? 난 회사 간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게 될 미디어
아웃렛(Media Outlet)은 교내에 방송콘텐츠
제작사, 마케팅커뮤니케이션대행사, 미디어
플랫폼을 실제 회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
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며 이러한
현장경험 선행교육을 통해 산업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준경력급 인재를 양성한다.
미디어 아웃렛을 통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전공 실기 수업과 산업체
프로젝트를 동시 수행하며 그 결과물을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게 된다.
이러한 교내현장시스템은 다양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인재를 요구하는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
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또한 교내현장시스템 활동성과에 따라 특별
장학금 혜택을 비롯하여 창의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공모전 출품, 문화
체험 등 전폭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INTERVIEW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열정으로 창의적 인재로 비상하다
김태민 방송영상전공 08학번(사직고 졸)
부산항만공사 홍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민 동문은 재학시절 학부 학회장으로
활약하며 글로벌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외국어실력을 키웠다.
방학기간에는‘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DAIP)’
을 통해 3주간 인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외 경험을 쌓았다.
“국제화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꿈을 향한 열정만 있으면
학과 지식뿐 아니라 세계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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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터넷 등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빠르게 소통하며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소외되어 가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첨단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소외되거나
외면 받는 이가 없이 함께 걷는 따뜻한 사회
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학문이 바로 사회복
지학이다.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이처럼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사회복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전공
복지국가 한국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를 겸비한 전문
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학교사회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 및 의료사회복지,
NGO 등 국제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진로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급변하는 대내외적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지역
사회는 물론 세계 사회의 책임감있는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이런 시대적 요구
에 부응하고자 청소년의 인성개발과 사회참
여,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발달을 위한 청소년
전문가 양성이 전공운영의 목표이다. 전문상
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
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진로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사회복지관 및 아동·여성·
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각종 공단,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
건사회복지사, 병원 및 요양시설, 학교, 사회
단체 및 상담관련 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
년상담기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단체 등

사회복지학부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에 기여
2012년 4월부터 사회복지학전공이 사상구노
인복지관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수탁 주체
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회복지학전공이 맡고 있다. 사상구노인복지
관은 학장동 다누림센터 내 4·5층에 위치하며
사상구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 노인복지관이
다. 사회복지학전공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인
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상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학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더
사회복지학부는 동문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졸업생들이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로부터 취업 노하우와
업무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선배들
이 일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후배 만남의 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소중한 인적네트워크를 쌓을 수도 있다. 교내
의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나 연구회를 통해서
도 꿈을 이루고 있다. 청소년상담심리를 전공
한 임청주, 전희정 동문은 재학 시절 교내 교직
연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44대 1의 경쟁률
을 뚫고 중등교사임용시험에 합격 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학전공은 연구회와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치뤄지는 공무원시험에
도 2010년 1명(박지혜), 2011년 2명(홍미영,
권재연), 2012년 3명(조현선, 김효진, 권가람),
2013년 3명(전지연, 이태훈, 김선미), 2014년
2명(김선미, 김수림)이 합격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꿈을 이루었다.

사회복지학부 BDAD 사업▶ 해외연계
프로젝트로 글로벌 사회복지사로 성장
글로벌시대에 대응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양성
하고자 사회복지학부는
‘Global Social Welfare
Japan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네트
워크 형성 어학교육(일본사회복지 현장 견학
및 일본 문화체험)-실습-인턴의 체계적 과정
으로 구축한 해외연계프로젝트이다. 2009년
실습생 파견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실습
생뿐 아니라 1년 코스의 인턴도 매년 파견하고
있으며, 교토, 후쿠오카, 돗토리를 거점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년 주최하는‘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에 참가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일의 청소년 관련학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전공이해는 물론 진로적성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 기관, 시설 및
단체와의 교류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INTERVIEW
한국의 복지발전에 공헌하는 사회복지사로 발돋움하다
정호석 사회복지학전공 05학번(경남공고 졸)
그는 2014년 7월에 입사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밀양지사에서 기초수급자 근로능
력평가 업무를 맡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고유업무뿐
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등급심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에서도 그를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필요로 하는 영
역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복지공단으로의 목표를 가지
고 그 규모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꾸준한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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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아시안 게
임, 월드컵,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
픽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대회나 행사들이 늘어나
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산업
전문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
며, 동서대 관광학부는 세계적으로 각광 받
고 있는 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관광전문가
를 양성하고 있다.

호텔경영학전공
호텔 리조트 및 외식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키운다. 국제화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과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갖춘 호텔리어를 양
성한다.
관광경영학전공
유명 관광업체와 공동으로 맞춤식 교육을 도
입하여 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있으
며, 현장실습, 체험학습 등을 통해 졸업 후 현
장 적응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컨벤션학전공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되는
이벤트·컨벤션학전공은 국제화된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 업무
에 대한 최고의 운영능력을 가진 이벤트·컨
벤션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호텔, 리조트, 콘도미니엄, 서
비스 레지던스, 펜션, 외식업체, 국내외 항공
사, 여행사, 면세점, 리조트, 외국관광청, 외
식사업체, 관광공사 및 CVB, 컨벤션센터, 컨
벤션기획사, 이벤트기획사, 전시기획사, 테마
파크, 파티플래너, 항공·크루즈 승무원 등

관광학부

실습장의 현장화,
실전에 버금가는 실무형 학습
관광학부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해외 유명
대학과의 학습프로그램 제휴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어학능력 배양은 물
론 산업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으
로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개척에 터전을 마련
하고 있다.
또한 졸업할 때까지 외국인과 자유로이 언어소
통을 할 수 있게 하는 1인 1개 외국어인증시험
제도 등 어학교육의 강화, 관광 관련 1인 1자격
증 취득을 통한 실무능력의 향상으로 국내외 관
광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습득
하기 위하여 항공실습실, 식음료·연회 실습
실, 와인 및 칵테일 실습실, 원형국제회의장을
마련, 실전에 버금가는 실무형 학습 환경을 마
련하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실력은 기본
실용학문인 관광산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자격증과 실질적 실무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광학부는 학부별 다양
한 스터디 그룹인 연구회와 Self-Brand Development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Self-Brand
Development 과정은 관광관련 자격증 취득,
관광영어 마스터, 호텔관광 마케팅 전문가,
컨벤션기획가, 축제 및 공연이벤트 전문가
양성과정 등 취업과 직결되는 교육 과정이다.
이러한 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기본기를 쌓은 학생들은 각
종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youth
convention 공모전’
에서 김승경, 우지선, 전소
현, 곽다솔 학생이 당선되어 부산국제영화제
부속프로그램인 AFA의 사교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하였다. 이 외에도 관광산업 관련 다수
의 대회에서 수상하며 관광학부의 이름을 알리
고 있다.
관광학부 CK-D사업▶ 최고의관광전문인
양성을위한맞춤형교육
학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인 CK-D사업은
창의기반 현장맞춤형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방과 후 토익 및 회화
수업과 전공별 현장답사,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공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INTERVIEW
세계의 창공을 나는 꽃, 항공승무원의 길을 걸어가다
김다은 관광경영학전공 09학번(덕문여고 졸)
에어부산 캐빈승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다은 동문은 재학시절 전공 교과와 어학 공
부에 매진하며 교내 공모전에서 2등을 수상한 바 있는 재원이다.“학문적 의지와 꿈을
향한 열정이 뒷받침 된다면 무한한 자기 성장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넓은 시각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해외 체험을 할 수 있는 SAP, 교내 산학협동 프로그램
등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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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중에서 평균 80대1 정도로 경
쟁률이 높은 경찰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높고 시험의 난이도 또한 쉬운 편이 아니다.
하지만 동서대 경찰행정학과는 높은 경쟁률
의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도 문제없다.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과 학습환
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법 집행에 필요한 경찰
학과 범죄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
계적으로 익히고, 국제화시대에 필수인 영어
등 어학과 강인한 체력단련을 위한 무도, 인성
교양 등 전인적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
구하는 전문 경찰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행정학, 법학, 사회학, 교정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경찰 이외의 형사사법 분야에도 원활하게 진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경찰공무원·경찰간부 후보
생(매년 1회 정도 실시) : 경위(경찰서 계장급,
지구대ㆍ파출소 팀장급)·순경 근무, 교정공
무원(매년 2~3회 정도 실시 : 전국 교정시설
교도관 근무), 소방직공무원(매년 1~2회 유동
적 실시 : 소방관련 업무 종사), 대통령 경호처
(특정직 7급(경호), 기능 10급), 별정직 해당직
급, 국가정보원(7급 : 매년 1회(8월) 정기적 채
용 / 9급 : 업무별 부정기적 채용), 검찰사무직
(검찰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마약수사직,
군수사기관(군 관련 수사기관 근무 / 헌병, 기
무사 등), 법원사무직(법원에서 행하는 재판 관
련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 수행), 경호경비요원
(민간경비 / 국내외 행사 시 VIP 의전경호) 등

경찰의 꿈을 위한 경찰행정학과만의
차별화된 학사운영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남들보다 두 발짝
앞서가는‘Two Step Advance’
라는 학과 슬로
건 아래, 다른 대학과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재학생 중에 경찰공무
원 시험 합격자들을 배출할 정도로 경찰행정학
과만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대외적으로 인정받
고 있다.
타 대학 경찰행정학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
선, 방학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는 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학 중에도
취업 지향적인 교과목 방학 특강과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학교에 나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개별맞춤교육을 실천한다.
교수나 학자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해서
는 학술논문을 개별 지도하여 국내외 명문대학
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과외지도도 하고 있다.
공직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획일
화된 학과운영에서 벗어나 경찰직반, 교정직
반, 교회직반, 보호직반, 검찰직반, 국정원반,
군무원반 등 세분화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집
중화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교수들이 스터디반
을 나누어 책임지도하게 한다. 또한 고시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고시반에 입실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전원 학교 강의실에 남아 고시
반과 같은 체제로 학업하며 교수가 상주하여 지
도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학생상담을 강화하여 재학 중
은 물론 졸업 후에도 평생 지도교수체제를 확
립하고 있다. 관학협력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 성취동기를 내면화하고 SAP 등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
도 함양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BDAD 사업▶
입학 전부터
‘공부하는 학과’
경찰행정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 신입
생들을 상대로 입학 전 전공 및 영어 과목에 대
한 선행학습을 통하여 학습 동기 부여와 공부하
는 경찰행정학과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
다. 또한 경찰취업 등과 관련해 방학 중 특강이
나 일선현장 방문학습을 마련, 재학생과 예비
신입생들이 함께 수업하여 학년 간 소통과 화합
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
여 해마다 일부 학생들을 미국에 1년 동안 유학
을 보내고 있으며, 재학 중 경찰기관 등 관련 산
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습득
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INTERVIEW
민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문 경찰공무원으로 나아가다
박찬규 경찰행정학과 4학년(양정고 졸)
경찰공무원의 꿈을 위해 경찰행정학과로 진학한 박찬규 학생은 학과 공부뿐 아니라 교
내 특강, 체력증진, 고시반 체제 등 경찰공무원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 학습 능력
과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중앙경찰학교 입교
를 앞두고 있다.
“우리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경찰행정교육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한마음순찰대 활동을 통해 현직 경찰들과 직접 순찰하며 현장실무를 체험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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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에는 늘‘건강’
이라는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서대학교 보건의료계열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을 책임지는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를 키워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질병
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글로벌 보건
의료의 리더들이 모인 보건의료계열의 학생
들은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매진해 나가
고 있다.

임상병리학과
질병진단 및 치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
는데 기여하는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실습과
응용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적인 임상병
리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경영, 의무기록 및 의료
정보,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등 미래 사회의 다
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도록 전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
계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학과
폭넓은 교양 및 체계적인 간호이론과 간호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능력과 지성을 겸비한 전
문직 간호인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방사선학과
방사선 분야의 글로벌 명품 전문 리더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졸업 후 의료분야를 비롯
하여 방사선 관련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다
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치위생학과
차별화된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기초 치위생
영역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
로 하며, 졸업 후 유관 병의원, 기업체, 대학
원, 보건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작업치료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전문분야이다.
부산시 4년제 작업치료학과 중 최초로 개설되
었다.

보건의료계열

주요 의료 기관과 대기업에 대거 취업
2007년 30명의 신입생(임상병리학과)으로 시
작한 작은 학부가 2014년 현재 6개학과(임상병
리학과, 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작업치료학과) 973명의 재학생으
로 이루어진 큰 학부가 되었다. 4기 졸업생을 배
출한 임상병리학과는 국내 Top3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등에 다수의 졸업생이 취업함은 물론
서울대 약대, 서울대 수의대, 경희대 의대 등으
로 대학원 진학을 하여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있
으며, 3기 졸업생을 배출한 보건행정학과는
대학병원 및 종합·전문병원에 다수의 졸업생
들이 취업을 하였고, 대기업(교보생명)과 대한
민국 육군 전문사관으로도 임관을 함으로써
보건행정학과의 진로범위가 더 다양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학과는 2년 연속 졸업생 전원이 국가고시
에 합격하고 대형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취업
하여 내실 있는 간호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쌓아
가고 있다. 논문발표에서도 수상경력이 화려하
다. 임상병리학과와 방사선학과는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주최 학생포럼과 전국방사선사
춘계 학술대회에서 모두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주목! 보건의료계열의 HOT Program
보건의료계열에는 주목할 만한 2가지 프로그
램이 있다. 바로‘장애우 대상 기초과학교육봉
사’
와 국제화프로그램인‘HSAP’
이다. 우선
장애우 대상 기초과학봉사는 학생들에게 기초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를 지역사회
봉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에게 인성 함양
과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인 HSAP는 글로벌 사회
에서 본인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 본교 건학이념
인 기독교 사상을 실천하고, 보건의료계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점차 세계화되는 보건의료
환경 하에서 의료봉사 활동으로 국제 보건의료
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글로벌한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행함과 동시에
글로벌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
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서대학교 BDAD
사업비로 전액 지원을 받으며 프로그램 참가 후
영어성적의 향상은 물론 국제적인 보건의료인
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보건의료계열 BDAD 사업▶ 글로벌 보건
의료전문인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보건의료계열의 BDAD 사업인
‘CS-I cube’
는
글로벌 보건의료 리더 양성을 위한‘(CS-I)3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기초체력강
화(Clinical Science Intergration), 국제화(Communication Skill Integration) 그리고 평판도
제고를 위한 인성(Community Service Integration)의 3CS를 완성(Integration)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
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졸업 후 진로 ▶ 의료기관, 제약산업분야, 전
문 임상검사센터, 보건소,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병원 코디네이터,
간호사, 군 간호장교, 방사선사, 해외취업, 치
과 병의원, 구강검진센터, 종합병원, 재활전
문병원,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훈련학교 등

INTERVIEW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전문 치과위생사로 거듭나다
권혜인 치위생학과 10학번(반여고 졸업)
부산 지역의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혜인 동문은 교내 취업지원프로그램, 학
과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의료면허 관련 공부와 실전 모의면접 준비로
실무 능력과 의료인으로서의 소양을 다졌다. 학교 지원을 받아 심폐소생술 및 temporary 자격증을 취득,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도모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기술적
으로 조력하고 국민들의 구강 건강관리를 안내하는 전문 여성 의료인로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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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
형 로봇과 무인 자동차, 집주인의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 주택, 바이오리듬을 인
지하는 숙면침대, 자동화 기계 시스템까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통합된 메카트로닉
스 융합공학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스마
트 세상을 이끌어 간다.
첨단과학기술교육을 통해 폭넓은 지식과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공학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동서대학교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
부를 주목하자.

창의·융합·자기주도 역량을 갖춘
메카트로닉스 전문인재 양성
메카트로닉스는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전기전
자공학 및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학문으
로, 지능형 기계전자 시스템을 설계·제작하
는 기술 분야이다. 메카트로닉스 기술은 지능
형 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지능형
설비, 인공지능 자동차, 그린 에너지, 각종 자
동화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는 기계설계, 전자회
로설계,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메카트로
닉스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창의·지식재산교
육과 디자인, 경영 등 다양한 학제간 분야의 지
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교육한다. 이러한 교육
을 통하여 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기계전자 융합제품의 설계·제작 및 특허출원
의 R&D 전체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게 된다.
졸업 후 진로 ▶ 융합 ICT 기계부품업체, 로봇
관련업체, 자동화장비업체, 전기전자관련업
체, 정보통신관련업체, 기계, 전자, 자동차,
조선 관련업, 보건·의료업, 대기업, 중견기
업, 공기업, 연구소, 공무원, 대학원, 창업 등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자신만의 전공을 만드는
창의융합교육시스템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의 교육과정은 메카
트로닉스 기반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계설계·전자회로설계·제어시스템·소프
트웨어·창의지식재산·학제간융합·주제연
계의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는 개설되어 있는 다
양한 교과목을 학생 자신이 적절히 조합하여,
융합학문적인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 수 있는 자
기주도 교육과정인 SDC (Self Development
Curriculum)를 운영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이
루고자하는 꿈 또는 목표에 필요한 교과목을 자
기주도하에 선별하여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꿈이 자동화된 미래기업의
연구기획 및 경영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회로설계나 제어시스템 분야에 개설된 교
과목을 학습하면서 학제간융합 분야에 개설된
관리 및 경영기법을 학습할 수 있다. 한 두 분
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해당분야의 전문 기
술자를 목표로 해도 되며, 융합학문적인 경험
을 통하여 창의적 융합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
도 있다.
학술동아리와 융합연구회를 통해
실력과 스펙 Up!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기존 정보시스템공
학계열)를 졸업해 삼성, LG 등 대기업에 취업
한 선배들 대부분은 학부 내 학술동아리와 연구
회를 통해 꾸준히 실력을 키워 취업에 성공했
다. 정해진 학교 과제만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심 있는 동아리나 연구회에
소속되어 학술제와 공모전에도 참여하는 등 학
내외의 다양한 기회를 이용한 결과이다.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에는 각 분야의 특성
을 살린 창업 및 학술동아리와 융합연구회가 활
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들을 통해 관심분
야가 비슷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작품도
제작하며 전공 관련 심화지식을 쌓을 수 있다.
실제로 이태완 학생은 마이크로로봇연구 동아
리인‘메카’
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쌓아 중소기
업청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에 최상위 성적으
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 2,500만 원을 받아 혁
신기술 사업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외에 하지
연 동문과 권덕현 동문 등이 연구회를 통해 쌓
은 실력을 바탕으로 각각 삼성테크원과 삼성전
자에 입사하는 등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특성화 사업
▶ 전공 관련 심화지식 습득으로 전문가의
꿈에 성큼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에서는 LINC사업,
공학교육혁신사업, BDAD사업 등 각종 정부
및 교내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제품기반 공학
기초교육 PULSE(Product-based Learning
Subjects in Engineering)와 창의공학설계
SCOPE(Senior Collaboration Program in
Engineering) 교육을 통하여 실무 교육 프로
그램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자기 주도적 실무
능력 향상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특별 프로
그램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에도 높은 성
과를 올리고 있다.

INTERVIEW
과학기술교육을 통해 공학 스페셜리스트의 꿈을 실현하다
박영화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08학번(배정고 졸)
한국전력공사 경남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영화 동문은 발전소에서 보내온 전력
을 분배, 공급하는 배전 업무와 설계 시공,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재학시절, 공대생
을 위한 공학센터와 링크사업단이 진행한 캡스톤디자인, 링크사업단과 녹색융합기
술연구회가 연계된 태양광자동차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교내 장학프로그램,
학술동아리 등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즐기
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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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웹으로 간편하게 서로
의 일상을 공유하고, 은행거래, 문서전송,
인터넷, 게임, 음악감상 등 원하는 모든 것
을 앉은 자리에서, 터치 하나만으로 해결한
다. 스마트한 세상의 중심을 이끌어 가는 인
재들이 있는 곳,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는 오늘도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컴퓨터공학부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ICT분
야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저학년에서는 소프트웨어개발
중심의 교육과정과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을 통해, 스마트
폰, 스마트TV,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스마트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다.
고학년에서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트랙교육
과정과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융합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을 통해 특성화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트랙 2개 선택 가능)
모바일트랙
스마트폰부터 스마트자동차까지
정보통신보안트랙
해킹 및 포렌식 교육(부산경찰청 연계)
소프트웨어트랙
카카오톡을 내 손으로 만들어볼까?
스마트IoT트랙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
컴퓨터시스템트랙
컴퓨터를 지배하는자, 세상을 지배한다.
졸업 후 진로 ▶ 컴퓨터 및 정보통신산업 전 분
야, 삼성전자, 네이버, 구글, 애플, KT, SKT
등 소프트웨어분야, 스마트홈 및 스마트카 등
스마트산업 분야, 국책연구소 및 공기업 등 공
공분야,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 중등교사 등

컴퓨터공학부

ICT 분야의 미래 핵심 키워드,
스마트ㆍSWㆍ융합ㆍ창의 인재양성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는 동서대학교의
특성화 학부로서 미래 ICT 분야가 주목하는
스마트산업적응형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시작으
로 ICT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핸
드폰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자
동차, 배, 건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융합되고
있다. 컴퓨터공학부는 이러한 ICT산업의 수요
를 기반으로 모바일트랙, 정보통신보안트랙,
소프트웨어트랙, 스마트IoT트랙, 컴퓨터시스
템트랙을 운영함으로써 전공취업률 100%에
도전한다.
대학특성화 사업 선정(5년간 70억 원)
과녁을 넓혀라! 명중률을 높여라!
상상개발(I&D)에 의해 창의력을 키우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 SPACE 프로그램 중심
으로 스마트산업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융합 창
의인재양성을 목표로 기존 교육체제를 탈피하
여 1:5 튜 터 링 , O2O PLUS, 테 스 티 벌
(Test+Festival) 수업, 창의융합 369 교과목 개
설, 상상개발 프로젝트라는 파격적인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저학년
은 소프트웨어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
TC(Training Center), 고학년은 상상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 중심 상상워크숍을 운영하며
각 150석 규모의 학습공간과 개인 PC 및 최신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교육프로
그램 외 우수 신입생을 위한 신입생우수장학,
2학년 테스티벌 교과목 Pass 장학, 전공 교과
목 최우수학생을 위한 과목수석장학 등의 다
양한 장학 혜택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제
도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계가 평가한 정보통신분야 최우수대학
삼성전자, GS칼텍스, LG전자, 한글과컴퓨터
등 32개 대기업이 평가한 2013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동서대학교는 정보통신분야 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컴퓨터SW분
야에서는 교육 및 기술개발성과 최우수 대학
으로 선정되었다.
창업의 기회도 활짝
IT관련 분야는 큰 자본금이나 시설 없이 반짝
이는 아이디어와 실력만 갖춘다면 누구나 창
업에 뛰어들 수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손쉬
운 만큼 정확한 정보와 인프라가 없이는 실패
하기도 쉬운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서대
컴퓨터공학부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정보보호동아리‘CNSL’
이 각 단체에
서 지원하는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한국인
터넷진흥원(KIS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KOFST), NIPA 한이음 IT멘토링에서 각각
사업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뜻이 맞는
재학생들이 모여‘제이씨(JC)’
와‘LOL’
,‘블
랙아웃’
‘노력의
,
열매’등의 이름으로 이미 창
업을 했거나 창업지원금으로 창업을 진행 중
에 있다.
컴퓨터공학부 BDAD 사업 ▶
해외대학에서 첨단 전문인력으로 탄생하다
컴퓨터공학부는 BDAD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유망 IT인턴십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 오울루대학의 전자정보공학과 교환
학생으로 파견되어 현지 강의 수강 및 글로벌
팀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 실무형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
성하고 있다.

INTERVIEW

컴퓨터공학부
T. 051)320-1710 / F. 051)327-8955
uni.dongseo.ac.kr/computer2
컴퓨터공학부 특성화(CK) 사업단
T. 051)320-2651 / F. 051)320-2146
blog.naver.com/computer_ck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통신 기술자의 꿈을 향해 전진하다
하지수 컴퓨터공학부 06학번(동아고 졸)
LG유플러스 부산ENG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지수 동문은 재학시절 학과 수업 외
에 SAP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실력을 향상시켰고 OCP, OCJP, CCNA자격증 등
을 취득하면서 자기역량과 경쟁력을 키웠다. AUPF포럼, VMS 봉사활동 활동과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꿈에 매진했다.“스스로 목표를 세
우고 주체적으로 자신 있게 도전한다면 배움의 기회와 사회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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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건축학개론’
에서도 나타나듯이 건축
은 단순히 하나의‘집’
이나‘건물’
이 아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추억, 그리고 생각과 철
학, 마음이 투영돼 만들어지는‘예술적 공
간’
인 것이다. 건설에 대한 기본부터 사회,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문학적 지
식까지 건설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이다.

건축공학전공
건축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과 설비, 경영 등에
이르기까지 부산 최고의 Global Standard 건
축공학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과 국제적 경쟁
력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건축인을 육성하고
있다.
토목공학전공(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교량, 지하구조물, 항만, 하천, 물환경시설 등
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을
위한 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시공학 및
측량학 등 세부분야를 집중하여 교육과 연구
를 한다. 또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탐구적이고 전문적인 글로벌
전문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고 있다.
건축설계학전공(5년제)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초적 조형훈련 및 의장지
식을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예술적인 건축디
자인을 창작하도록 한다. 첨단 교육매체 등 보
다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여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국제건축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2012
년 7월 31일 건축학 교육 5년제 인증 획득)
졸업 후 진로 ▶ 건설회사, V.E, 공무원, 각종
공사, 엔지니어링 업체, 대기업, 건축설계사
무소, 인테리어설계사무소, 구조, 설계, 설비,
견적, 시공 등

건축토목공학부 BDAD 사업▶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전문 건설공학도
건축토목공학부는 BDAD 지원사업 등으로 최
고의 전문건설인을 양성한다. 선택과 집중식
지원으로 전공능력, 어학능력, 실무능력, 창의
능력까지 4대 능력강화를 핵심목표로 한다. 세
부프로그램으로 글로벌인재양성(어학), 전문자
격인양성, 실무적응력개발, 창의적공학도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단위 전공 및 전공
융합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자격증취
득, 새싹연구회, 몰입형 영어캠프, 고래의 꿈
(해외인턴장려), 국제워크숍 참가, 5년제 건축
학교육인증 및 토목공학교육인증 등이 있다.
자체프로그램의 성과로 높은 취업률은 물론 많
은 학생들이 해외나 국내 공기업, 대기업, 전문
기업에 진출하여 국내 및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나날이 성장하는 건축설계학전공
국내외 공모전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어
온 본 전공 학생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전
은상, 공공화장실 공모전 금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고, 가장 큰 성과로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인증기관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최고
인증등급인‘5년 인증’획득에 성공하였다. 이
로써 2011년 공포된 개정 건축사법에 따라 본
전공 졸업생은 국제규격의 건축설계교육을 받
은 전문인으로 인정되어 건축사예비시험을 면

제받으며 실무수련기간도 인증 받지 못하면 5년
이지만, 본교 졸업생은 3년으로 단축되는 특전
을 얻는다. 2013년 11월 현재 부산에서 본 전공
포함 5개 대학만이
‘5년제 인증’
을 획득했다.

건축공학전공, 재능기부를 통한
인성교육 향상
본 전공은 나눔의 봉사정신을 기르기 위해 매년
방학 중 건축이론학습과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병행한다. 시공현장참여로 실무경험을 쌓고,
자원봉사를 통한 사랑의 봉사정신 함양을 목적
으로 한다. 지속적 행사참여와 시공현장체험을
연계하며 본교 건학이념인 인류봉사정신을 실
현하고 있다. 또 건축토목공학부는 Self-Brand
Program을 통해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성화 교육시스템으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토목공학전공, 국토를 바꾸는 꿈을 키운다
본 전공은 공학교육인증체계에 따라 글로벌 스
탠다드 교육을 실현하며, 전공교수별 연구회를
통해 집중실무를 체험하고 있다. 희망 학생들
은 각종 실험 및 연구프로젝트에 교수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현장견학과 국내외의 실무인
턴실습으로 실무에 강한 전문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토목공학부

INTERVIEW
최상의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전문 건축가의 꿈을 키우다
서강현 건축설계학전공 07학번(대진정보통신고 졸)
건축설계학전공 5학년에 재학 중인 서강현 동문은 전공동아리 활동과 교수님의 지
도를 통해 부산건축대전(입선), 차세대건축문화공간(특선), 도코모모코리아(특선),
친환경건축공모전(입선), 사상구건축공모전(장려), 친환경건축공모전(우수), 사상
구건축공모전(부산건축가협회장상) 등 매년 공모전에서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우리 학부는 건축설계실과 모형제작실 등 교육 환경과 교내 물리적 인프라가
매우 우수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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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어느 캠퍼스를
걷고 있는‘나’
의 모습.
상상만으로도 짜릿하다. 하지만 동서대 에
너지/생명공학부 학생들은‘상상’
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단순히 공학인재 양성에 그
치는 것이 아닌 영어와 산학협동, 해외 대학
복수학위 취득 등을 통해 세계 속 공학 인재
로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수 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 에너
지의 3개의 기본 트랙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저
감 및 제어 기술, 자원순환공정 및 처리기술,
환경관리 및 설계,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스템
개발 등을 중점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기업 전
문가와 연계된 현장 실무 교육을 병행함으로
서 녹색혁명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는 생활필수품은 물론 의약품, 에너지,
석유정유, 합성섬유, 반도체 및 화장품을 포함
한 수 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신소재합
성, 설계, 제어, 최적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능
력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장 가
능하다.
식품영양학전공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한 식생
활 환경을 선도할 첨단지식과 연구 능력을 갖
춘 영양학, 식품학, 외식산업 분야의 전문 인
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기초이론은
물론 다양한 실험 및 현장실습 등 체계적인 교
과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에너지/생명공학부

글로벌생명공학전공
독일 베를린공대 복수 학사 학위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공대, 독일 프리드리
히알렉산더대학교 및 미국 예일대 등의 해외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고, 1학년 영어집중훈련
후 2학년부터 전학년 영어로 수업진행을 한
다. 졸업 후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으로의 성
장 및 글로벌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률 1위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계열의 특성상 실험과 현장 실습은 필수
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생명공학부에서는
전공과목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실험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
하게 되어 있다. 실험수업은 학생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실험
수업에 임하게 된다. 실험수업이 현장에서 하
는 작업과 흡사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적
응할 수 있어 취업 선택의 폭이 넓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현장적응 이외에도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등 학생들이 미흡한 부분은
학교 내 취업캠프에 참가하도록 권장한다. 취
업캠프에 교수들도 함께 참석하여 학생들을
독려하고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은 직접
지도하고 있다.

에너지/생명공학부 LINC사업과 BDAD
사업 ▶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전선‘이상무’
이 사업은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
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토
익 특강프로그램으로 졸업 필수 취득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위생사, 식품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취업에
필수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부의 취업률 제고와 재학생들의 취업 자신
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식품영
양전공은 수시로 외부 강사 초빙 특강을 마련
해 학생들의 전공관련 실력향상을 꾀하고 있
으며, 대한영양사협회 부산지사, 진영푸드,
CJ프레시웨이 등과의 MOU체결로 현장실무
체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환경
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글로벌공학전공
은 다양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생명공학전공
은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 배양을 위해 베를
린공대와 복수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하였고,
이를 위해서 영어강의를 활성화시켰다. 그리
고 학생들이 베를린공대에 한 학기 이상 교환
학생으로 가서 직접 수업에 참여하며, 독일
베를린공대 학생들도 매년 약 10명씩 한국에
와서 에너지/생명공학부에서 복수학사학위과
정을 수행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환경기술직공무원, 에너지연
구원, 에너지 및 환경관련 공기업, 일반 대기
업, 화장품 회사, 다국적 제약회사, 영양사, 위
생사, 연구원(국립연구소, 의과대학 연구소
등), 식품영양의 경영관련 마케팅, 해외인턴
(siemens, roche, bayer, BASF) 등

INTERVIEW
식품공학의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로 창조적 리더가 되다
황태효 식품영양학전공 96학번 (브니엘고 졸)
모젤과자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태효 동문은 현대인들의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영양과 맛을 고려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제과
점의 CEO로서 창업지원과 사회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력하고 있다.“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동서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열정과 실력은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단연 최고라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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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건강하고 행복
한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운동과
레저 활동을 선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여가생활
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 속에
서 동서대학교 레포츠과학부는 미래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운동처방학전공
특성화된 이론 교육과 실기 중심의 현장 교육
을 통해 운동부족에서 오는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처방 그리고 스포츠 손상의 예방 및
재활스포츠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레저스포츠전공
과학적인 이론과 체계적인 실기 능력을 배양
하여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이
다. 레저스포츠전공은 주5일 근무제와 스포츠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확산 등으로 미래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호전공
경호와 관련한 폭넓은 이론과 대통령 경호실
의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진을 통해 체계화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의 현장 실습교육으로 공경비와 민
간경비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한다.
졸업 후 진로 ▶ 보건소 및 관공서, 병원, 의료
시설, 재활운동치료사, 프로선수 및 대표팀 선
수단 팀 닥터, 각종 스포츠 시설 및 리조트 관
리자, 스포츠매니지먼트 전문 인력, 레크리에
이션 지도사, 체육관련 언론분야, 대통령 경호
실, 국가정보원, 경찰공무원, 김해국제공항,
항만시설, 각 민간경호 경비업체 등

꿈의 실현을 위한 든든한 지원
레포츠과학부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위한 든
든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잔디구장, 온천
수 수영장, 운동부하 검사, 스포츠 재활센터,
실내 골프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경호 시스템
실습실, 무도장 등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
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눈길
을 끈다. 그 일환인
‘기초체력 양성 프로그램’
은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연수 및
취득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실기능력
을 강화해 취업의 기회를 높이고 자신감을 강화
해준다. 2012년 말까지 135명이 자격증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106명이 연수 후 취업과 관
계된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다른 사업은‘꿈·VISION 실현 프로그램’
이
다. 이는 전공별 진로 인프라 프로그램을 구축
해 그에 맞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현장 체험학습
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를 통해 각종 무도대회
나 학술대회에서 다수 입상하였으며, 청와대
경호처, 국가정보원 참여와 견학을 통해 비전
과 간접학습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전문
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에게 간접 면접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패기와 젊음으로 눈부시게 성장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체력을 쌓은 학생
들은 대내외 공모전 수상 또는 각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SK대학생자원봉사 공모
전에 당선되었으며, 2008년에는 LG기업 대학
생자원봉사 공모전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유소년체육교실을 운영했다. 경호전공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 파워콘서트, 국제영화제
경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 중소
기업청 실험실 창업 및 학생창업지원에 당선되
었으며,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합
기도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좋은 결과를 낳
기도 하였다.
레포츠과학부 BDAD 사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레포츠분야의 전문가로 성장
태권도, 유도, 공수도, 합기도 등 각 무도의
단증이나 클라이밍,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 학부의 특성상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및
연수를 비롯해 레저나 경호, 스포츠 관련 경기
및 선진시설 견학체험,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레포츠과학부

INTERVIEW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운동처방사로 도약하다
윤다혜 운동처방학전공 10학번(울산중앙여고 졸)
금정구보건소 운동처방사로 활약하고 있는 윤다혜 동문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조건과 상태에 따라 건강을 관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치료법에 대해 연구
하고 있다. 재활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내 BDAD, 멘토-멘티프로그램, 생
활지도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역량을 강화하고 실력을 키웠다.“개인 특성에 맞춰
학교의 특화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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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는 기존 5개의 전공 중 4개 전공이 통합된
디자인학부와 패션디자인학과로 편제를 개편하여 디자인대학으로 재도약한다.
디자인학부는 디자인 교육의 융합형 콘텐츠를 적용해 창의력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며
패션디자인학과 역시 특성화 교육과 지도교수와의 친밀한 인성지도,
해외인턴십 과정을 통해 글로벌 패션산업을 선도할 것이다.

한다.

학부는 8개의 융합디자인루트로 재구성된다.

1학년 교육과정은 대학정책교육과 기초디자

그래픽(Graphic), 커뮤니케이션(Communica-

인 소양교육으로 구성되며, 1학년 말에 각자

tion),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 크리에티브

소질에 맞는 루트분야를 선택하여 2학년 루트

애드버타이징(Creative Advertising), 인더스트

교육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루트교육과정은

리얼 서비스(Industrial Service), 프로덕트 이노

기초루트(2학년), 응용루트(3학년) 및 심화루

베이션(Product Innovation), 엔바이런먼트

트(4학년)의 3단계 레벨로 구성되며 졸업작품

1(Environment1), 엔바이런먼트2(Environ-

전시회는 심화루트 1, 2의 결과물로서 진행하

ment2)로 구성된 융합루트 교육과정은 동서대

게 된다. 이렇게 새로 바뀌는 루트교육체계의

학교만의 차별화된 특성화디자인교육을 실현

우수성과 장점은 각 루트의 디자인교수와 타

한다.

전공교수, 산업체 전문가들이 함께 융합형 콘
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해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융합루트교육과정이란?

데 있다.

디자인학부의 루트교육과정은 2, 3, 4학년 단

동서대학교 New Design College는 대한민국

계별 루트 교과목과 디자인일반 교과목으로 구

어느 대학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획기적인 교육

디자인학부

성되며, 루트 교과목은 다양한 디자인 전문분

과정을 통해‘The Only One’
의 창의력을 가진

인문+사회+공학+디자인의 융합에 기반한 교육체계 구축

야(시각, 영상, 환경, 산업)와 관련 타학문(경

천인천색(千人千色)의 디자인 인재들을 배출하

영, 영화, 콘텐츠, 건축, 컴퓨터, 공학) 등의 융

고자 한다.

사회

는
‘디자인’
이라는 단순한 범주를 뛰어 넘
고자 한다. 시즌별(S/S, F/W)로 민감하

시대를 선도할 패션분야의 모든 역량을

Professional Critic Class 디자인전문가 참여 토론·비평수업
루트와
융합분야와의 관계

능력별 학습을 통해 어떤 학생들도 디자인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확장 및 차별화하고자 한다.‘예술성과

루트(ROUTE)

DM

최첨단 장비를 갖춘 불 꺼지지 않는 디자인 연구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Global Network Design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해외 거점대학과의 교류, 탐방, 답사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인학과(Department of Fashion Design)

의 패션 의식 선진화 등이 가속화되는 현

24Hour Open Space 24시간 개방형 루트실습실

공학

2014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패션디자

산성, 글로벌 마케팅의 전문화, 소비자

예술+기술+인문사회학의 융합인 디자인 본연의 교육으로 돌아간다.

Nobody Behind 실기능력별 분반교육

글로벌 패션디자이너 양성

시장분석, 다양화된 패션디자인제품 생

Back To the Origin 융합디자인교육

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무크리틱 방식의 실기수업을 실시한다.

뉴모드를 창조하는

게 진행되는 패션유행의 빠른 순환성과

디자인

인문

패션디자인학과

IT

Digital Media

웹 프로그래밍

CA

방송영상

Creative Advertising

시각

융합분야

C

영상문학
광고PR

Communication
마케팅

영상

G

소비자심리

Graphic

창의성+디자인 실무기술+마케팅 기획
능력’
에 관한 교육이 상호 융합적으로 전
개되는 교과과정은‘예술적 뉴-모드를
창조하는 글로벌 패션 전문 인력 양성’
을
목표로 한다.
● 예술적 감성 개발에 의한 창의적

‘Art-to-wear’교육
● 산학연계에 의한 실무형 패션인재 양성
● 국제적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마케팅

기획능력 배양

글로벌 패션 전문인력 양성

특허

산업

PI
Product Innovation

산업공학
재료공학

환경

IS
Industrial Service

Environment1

E2
Environment2

루트 Class 운영
기초융합과정
(1학년)

구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건축
토목
조경

h
Tec

E1

Creation

적용
융합과정
(3학년)

심화융합과정
(2학년)

융합교육
프로그램

현장연계
융합과정
(4학년)

ent

디자인대학

합교육으로 진행되어 디자인 전문성을 극대화

디자인 등 4개 전공을 하나로 통합한 디자인

em

COLLEGE OF
DESIGN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영상

niq
셀프브랜드 운영
g
ue
na
Ma

캠퍼스 현장형 교육환경 구축
도시첨단형 교육환경 구축
글로벌 진로 형성 교육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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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 Division of Design
Digital Media Route 첨단 디지털미디어의
최신 기술과 디자인 이슈를 결합해 사용자인
터페이스, 모션그래픽, 정보디자인, 영상디자
인 분야 최고의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TV방송그래픽디자인분야,
웹&모바일디자인회사, C.G·Game· Animation 관련기업, 편집디자인, 정보디자인
Creative Advertising Route 광고 기획, 광
고 창작 및 제작을 균형있게 교육하여 기획력
을 겸비한 광고디자이너와 광고 디자인 역량
이 있는 광고기획자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그래픽 광고디자인 분야, TV
광고 분야, 방송 및 영화 CG 디자인 분야,
웹·인터렉션 광고 디자인 분야
Communication Route 시각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이 융합된 혁신적 디자인 프로그램으
로, 국제화와 산학을 통해 21세기를 리드하는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환경디자인 회사, 시각디자인
회사, 인테리어디자인 회사, 색채디자인 회
사, 아트디렉터, 문화기획가
Graphic Route 포스터, 편집, 광고, 패키지,
일러스트, CI, BI 등 폭넓은 그래픽디자인 매
체 제작을 위한 콘셉트 설정과 아이디어 표현
이 가능한 융합형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시각디자인회사, 광고 및 아
이덴티티디자인 업무, 출판편집, 웹디자인,
온ㆍ오프라인콘텐츠서비스회사, 컬러리스트

Product Innovation Route 혁신적이고, 창
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지닌 상품 디자이너, 상
품의 가치혁신과 새로운 디자인을 통하여 창
업이 가능한 디자인경영자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디자인전문회사, 자동차, 전
자·전기 제품, 생활/레저용품, 가구, 조명 등
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디자인부서
Industrial Service Route 디자이너의 융합
적 사고를 통하여 현재의 서비스산업에 있어
유무형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나아가 미래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서비스산업전반 및 디자인 컨
설팅 기업체, 각종 공공서비스유관기관, 서비
스 관련 산업 창업
Environment 1 Route 공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과학적, 경제적 과정을 바탕으로 디지
털기술, 소재, 구조, 경영, 공간정보 등을 적
용하여 시공·제작까지의 환경디자인 전 과정
을 습득한다.
졸업 후 진로 ▶ 환경/실내/전시디자인회사,
건설 및 경관디자인회사, 백화점 및 디스플레
이회사, 방송국 및 무대디자이너
Environment2 Route환경(Environment)을
중심으로 경제, 생태, 엔지니어링 등을 개별적
혹은 복합적으로 융합한 디자인 교육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갖춘 환경디자이너 양성을 목
표로 한다.
졸업 후 진로 ▶ 도시·공공디자인, 환경시
설·색채디자인, 환경·인포그래픽디자인,
인테리어·리모델링디자인, 편집디자인

INTERVIEW
대학과 교수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대한민국 인재상(대통령상)을 수상하다
김태진 디자인학부 07학번(가야고 졸)
디자인학부 4학년 김태진 학생은 지난해 연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로 열
린‘대한민국 인재상’
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그가 대학의 수
준 높은 혁신 교육을 통해 레드닷어워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다수
의 국제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탁월한 창의력과 역량을 보여온 결과다.
“동서
대학교의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 넘치는 교수님으로 인해 저의 디자인 잠재력이 발휘
될 수 있었습니다.”

패션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인체와 의복의 형태, 소재, 색채에 대한 심미
적 감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환경에 적합한 패
션디자인 창출과 글로벌 패션마케팅 능력을
배양한다.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어패럴메
이킹, 텍스타일디자인, 패션액세서리, 패션
CAD 등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의력과 기획
력을 겸비한 패션전문인을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패션디자이너, 패션일러스트
레이터, MD, VMD, 텍스타일디자이너, 패션
액세서리디자이너, 모델리스트, 샵 마스터,
스타일리스트, 패션코디네이터, 디자인·미
술교사

디자인대학 BDAD사업 ▶
동서 디자이너 상상실현 프로그램
디자인대학은 BDAD 사업으로‘동서 디자이너
상상실현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각종 공모전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에는 학생
들이 국내외 공모전에 참가해 대상 7팀, 금상 4
팀, 은상 7팀 등 무려 233개 팀이 각종 상을 휩
쓸었다. 2011년 수상 실적은 2010년(수상 161
팀)에 비해 72팀이 더 늘어났으며, 대상과 은상
이 증가하는 등 수상의 질적 내용도 향상됐다.
이는 작품 제작비 등의 경비를 학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공 교수들이 헌신적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지도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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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KWON TAEK
COLLEGE OF FILM AND
ENTERTAINMENT
ARTS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임권택영화예술대학과 디지털콘텐츠학부가 통합하여
특성화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재도약하다
반세기 동안 100여 편의 영화를 만들며 한국영화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온 거장 임권택 감
독의 열정과 영화에 대한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수하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이 디지털콘텐츠
학부와 통합하여‘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학장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은 전국 최고의 영상관련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한
영상 스튜디오에서 철저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 예술,
사회, 철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콘텐츠 문화를 디지털과 멀티미디어로 재창조하는 능력과 시
각을 길러주어 디지털콘텐츠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이로써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은 영화·영상을 비롯한 게임·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
등의 디지털콘텐츠의 특성화 분야를 선도하는 우수한 인재의 산실로 도약할 것이다.

디지털콘텐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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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과
영화과 재학생이 제작한 영화가 해마다 국내
외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임권
택감독의 지도와 영화 관련 장비, 실습 공간
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뮤지컬과
각종 대형뮤지컬 오디션에 전국 대학단위로서
는 가장 많은 인원을 합격시키고 있으며 최고
의 시설, 교수진, 커리큘럼으로 한국 뮤지컬계
미래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연기과
국내 유일의 메소드 연기 시스템 교육을 실현
하고 있으며 영화과와의 연계수업, 산학협력
의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배우, 연
출, 기획, 조명, 무대 미술, 분장 등은 물론 교
육자로 진출하기 위한 다양성 있는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가 새롭게 거듭난다. 기존
의 게임,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 영상제
작 3개 전공 체제에서 하나의 단일 학부로 재
도약한다. 국내 외 저명 게임, 애니메이션, 영
화영상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교육과정 체계를 시작한다. 게임
테크놀러지, 게임아트, 3D 애니메이션, 비주
얼이펙트 4개의 트랙을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
하는 역량 중 자신에게 맞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게임테크놀러지
Track
게임프로그램
게임설계
게임아트
Track
컨셉아트
모델링&텍스쳐링

3D 애니메이션
Track
3D 캐릭터
애니메이팅,
캐릭터 셋업

비주얼이펙트
Track
시각특수효과,
영상편집

창의적인 마인드와 안목 가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게임테크놀러지 트랙
(역량 : 게임프로그래밍, 게임설계)
온라인, 스마트, 체감형 등 게임 및 엔터테인
먼트 콘텐츠의 기획, 시스템디자인, 프로그래
밍을 통한 창의융합인재 양성
게임아트 트랙
(역량 : 컨셉아트, 모델링&텍스쳐링)
아이디어를 영상콘텐츠에 적합하게 시각화하
는 능력을 통해 게임,애니메이션,영화영상분
야 그래픽 전문인재 양성
3D 애니메이션 트랙(역량 : 3D 캐릭터 애니
메이팅, 캐릭터 셋업)
예술적 소양과 비주얼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
해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영화 비주
얼이펙트 전문인재 양성
비주얼이펙트 트랙
(역량 : 시각특수효과, 영상편집)
영상제작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CF 등 영상기획과 제작, 영상편집 능력을 겸
비한 영상제작 전문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 게임기획자, 게임프로그래머,
게임프로듀서, 캐릭터 디자이너, 방송국 특수
영상실, 영화 특수효과 제작사, 광고제작사,
케이블제작사, 영화특수효과 아티스트, CF
아트디렉터 및 편집감독, 3D 애니메이션 감독
및 영화 CG전문가, 애니메이터, 테크니컬 디
렉터, 스토리보드 작가, 프로듀서 등

결과로 증명하는 디지털콘텐츠학부의 힘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들은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
년 말, LG시네마 3D Smart Challenger 공모
전에서 3D 콘텐츠 영상제작부문 최우수상을
예로 들 수 있다. 학생들만 참여하는 공모전이
아닌 일반인까지 참여해 경쟁이 심하고, 작품
의 퀄리티가 높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결과이
기에 그 의미가 더 남달랐다. 여기에 서울신문
주최 UCC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했으며, 제
11회 부산시디지털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최
우수상을 거머쥐는 등 다양한 영상제작 분야
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외에도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졸
업생인 백현정, 이맑음 씨가‘제5회 대학만
화·애니메이션 최강전’
에서 3D 애니메이션
‘빗자루 주식회사 2011’
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동서대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이 전국
최고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학교기업‘애니모션’
은 동서대 디지털콘
텐츠학부 학생 상당수가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대상 학교기업
으로 선정된 데 이어 그들이 제작한 영화‘숨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의 숨소리’
가
제2회 북경국제영화제에 초청 받아 화제를 모
으기도 했다.
임권택이라는 막강한 브랜드파워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 영화계 거장인 임권택 감
독의 이름을 붙인‘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은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전수하는 특성화된 대학
이다. 영화과·뮤지컬과·연기과의 3개 학과
로 구성, 기존 영화전공과 공연예술학부 교수
에‘임권택’
이라는 특화된 브랜드가 합세함으
로써 막강 교수진과 차별화된 교육방식을 통해
최정예 영화 예술인을 육성한다. 또한 임권택
영화영상예술대학 이용관 학장은 부산국제영
화제 집행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세계적 영화·
영상 예술인 육성에 더 큰 힘이 되고 있다.

특성화 교육의 중심, 센텀캠퍼스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이 특성화 수업을 하
고 있는 센텀캠퍼스는 국내 최고의 시설, 최첨
단 장비와 교수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곳에는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자 살아있는 신
화인 임권택 감독의 영화세계를 조명하고, 이
를 토대로 한국 영화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
해 임권택영화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앞으로 임
권택영화박물관은 부산 영상콘텐츠 분야의 새
로운 명소이자, 영화·공연예술 특성화 교육을
선도하는 동서대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 각
광받을 것이다.
한국영화 발전의 중심지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학생들의 작품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2년 부산국제
영화제에서는 당시 4학년인 김병준, 서호빈,
오원재 학생이 설립한 영화사
‘새 삶’
이 직접 만
들고, 동서대가 제작비를 지원한 영화‘개똥이’
가 공식 초청되어 화제를 모았다. 또 2013년에
는 동서대 학생 3명의 작품이 세계 유수 영화제
에 초청받아 눈길을 끌었다. 영화학과 석사과
정에 재학 중인 손일성 동문은‘경계인’
으로 후
쿠오카독립영화제에, 이준상 동문은‘동물’
로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 박기남 동문은‘할매’
로 대종상단편영화제와 인디포럼에 초청되기
도 했다.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BDAD 사업▶
센텀시티 인프라로 아시아 영화의 중심으로
발돋움
부산이 아시아 영화, 영상, 공연 교육의 중심
지라는 입지적 요건 속에서 임권택영화영상예
술대학은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정책에 기여하
고 있다. 또한 센텀시티의 영화, 영상, 공연 인
프라와의 현실적 연계를 확립하고 영화의 전당
을 비롯한 영화 후반작업 기지 및 지원기관과
밀착해 영화·영상·공연산업 현장과의 산업
적·교육적 상호교류를 현실적으로 구축해 나
가고 있다.

INTERVIEW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국영화계의 재목으로 주목받다
서호빈 영화과 09학번(신라고 졸)
영화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서
호빈 학생은 영화과 친구들과
‘새 삶’영화사를 만들어 영화
를 제작하고 있다.“저는 현장
에서 일하다 25살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늦깎이 대학생이지만, 동서대
학교에서 영화연출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맘
껏 배우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BDAD사업으로 장편영화 제작비를 지원받아
직접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점이 크게 도움 되
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호빈 학생이 만든‘못’
은 제18회 부산국제영
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비전부분에서 상영되었
으며 방글라데시 다카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초청되고 있다.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게임개발자의 길을 걷다
김재우 디지털콘텐츠학부 07학번(내성고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클
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활동하
고 있는 김재우 동문은 게임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완, 생성하는 업무
를 맡고 있다. 학과 교수님 연구실에서 전공 공
부를 하면서 학기마다 장학금 지원을 받았고
팀을 이뤄‘글로벌 게임제작 경진대회’
에 참가
하여 2번의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자신의 적
성과 특기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열정과 노
력으로 매진한다면 자기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영화연출, 촬영, 편집, 배급
사, 투자사, 영상자료원, 제작사, 미디어 프로
덕션, 일반 기업 홍보실, 뮤지컬 배우, 뮤지컬
연출 및 기획, 연극배우, 영화배우, 성우, 중·
고등학교 연극교사, 공연기획사, 음향감독,
국·공립극단 배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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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영상영화교육의
뉴웨이브
해운대 센텀캠퍼스

● 메인캠퍼스
㉕
㉚

❻

❿

❸

뉴밀레니엄관(본관)
2층 소향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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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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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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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Plaza
2층 입시관리처

민석스포츠센터



㉔


㉒




㉓

★

대학로 중앙문

❶ 국제협력관
❷ 전자정보관
❸ 보건의료관Ⅰ
❹ 응용공학관
❺ 산학협력관
❻ 어문관
❼ 국제관
❽ 경영관

❾ 디자인홀
❿ 그린홀
 Dream E. Valley
 국제생활관Ⅰ
 뉴밀레니엄관(대학본부)
 U-IT관
 교양교육관
 문화센터

 민석스포츠센터
 대학교회
 학생생활아파트
 국제생활관Ⅱ
㉑ 민석도서관
㉒ 외국어교육원
㉓ 글로벌빌리지

㉔ 종합운동장, 스튜던트 플라자
㉕ 테니스장
㉖ 민석동산
㉗ 우정의 집
㉘ Nuri Park
㉙ University Park
㉚ 야외공연장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
최첨단 교육인프라
1126석 규모 뮤지컬 전용극장
소향뮤지컬시어터
인적 물적 인프라가 풍부한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메인캠퍼스 순환버스 타는 곳

★

▶순환버스 이용
지하철 2호선 냉정역에서 내리신 뒤
1, 3, 5번 출구를 나와 도보로 약 30m
거리(사상 방향)에 순환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울산, 장유, 마산, 창원 지역

한국영화 발전의 산 역사,
임권택영화박물관
영화도시 부산의 최대
영상콘텐츠 밀집지역 위치
영화의 전당,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촬영스튜디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KNN방송국 등

▶해운대 센텀캠퍼스 오는 길

동서대학교 해운대 센텀캠퍼스가 자리한 해운대 센텀지역은 영화의 전당,
▶순환버스 이용
메인캠퍼스, 센텀캠퍼스 간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해운대
센텀캠퍼스

KNN방송국, 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등 영화 영상 관련 기관이
밀집한 영화도시 부산의 심장부입니다. 이제, 앞선 환경의 해운대 센텀캠퍼스에서
영화·영상 분야 특성화 교육을 경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