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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동서대학교 편입생 모집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은 수백 년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서대학교는 그 전통을 뛰어넘는 젊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젊음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명문으로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래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과 꿈을 향한 뜨거운 가슴,
그것이 바로‘Next Vision, Next DSU’
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My Bright Future의 상상실현을 동서대학교에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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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설전공 / 학과 소개
경영학부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외국어계열 Division of Foreign Languages
국제학부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I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영상매스컴학부 Division of Visual Communication
사회복지학부 Division of Social Welfare
관광학부 Division of Tourism
경찰행정학과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보건의료계열 Division of Health Science
정보시스템공학계열 Division of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컴퓨터정보공학부 Division of Computer & Information Engineering
건축토목공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 Civil Engineering
에너지/생명공학부 Division of Energy & Bio-Engineering
디지털콘텐츠학부 Division of Digital Contents
디자인학부 Division of Design
레포츠과학부 Division of Leisure & Sports Science
임권택영화예술대학 Im Kwon Taek College of Film &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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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형일정
구분
원서
접수

0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일시

장소 및 유의사항
계열

인터넷접수

2015. 1. 5(월) ~ 1. 9(금) 18:00까지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유웨이
경영학부

서류제출

면접고사

합격자발표

등록금납부

2015. 1. 14(수)까지

2015. 1. 23(금) 13:00

2015. 2. 2(월) 이전

2015. 2. 4(수) ~ 2. 6(금)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추가합격자통보

2015. 2. 7(토) ~ 2. 11(수)

추가합격자 최종등록마감

2015. 2. 12(목)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14일 소인 유효)

•본 대학교 지정 고사실 (전 학부)
- 고사실 안내는 면접고사 실시 전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외국어계열
인문
사회

농협,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추가합격자 발표 때마다 수시로 개별 연락

국제학부
영상매스컴학부
사회복지학부

•본 대학교 홈페이지
•개인별 문자 발송(SMS)
※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관광학부
경찰행정학과
인문사회

자연

보건의료계열

정보시스템공학계열
※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는 해당학부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충원합니다.
※ 수험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된 후 본교 입시관리처에 신고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하여 수험생에게 생기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컴퓨터정보공학부

공학

전공

학부

건축토목공학부
에너지/생명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정원내
일반편입

농어촌

30

1

영어학과

5

1

일본어학과

5

중국어학과

5

국제통상학전공, 국제물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8

1

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 영상문학전공

10

1

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학전공

15

경영학전공 전일
글로벌금융전공 전일

호텔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14

정원외
의료
의료인력
인력

1

경찰행정학과

5

보건행정학과

4

임상병리학과

3

4

간호학과

2

6
1

치위생학과

4

방사선학과

1

2

작업치료학과

2

4

전자공학과

2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전일
건축공학전공 전일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5년제)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자연), 글로벌생명공학전공
게임전공, 디지털영상제작전공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5

연계
연계교육
교육

입학
정원의
3%이내
모집
/
모집
단위별
10% 이내
[연계교육학과

1

체결현황
표 참조]

10
`

5
19

1

산업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예체능

디자인학부

32

영상디자인학전공
레포츠과학부

인문사회
예능

환경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운동처방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3

영화과

6

뮤지컬과

5

연기과

6
계

※ 학부별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 후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공을 배정합니다.
※ 연계교육전형은 연계되어 있는 학부(학과)로만 지원가능.
※ 전일 표시는 야간수강이 가능한 전일제 수업실시 전공입니다.
※ 건축토목공학부 건축설계학전공은 5년제입니다.

20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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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형유형별 주요사항
1) 지원자격

경남정보대학 연계교육 학과 체결현황

구분

지원자격

계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정규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과정을 이상 수료하고 6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일반편입학

•교육부가 지정한 40개 전문대학의 간호과 2012,13학년도 신입생으로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6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교육부 지정 간호과 전문대학 현황 표 참조)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 편입학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

인문
사회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정원외 농어촌전형으로 입학한 자.

관광학부

사회복지학부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자(모집단위와 동일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연계교육대상자는 2002년 3월 이후 전문대학 입학자로서 우리대학과 연계교육과정이 협약된 대학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외국어계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예정)자.

(2014년 현재 경남정보 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
•연계교육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연계교육과정이 협약되어 있는 전공 간에만 지원이 가능.
(연계교육 협약전공 표 참조)

※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은 3학년으로 편입이 됩니다.
※ 우리대학 재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자연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

디지털콘텐츠학부
디자인학부

예체능
레포츠과학부
인문사회

동서대학교
연계교육 협약 전공

학부

임권택영화예술대학

경남정보대학교
연계교육 협약 전공

영어학과

관광영어전공

7

중국어학과

중국어전공

8

호텔경영학전공

호텔경영전공

5

관광경영학전공

항공관광과

5

이벤트/ 컨벤션학 전공

카지노전공

5

사회복지과

12

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웹서버운영전공

7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웹서버운영전공

4

정보통신공학전공

네트워크운영전공

8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과

4

게임전공

모바일콘텐츠계열

6

산업디자인학전공

제품디자인전공

4

시각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전공

6

환경디자인학전공

실내공간인테리어과

4

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5

경호전공

경찰경호행정과

4

영화과

방송영상과

4

※ 모집인원(78명 이내-입학정원의 3%이내, 모집단위별 10%이내) 내에서 전적대학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형총점(전적대학성적 100%반영)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합니다.

학사학위(4년제) 과정 간호과 지정(’
12, 13학년도) 전문대학 현황
연번

학교명

비고

연번

학교명

비고

연번

학교명

비고

1

군산간호대학

15

여주대학

〃

29

영남이공대학

〃

2

경복대학

〃

16

가톨릭상지대학

〃

30

제주한라대학

〃

3

원광보건대학

〃

17

경산1대학

〃

31

청암대학

〃

4

강릉영동대학

〃

18

김천과학대학

〃

32

충청대학

〃

5

선린대학

〃

19

대경대학

〃

33

혜천대학

〃

6

조선간호대학

〃

20

대구과학대학

〃

34

동강대학

7

경북과학대학

〃

21

대구보건대학

〃

35

동의과학대학

〃

8

전남과학대학

〃

22

대전보건대학

〃

36

두원공과대학

〃

9

기독간호대학

〃

23

문경대학

〃

37

수성대학

〃

10

마산대학

〃

24

수원과학대학

〃

38

울산과학대학

〃

‘12학년도 지정

‘13학년도 지정

11

광주보건대학

〃

25

신성대학

〃

39

춘해보건대학

〃

12

혜전대학

〃

26

신흥대학

〃

40

한림성심대학

〃

13

거제대학

〃

27

안동과학대학

〃

14

서영대학

〃

28

안산대학

〃

최대모집
가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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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원서접수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중 1부

순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일반편입학

※4년제 대학의 수료(예정)자는 전적대학 2학년 이상“수료확인서”1부
•성적증명서 1부(최종 이수학기의 총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

내용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

http://www.uway.com (유웨이)

회원가입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중 1부

지원전형 확인 후 원서작성

•성적증명서 1부(최종 이수학기의 총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

농어촌 편입학

원서작성

•농어촌(정원외)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1부(전적대학 발행)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원서작성 시 사진파일은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사진 업로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진 1장을 제출서류와 함께 본 대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

•성적증명서 1부(최종 이수학기의 총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성적증명서 1부(최종 이수학기의 총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 취소 및 원서 내용의 변경이 불가하며, 기재 오류로 인한

전자결제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이므로 원서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적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관련서류(해당자) 등
※수험표는 제출하지 않고 면접당일 지참 하셔야 합니다.(사진부착)

관련서류 첨부

•전적대학 책임교수 추천서 1부(본 대학 양식) 홈페이지 참조

※인터넷 원서 접수시 사진을 업로드 하지 않은 수험생은 사진을 1장 보내야합니다.

※ 제출서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재학, 제적, 휴학 등 기타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4년제 대학의 수료(예정)자는 전적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 하셔야 합니다.
※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은 3학년으로 편입이 됩니다.
※ 연계교육 책임교수 추천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발급증명서는 원본대조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만 인정합니다.
※ 입학 후 전적대학에 편입학 합격자의 학력 조회를 의뢰합니다.
※ 편입학에 합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라도 학력조회 결과 수료학점 미달, 당해연도 졸업예정자 중 졸업불가 등 결격
사유 발견 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우편발송용 표지 출력

관련서류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
우편(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제출서류 송부

(617-716)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Student Plaza 2층 입시관리처

05 전형료

3) 성적반영방법

구분

전형료

일반편입학

60,000원

농어촌편입학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

가. 성적반영방법
성적반영 요소별 배점

구분

연계교육과정편입학

전적대학성적

면접점수

계

일반편입학

50점
(50%)

50점
(50%)

100점
(100%)

농어촌 편입학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100점
(100%)

-

100점
(100%)

※ 디자인학부, 레포츠과학부,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의 연기과, 뮤지컬과는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비고

40,000원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전형료에 포함

전형료 면제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본인부담

※ 원서접수 기간 중이나, 마감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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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4조의 4 제 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06 면접고사
가. 면접고사에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다. 추가합격자는 후보자의 모집단위별 차 순위자로 합니다.

나.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면접고사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방법

다. 농어촌편입학·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연계교육과정 편입학으로 지원하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일반편입학

면접고사 성적순

전적대학 평균성적 상위자

총 취득학점 상위자

농어촌 편입학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
연계교육과정편입학

수험생은 면접고사가 없습니다.
라. 지원자는 면접고사 당일 예비소집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생대기실에 집결하여 면접고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면접에 임하여야 합니다.
*면접고사 고사실 안내는 면접고사 2일 전에 본 대학 입시관리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총 취득학점 상위자

마. 면접고사 시 핸드폰, 기타 시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도구를 착용 또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시험의 원활한 진행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퇴실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수험표 분실 시는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시관리처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015학년도 동서대학교 편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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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수험생 유의사항

09 등록금납부

가. 지원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분

나. 원서접수 후 서류미비, 면접고사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며

납부기간

2015. 2. 4(수) ~ 2. 6(금) (은행마감시간 전까지)

납부장소

농협, 부산은행 전국 각 지점

유의사항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자격을 취소합니다.

합격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다. 합격자 발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본 대학교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원서 기재상의 미비 및 착오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용

마. 편입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바. 편입생은 전적대학의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본교에서 3학년으로 편입되며, 해당학부(과)의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학점 취득에 따라 3학년 편입 후 졸업까지 5학기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 등록금환불

사.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 본 대학교 재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본 대학 내의 모집학부 간에는 복수지원(입학원서 2매 이상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차. 본 대학교는 기독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매주 1회 학생 채플을 실시합니다.
카. 기타

가. 등록금 환불방법

1) 편입학 성적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분

2)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합니다.
3) 문의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연락을 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문의처

편입학

입시관리처

Tel. 051) 320-2115~8

학점인정·수강신청

학사운영팀

Tel. 051) 320-2041~2

구비서류

환불기간

환불신청기간 : 2015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까지

환불방법

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익일 신청자 계좌로 입금

연락처
Fax. 051) 313-2190

다. 당해학기 개강 이후
당해학기(입학일) 개시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됨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①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08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가. 합격 여부는 동서대학교 입시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합격 후보자는 연락처 변경이나 장기간 출타 시에는 반드시 동서대학교 입시관리처(051-320-2115~6)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신자 부재 또는 연락처 변경 미통보로 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3회 이상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추가합격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및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본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만큼 해당 전형 모집단위의 예비합격 후보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라. 본교의 추가합격자로 선발되어 등록 의사를 밝힌 자 중 타 대학에 이미 합격자로 선발되었거나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본교의
추가합격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등록한 타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마. 추가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에 게시 및 전화로 개별 통보합니다. 추가합격자는 전화 개별 통보 시
등록의사를 즉시 밝혀야 하며 등록포기 의사를 밝힌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지원자 중 선발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원여부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추가합격자 발표 마감은 2015. 2. 11(수) 24:00까지 입니다.

③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
④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학부별 안내전화
모집단위

전화번호

모집단위

전화번호

경영학부

051) 320-1602

정보시스템공학계열

320-1750

외국어계열

320-1650

컴퓨터정보공학부

320-1710

국제학부

320-1630

건축토목공학부

320-1810

International Studies과

320-2740

에너지/생명공학부

320-1780

영상매스컴학부

320-1690

디지털콘텐츠학부

320-2078

사회복지학부

320-1908

디자인학부

320-1840

관광학부

320-2620

레포츠과학부

320-1880

임권택영화예술대학

950-6543(영화과)
950-6571(뮤지컬과)
950-6572(연기과)

경찰행정학과

320-2735

보건의료계열

320-2720

입시관리처 Tel. 051) 320-2115~8 Fax. 051) 313-219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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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사무실 051-320-1602

경영학부
외국어계열
국제학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영상매스컴학부

경영학부

사회복지학부

INTERVIEW

관광학부
경찰행정학과

국민경제의 향상과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경제계에 입문하다
정지이 경영학부 09학번(경혜여고 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지이 동문은 건
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실현과 올
바른 경제정책의 구현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재학시절, 팀을 이
뤄 기업마케팅을 직접 제시하고
기업 연구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을 발표하여‘기업사랑프로젝트 대상’
을 수상한 바
있다. 국내외 경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실력을 키워 경제단체에서 활약
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계열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공학부
건축토목공학부
에너지/생명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디자인학부
레포츠과학부
임권택영화예술대학

ACADEMICS
개설전공 / 학과 소개

경영학전공 인사, 회계, 재무, 생산, 마케팅, 경
영정보와 같은 보편적인 경영이론과 실무지식
을 습득하고, 경영학에서 꼭 필요한 글로벌 능력
(Global), 산업/직무심화능력(Advanced), 창
의창업능력(Creative), 윤리의식(Ethics)을 갖춘
Global ACE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전공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의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의 재무, 금융 분야
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전공이다. 금융
중심지 부산에서 필요한 금융인재를 육성하고,
국내외의 금융자격증을 취득한 글로벌 금융전
문가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일반기업(경영기획, 회계, 총무,
마케팅,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부서), 전문기
업(컨설팅 기업, 회계사무소, 회계법인, 국가기
관, 리서치기관, 광고홍보회사, 브랜드개발기
업, ERP관리기업),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재무 및 경영
관리 파트 등

“One Category, One Kill”경영학부
1995년 신설된 경영학부는 2011년 경영정보전공,
마케팅전공, 회계전공, 금융선물보험전공으로 나누
어져 있던 기존 전공을 통합한 경영학전공과 특성
화전공인 글로벌 금융전공으로 재편하였다.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하나의 산업(자
동차, 전자, 화장품 등)과 직무(회계, 재무, 인사, 마
케팅, 생산, MIS)에 능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카테고
리 킬러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글로
벌 CK프로젝트(글로벌 능력), All-in-One 프로그램
(산업/직무심화능력), Global Biz Challenger(창의/
창업능력), 재능기부엑스포(윤리의식) 등 다양한
GlobalACE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공모전, 경연대회에서 빛나는 그들의 열정
경영학부는 각종 대학생공모전이나 학술경연대회에
서 수상자를 대거 배출하며 동서대 경영학부의 파워
를 알리고 있다. 경영학부는‘부산 중소 氣-Up 마케
팅 공모전’
에서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대학생 5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동서대 경영학부 전
공학생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제6기 BDI청년 프
론티어 공모전’
에 경영학전공 학생들이‘내 머릿속
열정을 채우자’
라는 주제로 소외계층 대상 강연 콘서
트를 개최해 동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외에도 프레

젠테이션 본선대회, 영어경진대회, LINC창업아이
디어 경진대회, 금융 실전 투자 동아리‘투자전략과
자산배분’경연대회 등 수많은 공모전과 대회에서 우
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경영학부 BDAD 사업 ▶ 졸업생 특강으로 경영인
의 꿈을 키우다
경영학부는 BDAD 사업의 일환으로 매학기‘졸업생
릴레이 특강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
램은 다양한 분야의 졸업생을 초청하여 학생들의 경
영 및 창업마인드를 고양시키고 미래 전문 경영인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예약한 학생들과 졸업생
이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를 마련하여 학
생들이 쉽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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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무실 051-320-1650

학부사무실 051-320-1630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시대에서
영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언어로 손꼽힌다.
문화 관광 산업이 국가의 중심산업으로 부상하
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성에 중점
을 둔 영어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서 필요로 하는 영어구사능력과 글로벌 스탠다
드에 부합하는 창조적 영어전문가를 양성한다.
일본어학과 실용적 교과과정을 통해 일본어 구
사능력을 몸에 익히고, 일본에 관한 다양한 지식
을 습득한 일본전문가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많은 일본 관련 체험학
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공학습에 대한 동기
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어학과 다양한 글로벌프로그램과 실용화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역
으로 성장할 중국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항공
사, 무역회사, 호텔, 여행사, 면세점, 교육기관,
금융기관, 외국어 학원, 선박회사 등

국제학부

SAP, CAMPUS Asia 프로그램
글로벌 현장학습 중심
영어학과 신입생은 입학 후 1년 동안 원어민 교수 중
심의 영어집중과정(IntensiveEnglishProgram)에 전
원 참여하여 영어구사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킨다.
꾸준히 매년 SAP-USA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두 학
기 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미주캠퍼스에서 영어
전공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환학생으로
태국 방콕대, 헝가리 Szentistván대학, 일본 간사이 외
국어대 등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어학과는
매년 3~7월 한 학기를 일본 도쿄에 있는 자매대학인
다이쇼(大正)대학에서 학점 인정 어학연수를 실시하
고 있다. 어학연수 전 학기에 본 대학 일본어학과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일본어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일본에서 취
득한 학점을 인정받게 되어 휴학하지 않고 일본 생활
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중국어학과에서
는 매년 중국 산동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학점인정
어학연수’
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중
국 우한(武漢)에 설립한 한중합작대학인 동서대 중국
캠퍼스에서도 현재 어학연수를 하고 있으며 중산대
학, 산동대학, 심천대학, 상해공정기술대학 등에도
매년 10여 명의 교환학생이 파견된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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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전문 인재로 해외시장
을 개척하다
이상인 중국어학과 02학번(경남고 졸)
고려제강그룹 계열사 고려특수선
재 수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상인 동문은 싱가포르, 호주, 중
국의 해외영업 업무를 맡고 있다.
재학시절, 중국의 산둥대학교 연
수프로그램과 교내 원어민 교수의
강좌를 통해 외국어 실력을 키워 해외 신규시장을 개
척하고 영업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있
다.“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해외 영업 바이블을
정립하고 협상 전략과 고객 대응법을 구축한 영업 분
야의 손자병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금융전문인으
로 성장하다
류혜진 국제통상학전공 10학번(신도고 졸)
류혜진 동문은 2014년 부산은행
신입행원으로 입사하여 여러 고객
들에게 맞춤금융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교
내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미
국어학연수 SAP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감각을 키웠다. 또 교내
1:1커리어코칭과 멘토링프로그램, 취업지원센터에
서 진행하는 이력서코칭 및 모의면접을 통해 실전 경
험을 익혔고 현재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여성프로
금융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외국인과 차를 마시고,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외국어
영어학과와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에서는 각각의
언어로만 이용 가능한 Cafe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
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English Cafe는 영
어 퀴즈와 게임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영어 회
화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JapaneseCafe또
한 일본인 교수 및 유학생과 함께 일본어 및 일본 문
화에 관한 지식을 회화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Chinese Cafe는 월별 행사와 상시 운영 프로그램을 통
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중국어 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어계열 BDAD 사업 ▶ 학과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강화
영어학과는‘토익 900특공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밀도 토익 강의 및 집중 관리를 통해 토익 고득점
자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어학과는 일본어 역량강화
를 통한 글로벌 인재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일본어전
문가 양성을 위해‘일본어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운
영하고 있다. 중국어학과는 전공능력과 인문학적 소
양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을 통해
HSK6급 취득 및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우수 인재 육
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통상학전공 세계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무역의 융복합화 시대에 적합하게 무역업무, 국
제마케팅, 해외시장개척 및 기타 다양한 통상업
무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글로
벌 무역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제물류학전공 글로벌 물류경쟁 시대를 맞이
하여 경영 경제, 물류경영, 유통경영, 항만물류,
무역실무 5개 트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이
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물류유통전문 인력
을 양성한다.
국제관계학전공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인 한
국, 중국, 일본 간의 국제협력 전문가와 지역전
문가를 양성한다.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중·일 관련 국내외
기업체에서 활약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 국내외 대기업, 무역회사, 금융
기관, 공기업, 국제기구(WTO, UN, NGO,
AMCHAM), 정부(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글
로벌물류기업(DHL, CJ GLS), 항만공사, 국제
운송회사(한진해운, 현대상선, 에어부산), 승무
원등

글로벌 표준의 무역실무와 기술 및 융복합
상품의 무역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국제통상학전공은 실용주의적 무역비즈니스관련 교
육내용으로 전공특성화를 진행시켜왔으며 2007년
에는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무역학분야‘최우수학
과’
로 평가받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식경
제부 주관‘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운영기관
으로 선정,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획재정부 주
관‘대학내 FTA강좌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무역통상분야 특화인력양성사업에 매진해왔
으며, 현재는 최근의 융복합상품 무역추세를 반영하
여 창의적 교육내용, 산학공동프로젝트 등의 혁신적
교육방법, 국내외 취업연계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특성화분야를 발전·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융합 교육‘O2O(Online To Offline)수업’
을
국내 최초로 시행
국제물류학전공은 융합교육, IT기반실무교육, 글로
벌교육, 취업연계맞춤교육 설계를 통해 입시, 교육,
취업 및 사후관리 일원화를 실현해 가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는 교육 중심의
‘Top1 inBusan& Top3
in Korea’
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온
라인 강의(E-Learning)와 오프라인 강의(강의실에
서의 토론 및 발표수업)를 융합한 이른바‘O2O(Online To Offline)수업’
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
을 미리 집에서 숙지하고, 강의시간에는 관련 주제에
관한 팀별 발표, 질의응답과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수
업이다.

맞춤형 전공 교육과정과 영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 실시
국제관계학전공은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및
국제경제(International business)에 토대를 둔 맞춤
형 전공 교육과정과 영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 교수들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의 연구 및 생활 경
험을 바탕으로,‘1교수 1연구회’
를 조직해 재학생들
에게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준비시키고 있
다. 그 결과, 많은 재학생들이 미국·중국SAP는 물
론 일본, 멕시코, 헝가리 대학 등에 교환학생으로 파
견되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정
치와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
서 활약하고 있다.

ACADEMIC DIVISIONS

16 17
DIS http://uni.dongseo.ac.kr/dis

영상매스컴학부 http://uni.dongseo.ac.kr/visual

학과사무실 051-320-2740

학부사무실 051-320-1690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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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리더의 초석을 다지다
김영우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07
학번(대동고 졸)
영어잡지사(E-zine)에서 3년째 활
동하고 있는 김영우 학생은 모든
교육과정이 외국인 교수님과의 영
어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이점에
힘입어 DIS과로 전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재학 중에 있다.‘한경랑세스 프레젠테이션’
에 참가하여 전국 3등이라는
성과를 얻을 만큼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다.“여러
해외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동서대의 다양한
해외연수 기회와 글로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
의 능력을 키워나가길 추천합니다.”

Dongseo University’
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DIS) is the first all-English
departmentintheBusanarea. TheDISoffers
four years of English-only instruction in a
rangeofsubjectareasrelevanttoourglobal
age: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marketing and business.
미국인 교수들이 마케팅, 경제, 경영과 관련된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국제경쟁력
을 지닌 인력을 양성한다. 다양한 국제프로그램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교환학생,
중국SAP, 간사이외대 복수학위 프로그램 등) 각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고 B학점(3.8)이상,
토익(800점)이상 또는 IBT(90점) 이상의 실력을
갖추면 지원 자격이 생긴다.
졸업 후 진로 ▶ 일반 행정직, 외무직, 전문직,
해외영업담당, 해외지사근무, 언론계, 무역회
사, UN산하 국제기구, 국제금융기업, 외국기업
한국지사, 국제문제전문가, 국제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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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과 열정으로 창의적 인재로
비상하다
김태민 방송영상전공 08학번(사직고 졸)
부산항만공사 홍보부에서 활동
하고 있는 김태민 동문은 재학
시절 학부 학회장으로 활약하며
글로벌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외국
어실력을 키웠다. 방학기간에는
‘ 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DAIP)’
을 통해 3주간 인도에서 프로젝트를 진
행하면서 해외 경험을 쌓았다.
“국제화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꿈을 향한 열정
만 있으면 학과 지식뿐 아니라 세계적 리더로서의 자
질을 충분히 키울수 있습니다.”

방송영상전공 탄탄한 이론에 기초한 실무 교육
을 통해 취업 후 빠른 현장 적응과 탁월한 제작 능
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광고PR전공 창의적인 광고·PR전문인을 양성
하여 영상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기여하
고자 한다.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제작 실습을 통
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광고·PR분야에서의
무한 경쟁력을 길러준다.
영상문학전공 참신한 아이디어와 영상미디어를
연계시켜 연구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함으로써 드
라마 대본, 영화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등을 창
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영상문학
전문가를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 프로듀
서, 촬영감독, 편집감독, 방송작가, 성우, 아나
운서, 기자, 일반 대기업, 광고회사 AE, PR회사
기획, 기업 홍보담당자, 카피라이터, CF감독, 시
나리오 작가, 시인, 소설가, 수필가, 기타 문예
응용분야 등

국내 최고 영상 실습 교육의 요람, 동서미디어센터
영상매스컴학부 BDAD 사업 ▶ 취업스펙과 실력
을 동시에!
방송, 광고, 영상분야의 현장에서 콘텐츠 제작이 가
능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동서대 ‘Brand Power Program’
은 학부에서 제작한 졸업 작
학교 영상매스컴학부는 1999년에 동서미디어센터
품들을 가지고 주요 방송사, 제작사 및 광고회사 등
(Dongseo Media Center)를 개원하였다. 재학생들
을 순회·방문하며 프로듀서, 광고기획자 및 방송작
은 방송용 스튜디오와 뉴스룸, 아나운서 부스, 음향
가 등 현업 전문가들 앞에서 작품을 시사하고 평가받
효과실, 편집실, 첨단시사실 등의 다양한 시설과 카
는 특색 있는 학위수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메라, 조명 등 디지털 영상 기자재를 구비한 최적의
통해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가 재학생들에게 부여되
제작환경 속에서 영상분야의 최고 실력을 갖춘 전문
고 있다. 그 외에도 튜터십 프로그램, 협동강의제(코
가로 성장하고 있다.
-티칭제), 공모전 출품 촉진 지원, 2012 칸 국제광고
제 수상작 시사 및 특강, 미디어글쓰기, 졸업생과 재
부산·경남지역 디지털 영상교육의 메카로 인정
학생이 만나 유대를 강화하는 Reunion 행사 등 다양
받는 비결
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상매스컴학부는 전공 관련 다양한 연구회 활동을
지원, 학생들이 전공에서 배운 실력을 공모전이나 제
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영상
전공은 방송과 영상관련 다양한 연구회를 통해 방송
영상물을 기획·제작하여 졸업 후 취업 현장에서 곧
바로 활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운다. 광고PR
전공 연구회에서는 광고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습득하고, 공모전에도 꾸준히 참여해 실무경
험을 쌓고 있다. 영상문학전공은 연구회를 통해 방송
이나 영화, 드라마, 비드라마의 대본과 시나리오 창
작 및 실무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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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복지국가 한국의 시대적 요구
에 부응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
치를 겸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학
교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
및 의료사회복지, NGO 등 국제사회복지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진로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급변하는 대내외적 사회변
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 사회의 책
임감있는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을 지원하
고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청소년의 인성
개발과 사회참여,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발달을
위한 청소년전문가 양성이 전공운영의 목표이
다.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
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진로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사회복지관 및 아동·여성·장
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각종 공단,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사회
복지사, 병원 및 요양시설, 학교, 사회단체 및 상
담관련 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기
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단체 등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에 기여
2012년 4월부터 사회복지학전공이 사상구노인복지
관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수탁 주체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회복지학전공이
맡고 있다. 사상구노인복지관은 학장동 다누림센터
내 4·5층에 위치하며 사상구에서는 처음으로 개관
한 노인복지관이다. 사회복지학전공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상지역 특성에 맞
는 노인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
해 나갈 것이다.
학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꿈에 한 발짝 더
사회복지학부는 동문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졸
업생들이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선배들이 일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후배 만남의 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소중
한 인적네트워크를 쌓을 수도 있다. 교내의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나 연구회를 통해서도 꿈을 이루고
있다. 청소년상담심리를 전공한 임청주, 전희정 동
문은 재학 시절 교내 교직 연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
아 4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중등교사임용시험에 합
격 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학전공은 연구회와 진로지원 프로그
램을 통해 매년 치뤄지는 공무원시험에도 2010년 1

INTERVIEW

INTERVIEW

한국의 복지발전에 공헌하는 사회복지사로 발돋움
하다
정호석 사회복지학전공 05학번(경남공고 졸)
그는 2014년 7월에 입사하여 국
민연금관리공단 김해밀양지사에
서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업무
를 맡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고
유업무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
애등급심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취약계
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에서도
그를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필요로 하는 영역
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대한민국 최고의
종합복지공단으로의 목표를 가지고 그 규모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꾸준한 관심
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세계의 창공을 나는 꽃,
항공승무원의 길을 걸어가다
김다은 관광경영학전공 09학번(덕문여고 졸)
에어부산 캐빈승무원으로 활동하
고 있는 김다은 동문은 재학시절
전공 교과와 어학 공부에 매진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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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능
력과 전문성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박지혜), 2011년 2명(홍미영, 권재연), 2012년 3
명(조현선, 김효진, 권가람), 2013년 3명(전지연, 이
태훈, 김선미), 2014년 2명(김선미, 김수림)이 합격
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꿈을 이루었다.

사회복지학부 BDAD 사업▶ 해외연계
프로젝트로 글로벌 사회복지사로 성장
글로벌시대에 대응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자 사회복지학부는
‘Global Social Welfare Japan 프
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형성 어학
교육(일본사회복지 현장 견학 및 일본 문화체험)-실
습-인턴의 체계적 과정으로 구축한 해외연계프로
젝트이다. 2009년 실습생 파견을 시작으로, 2010년
부터는 실습생뿐 아니라 1년 코스의 인턴도 매년 파
견하고 있으며, 교토, 후쿠오카, 돗토리를 거점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년 주최하는‘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에 참가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일의 청
소년 관련학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전공이
해는 물론 진로적성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소
년 기관, 시설 및 단체와의 교류로 전국적 네트워크
를 강화하고 있다.

호텔경영학전공 호텔 리조트 및 외식분야의 선
구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키운다. 국제화되
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과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갖춘 호텔리
어를 양성한다.
관광경영학전공 유명 관광업체와 공동으로 맞
춤식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있으며, 현장실습, 체험학습 등을 통
해 졸업 후 현장 적응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산학
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컨벤션학전공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산
업으로 집중 육성되는 이벤트·컨벤션학전공은
국제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 업무에 대한 최고의 운영능력을 가
진 이벤트·컨벤션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목표
를 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호텔, 리조트, 콘도미니엄, 서
비스 레지던스, 펜션, 외식업체,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리조트, 외국관광청, 외식사업
체, 관광공사 및 CVB, 컨벤션센터, 컨벤션기획
사, 이벤트기획사, 전시기획사, 테마파크, 파티
플래너, 항공·크루즈 승무원 등

실습장의 현장화, 실전에 버금가는 실무형 학습
관광학부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해외 유명대학과
의 학습프로그램 제휴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하여 어학능력 배양은 물론 산업체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개척
에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졸업할 때까지 외국인과 자유로이 언어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1인 1개 외국어인증시험제도 등 어
학교육의 강화, 관광 관련 1인 1자격증 취득을 통한
실무능력의 향상으로 국내외 관광산업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기 위하여 항공실습실, 식음
료·연회 실습실, 와인 및 칵테일 실습실, 원형국제
회의장을 마련, 실전에 버금가는 실무형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실력은 기본
관광학부는 학부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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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이
나 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한

국관광공사가 주관한‘youth convention 공모전’
에
서 김승경, 우지선, 전소현, 곽다솔 학생이 당선되어
부산국제영화제 부속프로그램인 AFA의 사교프로그
램을 기획 및 실행하였다. 이 외에도 관광산업 관련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하며 관광학부의 이름을 알리
고 있다.

관광학부 CK-D사업▶ 최고의 관광전문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인 CK-D사업은 창의기
반 현장맞춤형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방과 후 토익 및 회화 수업과 전공별 현장답
사,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 다양하고 체계
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공 이해도를 제고시키
고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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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열 http://uni.dongseo.ac.kr/health

학과사무실 051-320-2735

계열사무실 051-320-2720, 2722

경찰행정학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법 집행에 필요한 경찰학
과 범죄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
으로 익히고, 국제화시대에 필수인 영어 등 어학
과 강인한 체력단련을 위한 무도, 인성교양 등
전인적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전
문 경찰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행정학, 법학, 사회학, 교정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경
찰 이외의 형사사법 분야에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경찰공무원·경찰간부 후보생
(매년 1회 정도 실시) : 경위(경찰서 계장급, 지
구대ㆍ파출소 팀장급)·순경 근무, 교정공무원
(매년 2~3회 정도 실시 : 전국 교정시설 교도관
근무), 소방직공무원(매년 1~2회 유동적 실시 :
소방관련 업무 종사), 대통령 경호처(특정직 7급
(경호), 기능 10급), 별정직 해당직급, 국가정보
원(7급 : 매년 1회(8월) 정기적 채용 / 9급 : 업무
별 부정기적 채용), 검찰사무직(검찰 사무를 보
조하는 공무원), 마약수사직, 군수사기관(군 관
련 수사기관 근무 / 헌병, 기무사 등), 법원사무
직(법원에서 행하는 재판 관련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 수행), 경호경비요원(민간경비 / 국내외 행
사 시 VIP 의전경호) 등

보건의료계열

경찰의 꿈을 위한 경찰행정학과만의
차별화된 학사운영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남들보다 두 발짝 앞서
가는‘Two Step Advance’
라는 학과 슬로건 아래,
다른 대학과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재학생 중에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을 배
출할 정도로 경찰행정학과만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타 대학 경찰행정학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학 중에도 취업 지향적인 교과
목 방학 특강과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교수들과 학
생들은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학교에 나와 함께 연구
하고 공부하는 개별맞춤교육을 실천한다.
공직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획일화된
학과운영에서 벗어나 경찰직반, 교정직반, 교회직
반, 보호직반, 검찰직반, 국정원반, 군무원반 등 세
분화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집중화된 교육을 받도
록 하며 교수들이 스터디반을 나누어 책임지도하게
한다. 또한 고시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고시
반에 입실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전원 학교 강의실에
남아 고시반과 같은 체제로 학업하며 교수가 상주하
여 지도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학생상담을 강화하여 재학 중은 물
론 졸업 후에도 평생 지도교수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관학협력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 성취동기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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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문 경찰공무원으로
나아가다
박찬규 경찰행정학과 4학년(양정고 졸)
경찰공무원의 꿈을 위해 경찰행정
학과로 진학한 박찬규 학생은 학
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특강, 체력
증진, 고시반 체제 등 경찰공무원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 학
습 능력과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경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중앙경찰학
교 입교를 앞두고 있다.“우리 동서대학교 경찰행정
학과는 경찰행정교육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고 한
마음순찰대 활동을 통해 현직 경찰들과 직접 순찰하
며 현장실무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전문 치과위생사
로 거듭나다
권혜인 치위생학과 10학번(반여고 졸업)
부산 지역의 치과위생사로 근무
하고 있는 권혜인 동문은 교내 취
업지원프로그램, 학과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의료면허
관련 공부와 실전 모의면접 준비
로 실무 능력과 의료인으로서의
소양을 다졌다. 학교 지원을 받아 심폐소생술 및
temporary자격증을 취득,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도
모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기술적으로 조력하고 국
민들의 구강 건강관리를 안내하는 전문 여성 의료인
로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면화하고 SAP 등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학생
들의 국제적 마인드도 함양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BDAD 사업 ▶
입학 전부터‘공부하는 학과’
경찰행정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 신입생들
을 상대로 입학 전 전공 및 영어 과목에 대한 선행학
습을 통하여 학습 동기 부여와 공부하는 경찰행정학
과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찰취업
등과 관련해 방학 중 특강이나 일선현장 방문학습을
마련, 재학생과 예비신입생들이 함께 수업하여 학년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 시대
에 대비하여 해마다 일부 학생들을 미국에 1년 동안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재학 중 경찰기관 등 관련 산
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습득의 기
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임상병리학과 질병진단 및 치료에 대한 기본 정
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기초과학을 바탕으
로 실습과 응용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적
인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
고 있다.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경영, 의무
기록 및 의료정보,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등 미
래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도록 전
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학과 폭넓은 교양 및 체계적인 간호이론과
간호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능력과 지성을
겸비한 전문직 간호인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방사선학과 방사선 분야의 글로벌 명품 전문 리
더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졸업 후 의료분야
를 비롯하여 방사선 관련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치위생학과 차별화된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기
초 치위생 영역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
을 목표로 하며, 졸업 후 유관 병의원, 기업체, 대
학원, 보건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작업치료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게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전문분야이다.
부산시 4년제 작업치료학과 중 최초로 개설되었다.
졸업 후 진로 ▶ 의료기관, 제약산업분야, 전문 임상
검사센터, 보건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관련 국공립 연
구기관, 병원 코디네이터, 간호사, 군 간호장교, 방
사선사, 해외취업, 치과 병의원, 구강검진센터, 종
합병원, 재활전문병원,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훈련
학교 등

주요 의료 기관과 대기업에 대거 취업
임상병리학과는 국내 Top3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등
에 다수의 졸업생이 취업함은 물론 서울대 약대, 서
울대 수의대, 경희대 의대 등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
여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보건행정학과는
대학병원 및 종합·전문병원에 다수의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였고, 대기업(교보생명)과 대한민국 육군
전문사관으로도 임관을 함으로써 보건행정학과의 진
로범위가 더 다양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학과는 2년 연속 졸업생 전원이 국가고시에 합
격하고 대형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취업하여 내실
있는 간호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주목! 보건의료계열의 HOT Program
보건의료계열에는 주목할 만한 2가지 프로그램이 있
다. 바로‘장애우 대상 기초과학교육봉사’
와 국제화
프로그램인‘HSAP’
이다. 우선 장애우 대상 기초과
학봉사는 학생들에게 기초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가
르치고, 이를 지역사회 봉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에게
인성 함양과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다.
국제 보건의료 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글로벌한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행함과 동
시에 글로벌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
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서대학교 BDAD 사업비
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계열 BDAD 사업 ▶ 글로벌 보건 의료전
문인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보건의료계열의 BDAD 사업인‘CS-I cube’
는 글로
벌 보건의료 리더 양성을 위한‘(CS-I)3 프로그램’
으
로 운영되고 있다. 즉 기초체력강화(ClinicalScience
Intergration), 국제화(Communication Skill Integration) 그리고 평판도 제고를 위한 인성(Community
Service Integration)의 3CS를 완성(Integration)함으
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
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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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공학계열 http://uni.dongseo.ac.kr/information

컴퓨터정보공학부 http://uni.dongseo.ac.kr/computer

계열사무실 051-320-1750

학부사무실 051-320-1710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의 기초와 전공분야에 대
한 교육을 통해 첨단 IT기술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산업 현장에
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여 풍부한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겸비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다.
산업경영공학과 인간, 원자재, 기계설비,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시스템의 합리적인
설계, 운영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과 생산성
을 극대화하는 분야이다. 기획력과 과학적 분석
력, 훌륭한 리더십을 겸비한 엔지니어 및 연구
인력을 키워낸다.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 전기, 전자 및 컴퓨
터 공학의 단위기술과 메카트로닉스 기술교육
을 통해 첨단 제품의 개발 및 시스템 설계, 제어
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문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전기전자관련업체, 정보통신관
련업체, 국영기업체, 연구소, 기계, 전자, 자동
차, 조선 관련업, 보건·의료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일반대기업, 중견기업, 공
무원, 창업 등

컴퓨터정보공학부

자신만의 전공을 만드는 융합교육시스템
정보시스템공학계열에는 수강 과목을 자신이 적절
히 조합하여, 융합학문적인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
수 있는 Self-Brand Program이 학과 내 혹은 계열
내부에 개설되어 있다. 이는 3개 학과의 장점을 취합
할 수 있도록 계열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꿈에 필요한 과목을 학
과에 상관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1개 학과
에 전적으로 소속되어 해당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목
표로 해도 되며, 융합학문적인 경험을 통하여 창의
적 융합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수도 있다.
학과 학술동아리와 연구회를 통해 실력과 스펙 Up!
삼성, LG 등 대기업에 취업한 선배들 대부분은 학과
내 학술동아리와 연구회를 통해 꾸준히 실력을 키우
고, 취업에 성공했다. 관심 있는 동아리 참여를 통해
학교에서 같은 관심분야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공부
하고, 작품도 제작하며 기반을 쌓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공학과 이태완 학생은 마이크로로봇연구 동아
리인‘메카’
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쌓아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에 최상위 성적으로 선정되
어 정부 지원금 2,500만 원을 받아 혁신기술 사업화
에 매진하고 있다. 이 외에 전자공학과 하지연 동문
과 권덕현 동문 등이 연구회를 통해 쌓은 실력을 바
탕으로 각각 삼성테크원과 삼성전자에 입사하였다.

INTERVIEW

INTERVIEW

과학기술교육을 통해 공학 스페셜리스트의 꿈을
실현하다
박영화 정보시스템공학계열 08학번(배정고 졸)
한국전력공사 경남지부에서 근무
하고 있는 박영화 동문은 발전소
에서 보내온 전력을 분배, 공급하
는 배전 업무와 설계 시공, 관리감
독을 맡고 있다. 재학시절, 공대
생을 위한 공학센터와 링크사업단
이 진행한 캡스톤디자인, 링크사업단과 녹색융합기
술연구회가 연계된 태양광자동차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교내 장학프로그램, 학술동아리 등 학교
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가하고 항상 새로
운 것을 즐기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통신 기술자의 꿈을 향
해 전진하다
하지수 컴퓨터정보공학부 06학번(동아고 졸)
LG유플러스 부산ENG팀에서 근
무하고 있는 하지수 동문은 재학
시절 학과 수업 외에 SAP프로그
램을 통해 외국어실력을 향상시켰
고 OCP, OCJP, CCNA자격증 등
을 취득하면서 자기역량과 경쟁력
을 키웠다. AUPF포럼, VMS 봉사활동 활동과 해외
연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꿈에 매
진했다.“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주체적으로 자신 있
게 도전한다면 배움의 기회와 사회 경험을 충분히 누
릴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공학계열 BDAD 사업 ▶ 전공 관련 심
화지식 습득으로 전문가의 꿈에 성큼
정보시스템공학계열에 BDAD사업은 전공 관련 심
화지식의 습득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
다. 특히 캡스톤디자인교육을 통하여 실무 교육 프
로그램 성과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실무능력 향상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특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
어 능력 향상에도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의 이론 및 소프트웨
어/하드웨어 실습을 바탕으로, 졸업 후 산업현장
또는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컴퓨터공학 전문 이론
과 기술을 갖추고, 융합 컴퓨팅 사회의 요구를 만
족시킬 수 있는 컴퓨터공학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폰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
션, 시스템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을 통하여 스마트 환경을 실현하는 소
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 인식
과 전문인력수요의 급증에 부응하여 이동통신시
스템, 센서네트워크, 유무선네트워크 및 보안이
론 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무에 뛰어난 정보화사
회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부산경
찰청과 MOU를 통하여‘정보보안’및‘정보통신’
분야 경찰공무원 특채연계 교육을 실시한다.
졸업 후 진로 ▶ 정보통신산업 전 분야,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스마트폰
앱 개발 및 생산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IT솔루
션 연구소, KT, SK텔레콤 등 대기업, 시스코 골
드파트너 회사, 정보통신 산업체 및 국책연구소,
중등교사 등

IT 분야의 미래 핵심 키워드, 융합·스마트·지능
형 인재 양성
컴퓨터정보공학부가 CSI특성화라고 이름 붙여진 이
유는 C-컴퓨터공학전공(Computer), S-소프트웨
어공학전공(Software), I-정보통신공학전공(Information-communication)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CSI는 각 전공의 특성화 분야로서, C-컨버
전스(Convergence), S-스마트(Smart) 소프트웨어,
I-지능형(Intelligence) 네트워크의 뜻도 가지고 있다.
최고의 교육시설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다. 현재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의 세계 1위 업체인 시스코의
장비로 구성된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시설을 통해 시
스코 및 보안 국제 자격증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창업의 기회도 활짝
컴퓨터정보공학부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창
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정보보호동
아리‘CNSL’
이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KOF ST), NIPA 한이음 IT멘토링에서 각
각 사업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뜻이 맞는 재학
생들이 모여‘제이씨(JC)’
와‘LOL’
,‘블랙아웃’
,‘노
력의 열매’등의 이름으로 이미 창업을 했거나 창업
지원금으로 창업을 진행 중에 있다.

컴퓨터정보공학부 BDAD 사업 ▶ 해외대학에서
첨단 전문 인력으로 탄생하다
컴퓨터정보공학부는 BDAD 사업의 일환으로‘해외
유망 IT인턴십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
오울루대학의 전자정보공학과 교환학생으로 파견되
어 현지 강의 수강 및 글로벌 팀 프로젝트 개발에 참
여함으로써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 실무형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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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공학부 http://uni.dongseo.ac.kr/civil

에너지/생명공학부 http://uni.dongseo.ac.kr/energy

학부사무실 051-320-1810

학부사무실 051-320-1780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의 설계에서부터 시공과 설
비, 경영 등에 이르기까지 부산 최고의 Global
Standard 건축공학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과 국
제적 경쟁력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건축인을 육
성하고 있다.
토목공학전공(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교
량, 지하구조물, 항만, 하천, 물환경시설 등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을 위한
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시공학 및 측량학
등 세부분야를 집중하여 교육과 연구를 한다. 또
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에 부합
하는 탐구적이고 전문적인 글로벌 전문 건설기
술인을 육성하고 있다.
건축설계학전공(5년제)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
초적 조형훈련 및 의장지식을 연구하고, 합리적
이고 예술적인 건축디자인을 창작하도록 한다.
첨단 교육매체 등 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
여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국제건축사 양성에 노
력하고 있다. (2012년 7월 31일 건축학 교육 5
년제 인증 획득)
졸업 후 진로 ▶ 건설회사, V.E, 공무원, 각종
공사, 엔지니어링 업체, 대기업, 건축설계사무
소, 인테리어설계사무소, 구조, 설계, 설비, 견
적, 시공 등

에너지/생명공학부
INTERVIEW

INTERVIEW

최상의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전문
건축가의 꿈을 키우다
서강현 건축설계학전공 07학번(대진정보통신고 졸)
건축설계학전공 5학년에 재학 중
인 서강현 동문은 전공동아리 활
동과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부산
건축대전(입선), 차세대건축문화
공간(특선), 도코모모코리아(특선),
친환경건축공모전(입선), 사상구
건축공모전(장려), 친환경건축공모전(우수), 사상구
건축공모전(부산건축가협회장상) 등 매년 공모전에
서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우리 학부는 건
축설계실과 모형제작실 등 교육 환경과 교내 물리적
인프라가 매우 우수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공학의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로 창조적
리더가 되다
황태효 식품영양학전공 96학번 (브니엘고 졸)
모젤과자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태
효 동문은 현대인들의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영양과 맛
을 고려한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
고 있다.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제
과점의 CEO로서 창업지원과 사
회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력하고 있다.“끊임없이 발전하고 성
장할 수 있다는 점이 동서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열정과 실력은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단연 최고라고 자신합니다.”

건축토목공학부 BDAD 사업 ▶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전문 건설공학도
건축토목공학부는 BDAD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식
지원으로 전공능력, 어학능력, 실무능력, 창의능력
까지 4대 능력강화를 핵심목표로 한다. 세부프로그
램으로 글로벌인재양성(어학), 전문자격인양성, 실
무적응력개발, 창의적공학도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단위 전공 및 전공융합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자격증취득, 새싹연구회, 몰입형 영어캠
프, 고래의 꿈(해외인턴장려), 국제워크숍 참가, 5년
제 건축학교육인증 및 토목공학교육인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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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 한다. 지속적 행사
참여와 시공현장체험을 연계하며 본교 건학이념인
인류봉사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또 건축토목공학부
는 Self-Brand Program을 통해 전공과 연계된 다양
한 진로를 제시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인재로 성장하
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성화 교육시스템으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나날이 성장하는 건축설계학전공
국내외 공모전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어 온 본
전공 학생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전 은상, 공공
화장실 공모전 금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고, 가장 큰
성과로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인증기관인 한국건축
학교육인증원에서 최고 인증등급인‘5년 인증’획득
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2011년 공포된 개정 건축사
법에 따라 본 전공 졸업생은 국제규격의 건축설계교
육을 받은 전문인으로 인정되어 건축사예비시험을
면제받으며 실무수련기간도 인증 받지 못하면 5년이
지만, 본교 졸업생은 3년으로 단축되는 특전을 얻는
다. 2013년 11월 현재 부산에서 본 전공 포함 5개 대
학만이‘5년제 인증’
을 획득했다.

토목공학전공, 국토를 바꾸는 꿈을 키운다
본 전공은 공학교육인증체계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
드 교육을 실현하며, 전공교수별 연구회를 통해 집중
실무를 체험하고 있다. 희망 학생들은 각종 실험 및
연구프로젝트에 교수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현장견
학과 국내외의 실무인턴실습으로 실무에 강한 전문
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수 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 에너지의 3개의 기본 트랙을 중심
으로 환경오염저감 및 제어 기술, 자원순환공정
및 처리기술, 환경관리 및 설계,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스템 개발 등을 중점 교과목으로 구성하
여 기업 전문가와 연계된 현장 실무 교육을 병행
함으로서 녹색혁명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신소재공학전공신소재는 생활필수품은 물론 의
약품, 에너지, 석유정유, 합성섬유, 반도체 및
화장품을 포함한 수 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신소재합성, 설계, 제어, 최적화 등을 위한 연구
개발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
장 가능하다.
식품영양학전공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
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선도할 첨단지식과 연
구 능력을 갖춘 영양학, 식품학, 외식산업 분야
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기
초이론은 물론 다양한 실험 및 현장실습 등 체계
적인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연
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글로벌생명공학전공 독일 베를린공대 복수 학
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공

대, 독일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교 및 미국 예일대
등의 해외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고, 1학년 영어집중
훈련후 2학년부터 전학년 영어로 수업진행을 한다.
졸업 후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으로의 성장 및 글로
벌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
졸업 후 진로 ▶ 환경기술직공무원, 에너지연구원,
에너지 및 환경관련 공기업, 일반 대기업, 화장품 회
사, 다국적 제약회사, 영양사, 위생사, 연구원(국립
연구소, 의과대학 연구소 등), 식품영양의 경영관련
마케팅, 해외인턴(siemens, roche, bayer, BASF) 등

취업률 1위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계열의 특성상 실험과 현장 실습은 필수다. 그렇
기 때문에 에너지/생명공학부에서는 전공과목을 본
격적으로 배우는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실험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되어 있다. 실험수업이
현장에서 하는 작업과 흡사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든 적응할 수 있어 취업 선택의 폭이 넓다. 하지만 이
게 다는 아니다. 현장적응 이외에도 면접, 자기소개
서 작성 등 학생들이 미흡한 부분은 학교 내 취업캠
프에 참가하도록 권장한다. 취업캠프에 교수들도 함
께 참석하여 학생들을 독려하고 학생 개개인의 부족

한 부분은 직접 지도하고 있다.

에너지/생명공학부 LINC사업과 BDAD
사업 ▶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전선‘이상무’
에너지/생명공학부 BDAD 사업은 토익 특강프로그
램으로 졸업 필수 취득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수질
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위생사, 식품기사, 한식조
리기능사 등 취업에 필수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부의 취업률 제고와 재학생들의 취
업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식품영
양전공은 수시로 외부 강사 초빙 특강을 마련해 학생
들의 전공관련 실력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대한영양
사협회 부산지사, 진영푸드, CJ프레시웨이 등과의
MOU체결로 현장실무 체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글로
벌공학전공은 다양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생명공학전공은 학
생들의 국제적인 감각 배양을 위해 베를린공대와 복
수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하였고, 이를 위해서 영어강
의를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학생들이 베를린공대에
한 학기 이상 교환학생으로 가서 직접 수업에 참여하
며, 독일 베를린공대 학생들도 매년 약 10명씩 한국
에 와서 에너지/생명공학부에서 복수학사학위과정
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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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전공게임개발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실무
프로젝트 수행과 연계한 이론 및 기술기반의 연
구 중심 수업을 진행한다. 게임기획, 그래픽디자
인, 프로그래밍 등 첨단 게임 산업분야에서 독창
적 능력을 발휘할 우수한 게임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디지털영상제작전공영화, 애니메이션, CF등 영
상의 최종 제작단계에서 영상합성과 특수효과 및
편집 등 영상후반작업에 관련된 다양한 응용분야
연계교육을 실시한다. CG슈퍼바이저, 영상 합성
및 편집전문가 등 예술적 능력과 R&D능력을 겸비
한 컴퓨터그래픽 전문 인재를 길러낸다.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3D애니메이션,
CG비주얼이펙트, 라이팅&랜더링, 캐릭터 셋
업, 모션캡처 등 단계별 개발 과정을 교육한다.
예술, 학문적 기초와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및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한 세계 최고의 애니메
이션 제작 및 영화 비주얼이펙트 전문인력으로
성장 가능하다.
졸업 후 진로 ▶ 게임 기획자,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듀서, 캐릭터 디자이너, 게임 음악가,
방송국 특수영상실, 영화특수효과 제작사, 광고

디자인학부

INTERVIEW

INTERVIEW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게임개발자의 길을 걷다
김재우 디지털콘텐츠학부 07학번(내성고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클라
이언트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
는 김재우 동문은 게임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완, 생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학과 교수님 연구실에서 전공 공
부를 하면서 학기마다 장학금 지원을 받았고 팀을 이
뤄
‘글로벌 게임제작 경진대회’
에 참가하여 2번의 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전
공을 선택하여 열정과 노력으로 매진한다면 자기만
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교수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대한민국 인
재상(대통령상)을 수상하다
김태진 디자인학부 07학번(가야고 졸)
디자인학부 4학년 김태진 학생은
지난해 연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
의재단 주최로 열린‘대한민국 인
재상’
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그가 대학의
수준 높은 혁신 교육을 통해 레드
닷어워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다
수의 국제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탁월한 창
의력과 역량을 보여온 결과다.“동서대학교의 아낌
없는 지원과 열정 넘치는 교수님으로 인해 저의 디자
인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얼이펙트전공 졸업생인 백현정, 이맑음 씨가‘제5회
제작사, 케이블제작사, 영화특수효과 아티스트, CF
대학만화·애니메이션 최강전’
에서 3D 애니메이션
아트디렉터 및 편집감독, 3D 애니메이션 감독 및 영
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동서
화CG전문가, 애니메이터, 테크니컬 디렉터, 스토리 ‘빗자루 주식회사 2011’
대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 상당수가 스태프로 참여
보드 작가, 프로듀서 등
하고 있는 학교기업
‘애니모션’
은 교육과학기술부 지
원 대상 학교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그들이 제작한
강의가 곧 현장이 되는 곳
영화‘숨비-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의 숨소리’
디지털콘텐츠학부에서는 첨단 실습기기를 갖춰 실
가 제2회 북경국제영화제에 초청 받아 화제를 모으
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실습
기도 했다.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게임전공은 산업체와
공통으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국내, 일본, 동남
디지털콘텐츠학부 BDAD 사업 ▶ 스마트한 강의
아 6개국, 대만, 중국 등에 서비스하고 있다. 애니메
시스템이 자기주도학습 실현
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은 실제 TV나 배급이 확정
디지털콘텐츠학부에서는 BDAD 사업으로 PC 외에
된 우수한 애니메이션 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활용한‘스마트 e-러닝
반 프로젝트 수준의 동영상 제작과는 큰 차별을 보이
시스템 구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고 있다. 디지털영상제작전공은 영화, CF, 애니메
인 교실강의에서 탈피하여 5분 분량의 짧은 클립으
이션 등의 편집 및 합성, 음향효과, CG작업을 꾸준
로 소주제별 강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학생
한 실습을 통해 연마하고 있다.
들은 각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복 훈련 및 자기주
도의 학습 실현이 가능하다.

결과가 증명하는 디지털콘텐츠학부의 파워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들은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말, LG시네마 3D Smart
Challenger 공모전에서 3D 콘텐츠 영상제작부문 최
우수상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애니메이션&비주

산업디자인학전공 전기ㆍ전자통신 제품, 운송
기기, 생활용품, 신발 디자이너를 배출합니다.
뛰어난 가치의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해 탄탄한
기획력과예술감각,아이디어의조화를익힙니다.
시각디자인학전공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미디
어 및 디지털 디바이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통찰력(insight)을 가진 창의적 인재
로서의‘Conceptual Designer’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디자인학전공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외국
대학과의 연계교육, 그리고 산학연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내공간·전시공간·도
시환경 등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디자인을 창조할 인재
를 양성합니다.
패션디자인학전공 디자인 환경에 적합한 독창
적인 패션디자인 창출과 글로벌 패션마케팅 능
력을 익힙니다.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어패
럴메이킹,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컴퓨터디자인
을 세부전공으로 글로벌 패션산업을 선도하는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우수한 패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영상디자인학전공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인간과 인간 또는 미디어와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을 디자인합니다. 영상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UX
디자인, 인터렉션디자인 등의 커리큘럼으로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런먼트1(Environment1), 엔바이런먼트2(Environment2)로 구성된 융합루트 교육과정은 동서대학교
만의 차별화된 특성화디자인교육을 실현한다.

패션디자인학과, 뉴모드를 창조하는 글로벌 패션
졸업 후 진로 ▶ TV방송그래픽디자인분야, 웹&모바
디자이너 양성
일디자인회사, C.G·Game·Animation 관련기업,
패션디자인학과(Department of Fashion Design)은
환경디자인 회사, 시각디자인 회사, 인테리어디자인
‘예술성과 창의성+디자인 실무기술+마케팅 기획능
회사, 색채디자인 회사, 아트디렉터, 문화기획가, 시
력’
에 관한 교육이 상호 융합적으로 전개되는 교과과
각디자인회사, 광고 및 아이덴티티디자인 업무, 출
정을 통해‘예술적 뉴-모드를 창조하는 글로벌 패션
판편집, 환경/실내/전시디자인회사, 도시·공공디
전문 인력 양성’
을 목표로 한다.
자인, 인테리어·리모델링디자인, 패션디자이너,
패션일러스트레이터, MD, VMD, 텍스타일디자이
디자인대학 BDAD 사업 ▶ 동서 디자이너 상상실
너등
현 프로그램
디자인대학은‘동서 디자이너 상상실현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디자인학부, 인문+사회+공학+디자인의 융합에
각종 공모전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1
기반한 교육체계 구축
년에는 학생들이 국내외 공모전에 참가해 대상 7팀,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영상디자인
금상 4팀, 은상 7팀 등 무려 233개 팀이 각종 상을 휩
등 4개 전공을 하나로 통합한 디자인학부는 8개의 융
쓸었다. 2011년 수상 실적은 2010년(수상 161팀)에
합디자인루트로 재구성된다. 그래픽(Graphic), 커뮤
비해 72팀이 더 늘어났으며, 대상과 은상이 증가하
니케이션(Communication), 디지털 미디어(Digital
는 등 수상의 질적 내용도 향상됐다. 이는 작품 제작
Media), 크리에이티브 애드버타이징(Creative Ad- 비 등의 경비를 학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공 교수들
vertising), 인더스트리얼 서비스(Industrial Service), 이 헌신적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지도한 결과다.
프로덕트 이노베이션(Pro-duct Innovation), 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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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전공 특성화된 이론 교육과 실기 중
심의 현장 교육을 통해 운동부족에서 오는 성인
병의 예방과 치료, 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처방 그리고 스포츠 손상
의 예방 및 재활스포츠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
고 있다.
레저스포츠전공 과학적인 이론과 체계적인 실
기 능력을 배양하여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이다. 레저스포츠전공은 주5일 근무
제와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확산 등으로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호전공 경호와 관련한 폭넓은 이론과 대통령
경호실의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진을 통해 체계
화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교육이 필
요 없을 정도의 현장 실습교육으로 공경비와 민
간경비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한다.
졸업 후 진로 ▶ 보건소 및 관공서, 병원, 의료시
설, 재활운동치료사, 프로선수 및 대표팀 선수
단 팀 닥터, 각종 스포츠 시설 및 리조트 관리자,
스포츠매니지먼트 전문 인력, 레크리에이션 지
도사, 체육관련 언론분야, 대통령 경호실, 국가
정보원, 경찰공무원, 김해국제공항, 항만시설,
각 민간경호 경비업체 등

IM KWON TAEK
COLLEGE OF
FILM &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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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실현을 위한 든든한 지원
레포츠과학부는 잔디구장, 온천수 수영장, 운동부하
검사, 스포츠 재활센터, 실내 골프장, 스크린 골프연
습장, 경호 시스템 실습실, 무도장 등 전국 최고의 시
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그 일환인‘기초체력 양성 프로그램’
은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연수 및 취득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실기능력을 강화해
취업의 기회를 높이고 자신감을 강화해준다. 2012
년 말까지 135명이 자격증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106명이 연수 후 취업과 관계된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다른 사업은‘꿈·VISION 실현 프로그램’
이다. 이
는 전공별 진로 인프라 프로그램을 구축해 그에 맞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제공한다. 실제
로 이를 통해 각종 무도대회나 학술대회에서 다수 입
상하였으며, 청와대 경호처, 국가정보원 참여와 견
학을 통해 비전과 간접학습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
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에게 간접 면접
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패기와 젊음으로 눈부시게 성장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체력을 쌓은 학생들은
대내외 공모전 수상 또는 각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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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운동처방사로
도약하다
윤다혜 운동처방학전공 10학번(울산중앙여고 졸)
금정구보건소 운동처방사로 활약
하고 있는 윤다혜 동문은 지역주
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조건과
상태에 따라 건강을 관리하고 다
양한 형태의 치료법에 대해 연구
하고 있다. 재활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내 BDAD, 멘토-멘티프로그램, 생활
지도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역량을 강화하고 실력
을 키웠다.
“개인 특성에 맞춰 학교의 특화된 여러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국영화계의 재목으로 주목받다
서호빈 영화과 09학번(신라고 졸)
영화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서호빈
학생은 영화과 친구들과‘새 삶’영
화사를 만들어 영화를 제작하고 있
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다 25살 늦
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늦깎이
대학생이지만, 동서대학교에서 영
화연출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맘껏
배우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BDAD사업
으로 장편영화 제작비를 지원받아 직접 영화를 제작
할 수 있는 점이 크게 도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
은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호빈 학생이 만든
‘못’
은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
국영화의 오늘 비전부분에서 상영되었으며 방글라데
시 다카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초청되고 있다.

연속 SK대학생자원봉사 공모전에 당선되었으며,
2008년에는 LG기업 대학생자원봉사 공모전에 선정
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유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했다. 경호전공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 파워콘서트, 국제영화제 경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 중소기업청 실험실 창업 및 학
생창업지원에 당선되었으며, 제14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기 전국합기도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영화과 영화과 재학생이 제작한 영화가 해마다

레포츠과학부 BDAD 사업 ▶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레포츠분야의 전문가로 성장
태권도, 유도, 공수도, 합기도 등 각 무도의 단증이
나 클라이밍,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 학부의
특성상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및 연수를 비롯해 레저나
경호, 스포츠 관련 경기 및 선진시설 견학체험, 전문
가 초청 세미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
고 있다.

연기과 영화과와의 연계수업과 현장실습, 산학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임권택이라는 걸출한 영화인의 지도
와 영화 관련 장비, 실습 공간은 국내에서 가장 우
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뮤지컬과각종 대형뮤지컬 오디션에 전국 대학단
위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합격시키고 있으며
최고의 시설, 교수진, 커리큘럼으로 한국 뮤지컬
계 미래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배우,
연출, 기획, 조명, 음향, 무대미술, 분장 등은 물
론 연극교사로 진출하기 위한 지도교수와의 1:1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 영화연출, 촬영, 편집, 배급사,
투자사, 영상자료원, 제작사, 미디어 프로덕션,
일반 기업 홍보실, 뮤지컬 배우, 뮤지컬 연출 및
기획, 연극배우, 영화배우, 성우, 중·고등학교
연극교사, 공연기획사, 음향감독, 국·공립극단
배우 등

임권택 군단의 막강파워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 영화계 거장인 임권택 감독의
이름을 붙인‘임권택영화예술대학’
은 영화과·뮤지
컬과·연기과의 3개 학과로 구성, 기존 영화전공과
공연예술학부 교수에‘임권택 군단’
이 합세해 막강
교수진과 차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최정예 영화 예술
인을 육성한다. 또한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이용관 학
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세
계적 영화·영상 예술인 육성에 더 큰 힘이 되고 있다.
한국영화 발전과 특성화 교육의 중심, 센텀캠퍼스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이 특성화 수업을 하고 있는 센
텀캠퍼스는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한 이곳에는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자 살아있는 신화
인 임권택 감독의 영화세계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
로 한국 영화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임권택영화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임권택영화예술대학
학생들의 실력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과 김병준 · 서
호빈 · 오원재 학생이 설립한 영화사‘새 삶’
이 직접
만들고, 동서대가 제작비를 지원한 영화‘개똥이’
가
공식 초청되어 화제를 모았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

학생이 만든 영화가 상영된 것은 2005년 윤종빈 감
독의‘용서받지 못한 자’이후 7년만이라 더욱 의미
가 큰 성과이다.

임권택영화예술대학 BDAD 사업 ▶ 센텀시티 인
프라로 아시아 영화의 중심으로 발돋움
부산이 아시아 영화, 영상, 공연 교육의 중심지라는
입지적 요건 속에서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은 부산핵
심전략산업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센텀시티의
영화, 영상, 공연 인프라와의 현실적 연계를 확립하
고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영화 후반작업 기지 및 지
원기관과 밀착해 영화·영상·공연산업 현장과의
산업적·교육적 상호교류를 현실적으로 구축해 나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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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영상영화교육의
뉴웨이브
해운대 센텀캠퍼스

● 메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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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밀레니엄관(본관)
2층 소향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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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Plaza
2층 입시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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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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