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동서대학교
편입생 모집
접수기간 2013. 1. 2(수) ~ 9(수) 예정
인터넷·교내접수 병행

미국, 중국에 동서대 캠퍼스 설립
정부지원사업 3관왕 달성
영화·영상, 콘텐츠, IT, 디자인 특성화 대학
아시아대학총장포럼 개최(17개국 68개 대학 총장 참석)
해운대 센텀캠퍼스 OPEN

DONGSEO VISION

NEXT DSU,
NEW VISION

新명문사학 동서대학교의 눈부신 미래를 위한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은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무한한 가능성은 청춘의 특권입니다.
어느덧 20살 청춘을 맞이한 동서대학교가 다가올 20년을 위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My Bright Future가 실현되는 동서대학교의 NEXT DSU, NEW VISION은
바로 세상을 향한 빛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20년을 준비하고 스스로 미래를 주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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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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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0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소향뮤지컬센터
에서 열린 동서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에서 1,000
여 명의 국내외 참석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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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디자인학부 Division of Design
레포츠과학부 Division of Leisure & Sports Science
임권택영화예술대학 Im Kwon Taek College of Film & Performing Arts

31 캠퍼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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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원내
계열

전공

학부

일반편입

농어촌

45

2

6

-

일본어학과

5
5

1

2
1

-

중국어학과

3

-

2

-

국제통상학전공, 국제물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10

1

1

-

International Studies과

3

-

-

-

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
영상문학전공

10

5

1

-

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전공

21

3

3

-

호텔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14

1

1

-

경찰행정학과

1

-

-

-

보건행정학과

2
6

-

1

4

2
1
2
5
5
5

1
1

3
-

6
2
2
1
-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전일

10

3

3

-

건축공학전공 전일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5년제)

15

1

2

-

에너지/생명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글로벌생명공학전공

7

-

3

-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전공, 디지털영상제작전공,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15

-

1

-

산업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환경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

37

-

3

-

7

3

-

-

5
5
6

-

1
-

-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전일 금융선물보험학전공

전일

마케팅학전공 전일 회계학전공
영어학과

외국어계열

국제학부

인문
사회

International Studies과
영상매스컴학부
사회복지학부
관광학부
경찰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자연

보건의료계열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공학부

공학
자연

예
체
능

건축토목공학부

디자인학부

레포츠과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운동처방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영화과

인문
예능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뮤지컬과
연기과

계
※ 학부별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 후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공을 배정합니다.
※ 전적대학 출신학과 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전일 표시는 야간수강이 가능한 전일제 수업 실시 전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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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전문계
의료
동일계
인력

3

-

-

-

255

22

34

15

연계
교육

입학
정원의
3%이내
모집
/
모집
단위별
10%
이내

79

※ 연계교육전형은 연계되어 있는 학부(학과)로만 지원 가능.(p10참조)
※ 건축토목공학부 건축설계학전공은 5년제 입니다.

2) 전형일정
구분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교내접수 병행)

일시

장소 및 유의사항
·동서대학교

2013. 1. 2(수) ~ 1. 9(수) 17:00까지

·유웨이

- 연계교육은 교내접수만 실시
(Student Plaza 2층 입시관리처)
·전적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중 1부

서류제출

2013. 1. 14(월) 까지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최종 이수학기까지의 총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

면접고사

2013. 1. 17(목) 13:00

합격자발표

2013. 2. 1(금) 이전

등록금 납부

2013. 2. 13(수) ~ 2. 15(금)

추가합격자통보

2013. 2.18(월) ~ 2. 20(수)

추가합격자 최종등록마감

2013. 2. 21(목)

·본 대학교 지정 고사실 (전 학부)
- 고사실 안내는 면접고사 실시 전,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본 대학교 홈페이지
※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지정 납부처(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추가합격자 발표 때마다 수시로 개별 연락
(원서작성 시 전화번호 정확히 기입하길 바람)
본 대학교 종합행정처 재무회계실

※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는 해당학부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충원하며, 해당학부에 충원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제2지망에서 성적순으로 충원합니다.
※ 수험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된 후 본교 입시관리처에 신고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하여 수험생에게 생기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3)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순서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
회원가입

내용
http://www.uway.com (유웨이)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지원전형 확인 후 원서작성

원서작성

원서작성 시 사진파일은 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업로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진 1장을 제출서류와 함께 본 대학교로 보내셔야 합니다)

전자결제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 취소 및 원서 내용의 변경이 불가하며,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이므로 원서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관련서류(해당자) 등

관련서류 첨부

※수험표는 제출하지 않고 면접 당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사진부착).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사진을 업로드 하지 않은 수험생은 사진을 1장 보내셔야 합니다.

우편발송용 표지 출력

관련서류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
우편(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서류 송부

(617-716)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47 동서대학교 Student Plaza 2층 입시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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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접고사
가. 면접고사에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면접고사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농어촌전형·전문계동일계전형·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형·연계교육전형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은
면접고사가 없습니다.
라. 지원자는 면접고사 당일 예비소집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생대기실에 집결하여 면접고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면접에 임하
여야 합니다.
※ 면접고사 고사실 안내는 면접고사 2일 전에 본 대학 입시관리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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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등록금 환불
가. 법령근거
교육부령“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나. 반환기간
2013. 2. 18(월) ~ 2013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법정공휴일 및 은행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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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반환
④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라. 구비서류
구분
공통
본인이 올 경우
보호자가 올 경우

구비서류
-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청구서(본교 비치서식) 1부
- 본교 합격증 및 등록금영수증(원본) 1부
- 본인 도장과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마. 환불장소
입시관리처의 확인 도장을 받은 후 본 대학교 뉴밀레니엄관 4층 재무본부 경리실에서 등록금 환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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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험생 유의사항
가. 지원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후 서류미비, 면접고사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며 합격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 후라
도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다. 합격자 발표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본 대학교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편입학 원서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마. 원서 기재상의 미비 및 착오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 본 대학교 재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 본 대학 내의 모집학부 간에는 복수지원(입학원서 2매 이상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재학 중 학부 이동이나 전공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차. 병역의무 수행 중인 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카. 본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매주 1회 학생 채플을 실시합니다.
타. 기타
1) 편입학 성적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2)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합니다.
3) 문의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연락을 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문의처

연락처

편입학

입시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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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수강신청

학사운영팀

Tel. (051)320-2041~2

학부별안내전화
모집단위

전화번호

모집단위

전화번호

경영학부

051)320-1602

정보시스템공학계열

051)320-1750

외국어계열

051)320-1650

컴퓨터정보공학부

051)320-1710

국제학부

051)320-1630

건축토목공학부

051)320-1810

International Studies과

051)320-2740

에너지/생명공학부

051)320-1780

영상매스컴학부

051)320-1690

디지털콘텐츠학부

051)320-2078

사회복지학부

051)320-1908

디자인학부

051)320-1840

관광학부

051)320-2620

레포츠과학부

051)320-1880

보건의료계열

051)320-2720

임권택영화예술대학

051)320-1910,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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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전형·전문계동일계전형·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형

1)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6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한국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산업대학), 기능대학 등에서 2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일반편입학

6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학점은행제 해당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전형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농어촌전형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전문계동일계전형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전문계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형

•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2) 전형방법
가. 무시험 전형
나. 성적반영방법
성적반영 요소별 배점

구분

일반편입학
농어촌전형
전문계동일계전형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형

전적대학성적

면접점수

계

50점

50점

100점

(50%)

(50%)

(100%)

100점
(100%)

-

100점
(100%)

※ 디자인학부, 레포츠과학부,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의 연기과, 뮤지컬과는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전적대학의 출신학부(과) 및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마. 1지망에서 100% 선발하며 미충원 시에는 2지망에서 선발합니다.
바. 추가합격자는 후보자의 모집단위별 차 순위자로 합니다.
사. 동점자 처리방법

8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일반편입학

면접고사 성적순

전적대학 평균성적 상위자

총 취득학점 상위자

농어촌전형
전문계동일계전형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형

총 취득학점 상위자

-

-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 편입학원서 1부(본 대학교 소정양식 - 사진 2매 부착(원서, 수험표))

일반편입학

※ 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형
농어촌전형

전문계동일계전형

• 전적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중 1부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최종 이수학기까지의 총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
※ 현재의 대학에 편입하여 다니고 있는 자는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편입학 서류 + 전적대학 농어촌전형 합격증명서 1부 제출

• 일반편입학 서류 + 전적대학 전문계동일계전형 합격증명서 1부 제출

4) 전형료
구분

금액

일반편입학

60,000원

농어촌전형
전문계동일계전형

40,000원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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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교육

1)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 연계교육대상자는 2002년 3월 이후 전문대학 입학자로서 우리대학과 연계 교육과정이 협약된 대학
(2012년 현재 경남정보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연계교육

• 연계교육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연계교육과정이 협약되어 있는 전공 간에만 지원이 가능
(연계교육 협약전공 표 참조)

2) 전형방법
가. 무시험 전형
나. 성적반영방법
구분

연계교육

성적반영 요소별 배점
전적대학성적

면접점수

100점

-

(100%)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 편입학원서 1부(본 대학교 소정양식 - 사진 2매 부착(원서, 수험표))
• 전적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중 1부
•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최종 이수학기의 총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

연계교육

• 전적대학 책임교수 추천서 1부(본 대학 양식)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 입시정보 - 편입학에서 다운로드

4)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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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계
100점
(100%)

5) 경남정보대학 연계교육 학과 체결현황
계열

경남정보대학
연계교육 협약 전공

최대모집
가능인원

경영정보학전공

경영정보전공

8

마케팅학전공

유통마케팅전공

8

회계학전공

회계정보전공

4

영어학과

관광영어전공

8

일본어학과

일본어전공

8

중국어학과

중국어전공

8

국제학부

국제물류학전공

물류유통전공

6

영상매스컴학부

방송영상전공

방송영상과

8

호텔경영학전공

호텔경영전공

5

관광경영학전공

항공관광과

5

이벤트/컨벤션학전공

카지노전공

5

사회복지과

12

전자공학과

전자정보계열

8

시스템경영공학과

산업시스템경영과

4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자동차과

4

컴퓨터공학전공

웹서버운영전공

7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웹서버운영전공

4

정보통신공학전공

네트워크운영전공

8

건축공학전공

건축공간디자인과

7

토목공학전공

토목과

6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신소재응용화학전공

4

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응용화학전공

4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과

4

신발지식공학전공

신발패션산업과

3

게임전공

인터넷정보계열

6

디지털영상제작전공

방송영상과

4

산업디자인학전공

제품디자인전공

4

시각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전공

8

환경디자인학전공

실내공간인테리어과

4

운동처방학전공

운동치료전공

4

레저스포츠전공

사회체육전공

5

경호전공

경찰경호행정과

4

영화과

방송영상과

4

학부

경영학부

외국어계열
인문
사회

관광학부

동서대학교
연계교육 협약 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컴퓨터정보공학부

이공

건축토목공학부

에너지생명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디자인학부
예
체
능
레포츠과학부
인문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청소년상담심리전공

동서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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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1) 지원자격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외국소재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로서 우리대학 3학년에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교포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외국에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유치과학자·교수요원의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해외주재 상사원 등의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
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국적 취득자 : 학생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부모의 내·외국인 여부 불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모집인원
순수 외국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3)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 후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면접성적순으로 선발
나. 제1지망만 지원 가능

4) 제출서류
제출서류
편입학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되 지원자격요건 통과자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제출하고 한국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편입학 원서 1부(본 대학교 소정양식 - 3×4㎝ 사진 부착 )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③ 초·중·고·대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대학재학 사실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⑥ 호적등본(순수외국인은 이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⑦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⑧ 보호자 재직증명서(해당자)

5) 기타
순수 외국인은 면접고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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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생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모집인원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모집

3) 전형방법
가. 신규지원자는 면접고사로 전형합니다.
나. 연속수강자는 면접이 없습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전형원서 1부(본 대학교 소정양식 - 3×4㎝ 사진 2매 부착)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4) 연속 수강지원자
- 전형원서 1부(본 대학교 소정양식)
- 성적증명서(시간제등록생으로 취득학점이 표기된 것) 1부

5) 개설강좌
재학생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재 이수과목 포함)에 한하여 개설합니다.

6) 개설기간

2013학년도 1학기

7) 학점 신청 기준
가. 매 학기 정규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취득기준학점의 1/2 이하(9학점 이하)
나. 여러 대학에 시간제 등록을 할 경우 모두 합쳐 연간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전형료

없음

동서대학교 2013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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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http://uni.dongseo.ac.kr/business 학부사무실 051-320-1602

경영학부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전공 Business Adminstration
경영학전공은 급격히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멀티 플레이
어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 회계, 재무, 생산, 마케팅, 경영정보와 같은 보편적인 경영 이
론과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또한 경영학전공에서는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4bility : 어
학능력, 전공능력, 응용능력,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
아가 경영컨설턴트·세무/회계컨설턴트·브랜드컨설턴트·IT컨설턴트·보험컨설턴트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복수의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 미래 경영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 일반기업(경영전략 및 경영기획 부서), 전문기업(컨설팅 기
업) / 세무·회계컨설턴트 양성 과정 : 일반기업(회계, 총무 부서), 전문기업(회계사무소, 회계법인, 국가
기관) / 브랜드컨설턴트 양성 과정 : 일반기업(마케팅 부서), 전문기업(리서치기관, 광고홍보회사, 브랜
드개발기업) / IT컨설턴트 양성 과정 : 일반기업(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부서), 전문기업(정보화 기획,
ERP관리기업) / 보험컨설턴트 양성 과정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금융선물보험학전공 Finance, Futures & Insurance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일반 기업체의 재무 및 경영관리분야 종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재무, 금융 및 투자기법, 위험관리와 보험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배양시킵니다.
졸업 후 진로 ▶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재무 및 경영 관리 파트

마케팅학전공 Marketing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혹은 기관이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소비
자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지를 학습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장대응방법
에 이르는 마케팅전략과 전술을 학습합니다. 수업은 이론을 기초로 현실 과제 수행 및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졸업 후 진로 ▶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제조업체 및 국공립기관, 리서치기관, 광고홍보회사 등

회계정보학전공 Accounting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의 창출능력과 활용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회계 및 세무관련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졸업생들은 기업체 및 정부기관의
회계·재무와 관련된 부문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기업체, 금융투자기관, 회계법인, 세무사무소, 국가기관 등

경영학부 BDAD사업

CEO 특강으로 경영인의 꿈 키우다
경영학부는 BDAD 사업의 일환으로 매학기‘CEO 릴레이 특강 프로
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CEO를 초
청하여 학생들의 경영 및 창업마인드를 고양시키고, 미래 전문 경영인
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에
는 사전에 예약한 학생들과 강사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
담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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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글로벌프로그램으로
유학 동기부여‘팍팍’
세계 대학 순위 30위권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다
김민정 경영학전공 06학번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세계 대학 순위 TOP권에 이름을 가장 많이
올리는 곳이 미국이지만 성적만으로 쉽게 합
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절
차와 심사 기준이 있는데, 입학조건이 까다롭
기로 유명한‘워싱턴대학교’대학원에 경영학
전공 김민정 동문이 당당히 합격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저는 워싱턴대학교와 일리노이대
학교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았어요. 교수님들과
의논한 끝에 세계 대학 순위 30위권인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회계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
니다.”그녀는 수능을 치르고 대학 선택에 고
민이 많았다. 그러나 유학을 목표로 하는 그녀
에게 동서대학교의 글로벌 인재교육 시스템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입학하고
처음 참여하게 된‘동서글로벌프로그램’
을 통
해‘호프국제대’
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목표가
명확해지고 어학 능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
어요.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한 영어면접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었던 건, 이를 통해 다져진 영
어실력 덕분이었어요.”
그 후에 뉴욕 내 은행에서 1년여간의 인턴십을
마친 그녀는 대학원 진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입학과 관련된 준비를 철저
하게 끝낸 그녀는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했고
에세이도 무사히 작성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꿈이 명확하고 그에 수반되는 진실한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어느새 한 발짝 꿈에 다가서는
자신을 보게 될 거에요. 때로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
만, 그럴 땐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
며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외국어계열 http://uni.dongseo.ac.kr/foreign 계열사무실 051-320-1650

외국어계열
DIVISION OF FOREIGN LANGUAGES

영어학과 English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문화관광 산업이 국가의 중심산업으로 부상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
기 위해 실용성에 중점을 둔 영어교육을 지향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창조적 영어전
문가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항공사, 무역회사, 호텔, 면세점, 교육기관, 금융기관, 여행사 등

일본어학과 Japanese
실용적 교과운영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일본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학문적 시야
를 넓힘으로써 유창한 일본어 구사능력과 대응능력을 겸비한 준비된 일본 전문가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 대기업, 중등교원, 항공사, 무역회사, 호텔, 여행사, 면세점, 외국어학원, 은행 등

중국어학과 Chinese
중국어학과에서는 활발한 국제교류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중국어 구사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중국 전문가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 학습 4단계 이론
에 기초한 독자적인 학습법과 웹 기반 중국어 교육 등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 대기업, 중등교원, 항공사, 무역회사, 선박회사, 호텔, 면세점, 외국어학원 등

영어학과, SAP 통해 미국 등 해외 연수

중국어학과, 中 산동대학 학점인정 어학연수

SAP(Study Abroad Program) USA에 참가하
였던 영어학과 학생 10여 명이 미주 캠퍼스에서
영어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 외에도 4학
년 최수철, 박은혜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태국 방
콕대에서 4학년 이호성 학생도 일본 간사이 외
국어대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돌아왔다.

중국어학과에서는 매년 중국 산동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학점인정 어학연수’
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도 45명의 학생이 중국 현지에서 중
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현지적응력을 키
운 바 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중국 우한(武漢)
에 설립한 한중합작대학인 동서대학 중국캠퍼스
에서도 현재 30명의 학생이 어학연수를 하고 있
으며 중산대학, 산동대학, 심천대학, 상해공정기
술대학 등에도 매년 10여 명의 교환학생이 파견
된다. 한편, 중국어학과 4학년 구소영 학생 등 4
명은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해 현
지기업체를 비롯해 양산항(洋山港)과 와이가오챠
오(外高橋)에서 세계최대시장인 중국의 물류현황
을 참관했다.

日 도쿄 다이쇼대학에서 학점인정 어학연수

일본어학과는 매년 3~7월 한 학기를 일본 도쿄
에 있는 자매대학인 다이쇼(大正)대학에서 학점
인정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어학연수 전 학
기에 본 대학 일본어학과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일본어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MINI INTERVIEW

‘선택과 집중’
, 학교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죠!
글로벌프로그램 덕에
IBK기업은행에 당당히 입사하다
손채원 영어학과 08학번
(IBK기업은행 누리마루점)
영어학과 손채원 동문은 현재 기업은행에서 입
출금, 예금, 펀드, 전자금융 등 다양한 은행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녀가 본격적으
로 금융권 취업준비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다소 늦은 4학년 때였지만, 동서대학교 취업지
원실이 지원한‘금융실무과정’
을 수강하며 차근
차근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외부 강사가 코칭하는 면접스킬, 이
력서 쓰는 방법 등 취업준비의 대부분을 동서
대학교에서 도움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 금융실무과
정 수업, 동서글로벌 프로그램과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인 아너소사이어티, 외국교환학생
제도 등을 후배들에게 적극 추천했다.
“우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집중적인’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목표를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 잊지 말고, 후배님들의 꿈을 이루길 바랄
게요. 파이팅!”

외국어계열 BDAD사업

각 학과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강화
영어학과는‘토익 900 특공대’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고밀도 토익 강의 및 집중 관리를 통
해 토익 고득점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학과는 일본어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
재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일본어전문가 양성을
위해‘일본어 역량강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학과는 중국어 교육과 중국경
제/물류에 관한 기본교육, 중국기업 탐방 및
Job Partnership 참여 등을 내용으로‘중국지
역 무역·물류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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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http://uni.dongseo.ac.kr/international 학부사무실 051-320-1630

국제학부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통상학전공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e
국제 경쟁력을 길러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적인 소양 교육, 무역관련 전문·실용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졸업 후 진로 ▶ 민간기업, 금융기관, 협회, 공기업, 연구기관, 국제기구(WTO, UN, NGO, AMCHAM,
EUCCK), 정부(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세사, 개인창업 등

국제물류학전공 International Logistics
21세기 글로벌 물류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경제, 물류경영, 유통경영, 항만물류, 무역실무 5개
트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물류유통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글로벌물류기업(DHL, CJ GLS), 국제운송회사(한진해운, 현대상선, 에어부산), 항만공
사, 항만운영회사, 무역회사, 기타 제조업 관련부서 등

국제관계학전공 International Relations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미래 지향적 관계 형성에 기여할 국제협력 전
문가와 지역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국제기구, 정부, NGO 등에서 주요 현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및 중·일 관련 국내외 기업체에서 활약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국제기구, 정부 및 NGO 국제교류협력 실무자, 중·일 관련 국내외 기업체, 국내외
국제대학원 진학, 승무원 등

한미 FTA 에세이공모전 우수상 수상

국토부 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기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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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격려와
취업전략이 큰 힘
국제물류의 선봉‘한진해운’
에서
다시 꿈을 꾸다
문종호 국제물류학전공 05학번
(한진해운 신항만 통제실)
한진해운은 국제물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게‘꿈’
으로 불린다. 우리 대학교 국제물류학
전공 05학번 문종호 동문은 그‘꿈’속에 당
당히 들어가 자신의 꿈을 이뤄냈다.
문종호 동문은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취업노
하우를 솔직히 밝혔다. 그 노하우는 바로‘다
양한 사회경험’
에 있었다. 2010년 부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 부
산국제광고제 등에 자원봉사자로 좋은 경험
을 쌓았다. 또한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인재
가 되기 위해 토익공부와 외국어 능력 향상에
집중했고, 70여 개의 자기소개서를 끊임없이
쓰고 고치길 반복했다.
무엇보다 그는 취업지원실을 통해 면접과 자
기소개서 작성요령을 익힐 수 있었고, 아너소
사이어티 담당교수와 지도교수의 취업코칭이
있었기에 지금이‘자신’
이 있다며, 우리 대학
교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국제학부 BDAD사업

국제물류학전공은 2010년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국제학부 민선혜, 김진하, 문희연 학생이 기획재
의 주관사업
정부 주최‘전국 대학(원)생 한미 FTA 에세이 공 ‘제2차 항만물류 양성사업(단기사업)’
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동서대는 국토해양부
모전’
에서 우수상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을 받았
다. 학생들은‘부산경제, 한미 FTA로 으라차차’ 로부터 향후 5년간 4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사업의 선정을 통해 학생들은 해외
라는 제목으로 부산 중소기업의 취약점과 FTA
및 국내 물류현장 탐방, CEO특강 등의 혜택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
받게 되며 항만물류업계와의 산학협력구축을 통
시함으로써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해 동종업계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FTA강좌 개설 지원사업 수혜대학 선정
국제통상학전공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지원
하는‘대학 내 FTA강좌 개설 지원사업’
에 응모
하여 수혜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기
획재정부가 지역 내 FTA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하여 FTA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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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실무교육으로
중국 비즈니스전문가 키운다
국제학부는 BDAD사업으로 중국 비즈니스전
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
국 비즈니스전문가 양성교육은 철저한 실무중
심 교육으로, 중국 비즈니스 실무를 알고 업무
에 필요한 실무 중국어 및 중국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
니다.

DIS http://uni.dongseo.ac.kr/dis 학과사무실 051-320-2740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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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struggled in high school with English will find these courses too difficult;
they are encouraged to apply to different departments instead.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good English skills are enough to ensure good grades in
the DIS. Students who want to improve their English but are not interested in
international affairs will do better in the English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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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s who would rather engage in social networking than study are
not welcome in the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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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공무원 : 일반행정직, 외무직, 전문직
•기업체 : 해외영업담당, 해외지사근무, 언론계, 무역회사
•국제 : UN산하 국제기구, 국제금융기업,외국기업 한국지사
•전문직 : 국제문제전문가, 국제경영컨설턴트 등

수업료 면제에 복수학위 취득까지!
日 간사이외대‘학사 복수학위’과정 운영
동서대와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은 매년 우수한 학생들
을 선발,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동서대
의 경우 2학년을 마친 학생 중 우수한 학점과 토플(IBT)
90점 이상의 실력을 갖추면 지원 자격이 생긴다. 선발된
학생들은 간사이외국어대학에서 3, 4학년 교과과정을 모
두 이수하면 동서대와 간사이외국어대학의 학위를 동시
에 취득하게 된다. 양 대학에서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간사이외국어대학 수업료는 양교 협정에 의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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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불어넣어준
면접자신감‘충만’
슬럼프를 극복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나래를 펴다
신민주 International Studies 08학번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설계팀)
2008년에 설립된 우리 대학교 International
Studies과의 첫 졸업생들의 취업성과가 두드러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민주 동문은 2012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설계
팀에 합격해 International Studies과의 다양한
직업과의 넓은‘매칭성’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외
국인 선주와의 피드백 업무를 맡고 있는 그녀에
게 대학시절은 교수와의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
된다. 학과 교수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모
든 기업에 추천서를 써주는 것은 물론이고, 면
접과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취업전략까지 세심
하게 조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만약 학
교와 교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취업이 쉽지 않
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적
극적인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은 필수라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였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박상엽 International Studies 09학번
박상엽 학생이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주변에서 동
서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를
추천해주었다. 그 역시,‘글로벌 리더’
를 키워낸
다는 학과의 목표와 강의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입학을 하고 취업을 고민하는 지금, 그는 당당하
게 말할 수 있다. 그의 선택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
도 얼마든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다
고 이외에도 훌륭한 교수님들과 많은 학습량(?)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International
Studies과는 국제관계학부터, 세계사, 경제, 마
케팅, 북한, writing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전공분
야를 자랑하는데, 성실하게 공부해나가다 보면
스스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동서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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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스컴학부 http://uni.dongseo.ac.kr/visual 학부사무실 051-320-1690

영상매스컴학부
DIVISION OF VISUAL COMMUNICATION

방송영상전공 Broadcasting and Media Studies

내 열정과 동서대가 만나
시너지‘팍팍’

졸업 후 진로 ▶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 프로듀서, 촬영감독, 편집감독, 방송작가, 성우, 내레이터, 아
나운서, 신문사 기자, 잡지사 기자, 일반 대기업, 관공서 공무원, 교육간사, 대학원 진학 등

시청자의 눈과 귀를 매혹하는
홈쇼핑방송 PD가 되다

광고PR전공 Advertising & PR

이충현 방송영상전공 08학번
(NS홈쇼핑 PD)

뉴미디어 시대로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맞춰 미래지향적이며 전인적인 광고·PR 전문인을 양
성하여 영상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선도합니다.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제작 실습을 통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광고·PR분야에서의 무한경쟁력을 길러줍니다.
졸업 후 진로 ▶ 광고회사 AE, PR회사 기획, 기업홍보담당자, 카피라이터, 마케팅플래너, CF감독, CM
플래너, 이벤트 플래너 등

영상문학전공 Visual Creative Writing
참신한 아이디어와 영상미디어를 연계시킨 작품이나 이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영상산업에서 요구되는 드라마대본, 영화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등을
창작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영상문학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 구성작가, 카피라이터, 애니메이션 대본 작가, 시인, 소설가,
희곡작가, 수필가, 비평가, 문예작가, 기타 문예응용분야 등

대학생 방송창작콘테스트지원사업 선정

방송영상전공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생 방송창작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에 최종
선발됐다. 이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으로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심사과정에서 우
리 학생들의 제작 계획서는 기획의도, 지원팀 제
작 능력, 작품성, 창의성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
아 선발됐다.

‘제7회 KBS 신세대 VJ콘테스트’대상
우리대학 방송영상전공 남경우, 김도정 학생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 가상현실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우리들
만의 노출’
로 KBS 신세대 VJ콘테스트에서 대
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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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뛰어난 자질과 바른 인성을 지닌
방송언론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이론에 기초한 실무교육에 중
점을 둠으로써 방송 및 영상 분야 진출 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빠른 현장 적응과 탁월한 제
작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사람, 사랑 대학생 공모전 금상
광고PR전공 윤재환, 이아실, 이자비 학생이 삼
성생명에서 주최한‘사람, 사랑 대학생공모전’
에
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광고·PR
전공 학생들은‘TV보다’
라는 제목의 UCC작품을
통해“매일 집에서 TV를 보는 아버지, 하지만 우
리의 아버지는 TV보다 당신을 더 보고 싶어한
다”
라는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내 가족애를 재치
있게 그려냈다.

영상매스컴학부 BDAD사업

자신만의 졸업작품으로 취업의 장 마련
영상매스컴학부의 BDAD 사업인‘Brand
Power Program’
은 학부에서 제작한 졸업 작
품들을 가지고 주요 방송사, 광고회사 등을 비
롯한 관련 산업체를 순회·방문하며 프로듀서,
광고기획자 및 방송작가 등 현업 전문인들 앞
에서 작품을 시사하고 평가받는 영상매스컴학
부의 특색 있는 학위 수여 프로그램(디그리투
어)으로, 발표 후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가 주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PD’
라는 직업이 많은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에도 수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당당히 PD로 입봉한
이충현 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NS홈쇼핑’
에 PD로 입사한 그는 학부
시절부터 대중매체에 관심이 많아 여러 분야
의 매체를 다양성을 두고 접해봤다고 한다. 또
수업과 과제활동을 할 때도 한 가지 관점보다
는 문제에 접근하는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PD에게 꼭 필요한 넓은 시각을
키우기 위해 교내 글로벌프로그램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지도교수에게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구실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었
다고 한다.
“동서대학교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
로, 인생 전반에 관한 명료한 목표와 계획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의 꿈의 멘토, 오직 동
서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Thank you!
동서대!”

할 수 있는 도전,
다 해보는 게 최고!
김영준 방송영상전공 04학번
(CTS기독교TV)
방송영상전공 04학번 김영준 동문은 프로듀서
로서 프로그램의 촬영과 편집, 기자로서 촬영
과 기사작성 등 제작 전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늘 후회 없는 학창시절을 강조한다.
“공부가 됐든 경험이 됐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았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선
택한 직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볼 수 있
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한 가지 더, 후배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동
서대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항상 기원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학부 http://uni.dongseo.ac.kr/social 학부사무실 051-320-1908

사회복지학부
DIVISION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전공 Social Welfare
인간중심의 철학과 가치,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에 관
한 지식, 전문적인 실천기술을 겸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노인·아동·장애인·가족
복지 관련 전문가 등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사회복지관 및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각종 공단,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병원 및 요양시설, 학교, 사회단체 및 상
담관련 기관 등

청소년상담심리전공 Adolescent Counseling Psychology
급변하는 대내외적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사회의 책임감있는 주역으로 성
장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
고자 청소년상담심리전공은 청소년의 개발과 참여,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지원
하기 위한 역량있는 청소년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 실천능력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
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진로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기관의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사회
복지시설 및 기관의 사회복지사, 청소년단체 등의 청소년지도사 등

사회복지학전공, 사상구노인복지관 수탁

2012년부터 동서대 사회복지학전공이 사상구노
인복지관을 수탁해 운영에 들어갔다. 사상구노
인복지관은 학장동 다누림센터 내 4·5층에 위
치하며 사상구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하는 노인복
지관이다. 사회복지학전공은 앞으로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상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

44대 1 경쟁 뚫고 임청주, 전희정 동문,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청소년상담심리전공을 졸업한 임청주, 전희정(06
학번) 동문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중등교
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오래전부터 교직
을 꿈꿔온 두 명의 자랑스러운 동문은 동서대 재
학생 시절 교내 전문상담임용고시 연구회가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부산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홍미영,
권재연, 조현선, 김효진, 권가람 동문,
부산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험 최종합격
201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의 홍미영(06학번), 권재연(06학
번) 동문이 최종 합격했다. 이어 2012년도 부산
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같은 전공의
김효진(07학번), 조현선(08학번), 권가람(04학번)
동문이 최종 합격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꿈을
이루었다.

GSW팀, 日 사회복지기관 인턴십 과정 실시
사회복지학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사
회복지현장의 기관과 대학을 탐방하고 실무자
및 대학 교수로부터 특강을 통해 일본 사회복
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2009년에는 교토에 위치한 동화원에 4명
의 실습생을 파견하였고, 2010년에는 실습생뿐
아니라, 후쿠오카에 위치한 스바루에 2명의 인
턴십을 파견하였다.

MINI INTERVIEW

대학에서 얻은 다양한
네트워크가‘자산’
부산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진정한 복지시정 실천 기대
김미진 청소년상담심리전공 04학번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파트)
사회복지분야의 현장에서 우리 대학교 졸업생
들에 대한 평판은 A+다. 우리 대학교 김미진
동문도 이러한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현재 청
소년복지파트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 활동
하고 있는 김미진 동문은“다양한 경험을 위해
서는 많은 자원봉사를 하라”
고 했던 교수의 지
도에 따라 1학년 때부터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에서 자원봉사를 해오다 4학년 때 자연스럽게
취업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프로그램 중 다양
한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청소년 인솔 업무에 큰 도
움이 되는 리더십은 학회장 활동을 통해 갖추
게 되었다고 자신만의 취업비결을 밝혔다.

사회복지학부 BDAD사업

해외취업 기회 및
국내 네트워크 형성 강화
글로벌 시대에 대응 가능한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자 마련한‘Global Social WorkJapan 실무능력배양 프로그램’
은 네트워크 형
성(일본사회복지현장 견학 및 일본 문화체험)실습-인턴의 체계적 과정으로 구축하여 추진
해 온 해외연계프로젝트입니다. 교토, 후쿠오카
를 거점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복지학 전공
우수한 학과평가 획득
3년 연속 사회복지학과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를 획득하고, 2010년 중앙일보가 실시한 전국
대학 사회복지학과 평가에서‘상’
의 평가를 받
아 전국 7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
다다. 2011년, 2012년 역시‘중상’
의 평가를 받
아 부산 최고의 입지를 구축함은 물론 전국
상위권 학과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서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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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http://uni.dongseo.ac.kr/tourism 학부사무실 051-320-2620

관광학부
DIVISION OF TOURISM

호텔경영학전공 Hotel Management
21세기 최고의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의 주축인 호텔·리조트 및 외식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
당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국제화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고도의 전문지식 및 실무능
력과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갖춘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곳, 동서대 호텔경영학전공은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호텔, 리조트, 콘도미니엄, 서비스레지던스, 펜션, 외식업체, 카지노 등

관광경영학전공 Tourism Management
관광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으로 무장한
관광경영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유명 관광업체와 공동으로 맞춤식 교육을 도
입하여 학생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있으며, 현장실습, 체험학습 등을 통해 졸업 후 현장 적
응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리조트, 외식사업체, 외국관광청, 공사, 연구원 등

이벤트/컨벤션학전공 Events & Conventions
이벤트와 컨벤션은 관광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손꼽히며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산업
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벤트/컨벤션학전공에서는 독창적이고 국제화된 교육프로그램
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업무에 대한 최고의 운영능력을 가진 이벤트·컨벤션산업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컨벤션기획사, 이벤트기획사, 전시기획사,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파티플
래너, 항공·크루즈 승무원, 축제기획사, 공공기관 및 협회, 민간기업 등

경북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관광경영학전공 최진원, 최지훈 학생이 경상북
도가 주최한‘2009 경북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766건의 작품
이 접수된 이 공모전에 두 학생은 경주를 세계
적인 야경명소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Moon Light’
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두
학생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크게 3가지로, 첫째,
경주 보문단지에 보름달과 같은 빛이 나는 원형
관람차를 설치하는 것, 둘째, 보문호 주위에 투
명 한지를 입힌 LED 가로등을 세우는 것, 셋째,
경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준다는 취지로
보문호 다리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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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광 신상품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이벤트/컨벤션
학전공 학생들
(김선미, 배유나,
양수연, 이수미)
이‘철도관광 신
상품 경진대회’
에서 최우수상
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에서 학
생들이 제안한
철도관광 신상품은‘해피 바이러스 트레인’
으로
도시에서 벗어나 기차여행을 통해 웃음과 행복
을 나누자는 내용이며, 폭소 노래방, 웃음치료사
특강, 행복엽서 쓰기 등 각종 이벤트로 여행 내
내 웃음을 주는 철도관광 상품이다. 이들의 제안
은 연인 또는 학생,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열차라는 점에서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MINI INTERVIEW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다
전시주최 전문회사 메쎄E&D에서
전시기획자로 사회 첫발
권영훈 이벤트·컨벤션학전공 04학번
(메쎄 E&D)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업 중 하나로 꼽히는
전시기획자는 하고 싶다는 열정이 없다면 절
대 이룰 수 없는 직업이다. 우리 대학교 이벤
트/컨벤션학과 04학번 권영훈 동문은 현재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관심과 걱정
으로 잠 못 이룰 후배들을 위해 그가 흔쾌히
취업비결을 공개했다.
“실용학문인 전시·컨벤션업에 취업하기 위해
남들과 달리 토익 공부 대신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는데 충실했고, 직접 현장에서 행사진행
스태프를 하면서 실무를 배웠습니다. 또한 사
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니만큼‘인성’
을 갖추기
위해 우리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제기술봉사
단 소속으로 해외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렇듯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
해서는 권영훈 동문처럼 준비가 된 사람이어
야 한다. 그처럼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자! 그러면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자신
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학부 BDAD사업

외국어의 달인으로 거듭나다
관광 커뮤니케이션 리더 양성프로그램인
‘TBDAD(Tourism Communication Leader
Project)’
는 영어능력의 향상으로 국제적 수준
의 관광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관광인력 양성
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학생 개인별 실
력에 따른 방과 후 맞춤식 영어집중 교육프로
그램으로 우수학생에게는 해외탐방금 지원 등
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찰행정학과 http://uni.dongseo.ac.kr/police 학과사무실 051-320-2735

경찰행정학과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공공질서와 국민의 치안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분야
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의 수요와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행정학과에
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 및 사회공공질서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법 집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경찰윤리, 경찰체계, 경찰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경찰 인력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경찰행정학과는 여러 분야가 합쳐진 응용과학으로 관련분야의 학제적 지식의 습득이 중요합니
다. 따라서 경찰학, 법학, 행정학, 교정학, 범죄학 이외에도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이 학문연구나 취업에 유리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과목이 포함될 수 있도
록 교과목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경찰공무원, 경찰간부 후보생(매년 1회 정도 실시 : 경위(경찰서 계장급, 지구대 사무소장급), 순경 근무)
•교정공무원(구치소, 교도소, 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 등에서 재소자를 관리하고 그들을 교정, 교화
하는 데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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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 운전, 정비, 사무 등), 별정직 해당직급(비서,
공보, 의무, 사범, 교관, 사진 등)
•국가정보원(7급 : 매년 1회(8월) 정기적 채용 / 9급 : 업무별 부정기적 채용)
•검찰사무직(검찰사무직 공무원은 법무부 또는 검찰청에서 범죄사건의 접수, 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마약수사직(최근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지능화, 국제화되어감에 따라 마약 전담업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마약수사직 공무원의 인력확보와 함께 중요성이 한층 더 높
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MINI INTERVIEW

패기와 열정으로
경찰의 꿈 무르익다
경찰공무원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나다
신주환 경찰행정학과 10학번
평균 약 80대 1의 높은 경쟁률과 고난이도의
시험에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많은 이들은 좌
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서대학교에서라면 이
야기가 달라진다.
우리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학년 신주환 학우
는 안정적 환경 속 우리 대학교에서 경찰공무
원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고시반’
에는
공무원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학과 교수들이 고시반을 직접 관리·감
독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학생들이 학업에 집
중할 수 있도록 돕고, 방학 중 철저한 개별맞
춤교육을 진행한다.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이여, 우리 대학교 경
찰행정학과에서 함께 합격을 순간을 누려보자.

•군수사기관(경찰행정학과 졸업 후 학사장교 등의 과정을 통해 군관련 수사기관 근무 / 헌병, 기무사 등)
•법원사무직(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며 법원에서 행하는 재판 관련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 수행)
•경호경비요원(민간경비 / 국내외 행사 시 VIP 의전경호) 등

경찰행정학과 BDAD사업

합격을 위한 경찰행정학과만의 학사운영
경찰행정학과가 철저한 소수정예인원으로 수업의
내실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3학년 재학생 중에 경찰
시험 합격자를 배출할 정도로 재학 중 합격을 목
표로 한 학사운영은 경찰행정학과만의 자랑. 이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학 중에도 취업지향적
인 교과목 방학 특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별학생
상담의 강화로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평생
지도교수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학협력의 강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동기를 내
면화하고 SAP 등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학생들의 국제화적 마인드도 함양하고 있다.

입학 전부터‘공부하는 학과’위상 제고
경찰행정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 신입
생들을 상대로 입학 전 전공 및 영어 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을 통하여 학습 동기 부여와 공
부하는 경찰행정학과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취업 등과 관련해 방학
중 특강이나 일선현장 방문학습을 마련, 재학
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재학생과 예비신입생들이 함께 수업하여
학년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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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열
DIVISION OF HEALTH SCIENCES

임상병리학과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인류의 최대 관심사인 생명과학은 비약적인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질병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초가 되는 분야들과 응용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철저한 실습을 통해 임상병리 전문가를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의료기관, 의과학관련 기관, 제약산업분야, 대체의학 및 생물산업분야, 전문 임상검사
센터, 보건소, 검역소,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행정학과 Health Administration
국가의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보건행정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의료정
책, 보건의료경영, 보건의료정보,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등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시장 개방 등 보
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교육과 정보처리교육을
강화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졸업 후 진로 ▶ 보건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공
무원(보건직 및 일반행정직), 생명보험사, 의료기기회사, 국내외 보건대학원, 일반기업 행정직, 병원코
디네이터 등

간호학과 Nursing Science
폭넓은 교양과 전문적인 간호이론 및 실무기술과 태도를 숙지하고 인류 복지사회에 이바지한다
는 휴머니즘의 마인드를 갖춘 전문 간호사를 양성합니다. 독립적 학문으로서의 간호학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졸업 후 진로 ▶ 병원 간호사, 보건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산업보건 간호사, 군 간호장교 등

방사선학과 Radiological Science
방사선학과는 방사선 분야의 글로벌전문 리더 양성을 목표로 4년제 과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의학은 인류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하
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의료 요구에 부응한 실력있는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면허를 취득한 방사선사는 향후 국·내외 의료기관에
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MINI INTERVIEW

취업 오리엔테이션,
꼭 받으세요!
1박 2일 취업캠프를 통해
이력서부터 면접에 대한 코칭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다
최정문 임상병리학과 08학번
(해운대백병원 임상병리사)
취업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영
어공부? 스펙? 성적?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중
요하지만, 정작 면접에 성공하지 못하면 취업
에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동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최정문 동문도 면접
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
끼고 있었다. 하지만 취업을 앞두었던 4학년
때, 1박2일로 다녀온 취업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면접 자세와 옷차림, 면접태도에 대해 상세히
코치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덧붙여 자신이 아프리카, 베트남, 국내
등지에서 의료담당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던 대
외적 활동들이 면접 시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조언한다.
“우리 대학교는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학업과 취업 두 마
리의 토끼를 완벽히 잡을 수 있는 기회, 오직
동서대뿐입니다! 여러분! 동서대로 오세요!”

졸업 후 진로 ▶ 병원 방사선사, 보건소, 방사선의료장비회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기관, 방사선 관련연
구소, 비파괴 관련회사, 대학원, 해외취업 등

치위생학과 Dental Hygienic Science
고령인구의 증가와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구강건강에 대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위생학과는 차별화된 4교제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국가 면허증 취득 후 지역사
회의 구강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기관의 진출을 통한 유능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치과 병·의원, 보건소, 구강검진센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학
교구강보건실, 산업체내 치과, 복지시설 구강보건실, 기업체(구강보건교육 홍보자료 개발연구소 및 회
사, 치과장비 및 재료취급회사, 구강위생용품 제조회사), 대학원 등

작업치료학과 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학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
문분야입니다. 부산시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2011년에 개설된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지역
사회에서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는 전문 작업치료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재활전문병원, 대학원 진학, 지역복지관, 재활원,
장애인 직업훈련학교, 특수학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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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열 BDAD사업

글로벌 보건의료전문인 양성의 산실
보건의료계열의 BDAD사업인‘CS-I cube’
는
글로벌 보건의료 리더 양성을 위한‘(CS-I)3프
로그램’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기초체력
강화, 국제화 그리고 평판도 제고를 위한 인성
의 3CS를 완성함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두각
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
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SAPH(외국의료현장
교육 프로그램)’
와 보건의료계열을 지역사회
봉사와 접목한‘기초과학기반 교육(과학+봉사
+치료 프로그램)’
은 (CS-I)3프로그램에서 가장
특징적입니다.

정보시스템공학계열 http://uni.dongseo.ac.kr/information 계열사무실 051-320-1750

정보시스템공학계열
DIVISION OF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전자공학과 Electronics Engineering
전자공학의 기초와 세부 전공분야에 대한 계통적 교육을 통해 첨단 IT기술분야의 급속한 기술발
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글로벌 산업현장으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여 풍부한 전문
지식과 창의력을 겸비한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전기전자관련업체, 정보통신관련업체, 국영기업체, 연구소, 대학원 등

시스템경영공학과 Systems and Management Engineering
인간, 원자재, 기계설비,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시스템의 합리적인 설계, 운영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기술정보시대의 요구
에 부응토록 조직적인 기획력, 과학적 분석력과 판단력, 그리고 훌륭한 리더십을 겸비한 창조적
인 엔지니어 및 연구인력을 키워냅니다.
졸업 후 진로 ▶ 기계, 전자, 자동차ㆍ조선 관련업, 유통업, 금융ㆍ보험업, 보건ㆍ의료업, 정보통신서비
스업, 각종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

메카트로닉스공학과 Mechatronics Engineering
기계, 전기, 전자 및 컴퓨터 공학의 단위기술과 메카트로닉스 기술교육을 통해 첨단 제품의 개발
및 시스템의 설계, 제어 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문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와 방향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
실습을 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창업, 대학원 등

Mini Interview
자신만의 분야를 발전시켜 당당히 나가자
하지연 전자공학과 05학번(삼성테크윈)
지난 1월 국내 최고 기업 삼성 계열사인 삼성테
크윈에 취업한 하지연 동문. 초등학교 때부터 전
자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라디오 만들기, 회
로 설계 대회 등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도 했는데, 돌연 중학교 졸업 후 고교 진학을 포
기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 자신의 관
심 분야를 더욱 빨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생
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검
정고시로 입학한 하 동문은 대학 생활 동안에도
자신의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학과 공부는 물론 마이크로로봇연구
동아리인‘메카’
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키워 나갔
으며 2학년 때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에
합격해 자신의 경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켰다.
“주위를 잘 살펴보면 항상 기회는 많아요. 삼성
멤버십도 그런 기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준비
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없
거든요. 항상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
어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지요.”

MINI INTERVIEW

동서대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라!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공모전’
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하다
권덕현 메카트로닉스공학과 05학번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학교에 남아 열심히 학술제를 준비하던 경험
들이 결국 대기업 입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
다.”
교내 학술제와 공모전을 통해 꾸준히 쌓은 실
력으로‘삼성소프트웨어 멤버십’공모전에 참
여,‘입사’
의 혜택까지 받은 우리 대학교 메카
트로닉스공학과 권덕현 동문의 이야기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제
작해 실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동서대
학교‘Robotics연구회’
를 통해 매일 학교에 남
아 공부하며 실력의 기반을 쌓아나갔다. 거기
에 부족한 부분들은 캡스톤 사업단이 지원하
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교에서 지원하는
특강이나 강좌들을 통해 채워나갔다.
“수동적으로 정해진 학교과제만 수행하지 말
고, 관심있는 분야의 동아리와 특강, 학술제나
공모전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실력을 쌓으세
요. 후배님들도 우수한 동서대만의 장점으로
취업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보시스템공학계열 BDAD사업

전공 관련 심화지식 습득으로
전문인력 양성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
이재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02학번(삼성전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민 동문은 대학 진학 때부터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고, 꾸
준히 노력했다. 취업을 위해 도전했던 삼성 멤버
십 프로그램에도 몇 번의 실패를 맛보았다는 이
동문은“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기 때
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며,“목표가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정보시스템공학계열에서는 BDAD사업으로 전
공 관련 심화지식의 습득을 통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실무 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높이고 자
기주도적 실무능력 향상 및 자신감을 고취시
키며 실무능력뿐만 아니라 특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에도 높은 성과를 올
리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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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공학부 http://uni.dongseo.ac.kr/computer 학부사무실 051-320-1710

컴퓨터정보공학부
DIVISION OF COMPUTER & INFORMATION ENGINEERING

컴퓨터공학전공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공학 전공자에 대한 산업 전 분야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ㆍ
하드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 응용 시스템, 스마트폰, 웹&앱 등 IT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기
술을 갖춘 창의적인 컴퓨터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정보통신산업 전 분야,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기업, 통신회사, 공기업, 금융기관, 스마
트폰 앱 개발 및 생산업체, 보안회사, 전문연구소 등

소프트웨어공학전공 Software Engineering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폰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을 통하여
스마트 환경의 실현을 위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인력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개발, 웹 응용 및 모바일 앱 개발, IT 솔루션 연구소, 웹표준 퍼
블리셔, 대학원 진학 등

정보통신공학전공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급속히 진화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유·무선 정보통신 네트워
크를 설계,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래밍(시스코국제자격증
특화과정), 정보보안, 3G(WCDMA), 4G(LTE), RFID/센서 네트워크 등에 관하여 교육합니다.
졸업 후 진로 ▶ KT, SK텔레콤 등 대기업, 시스코 골드파트너 회사, 금융기관 전산실, 기술직 공무원,
정보통신 산업체 및 국책 연구소, 중등교사 등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공학전공 창업 활발
지난해 12월 2일 컴퓨터공학전공 여지민, 김예
일, 여승민 학생이‘제이씨(JC)’
라는 이름으로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한 창
업을 시작했다. 그 성과물로 그들은 개인 포트폴
리오를 관리하는‘포트폴리오’
라는 이름의 앱을
개발해 현재 안드로이드(구글마켓)에 등록했다.
또 소프트웨어공학전공의 김건완, 장문수, 김기
선 학생은‘LOL’
이라는 이름으로 한정된 공간의
SNS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앱인‘클러버’
를 등록했
다. 이 외에도‘블랙아웃’
과‘노력의 열매’역시 올
해 초 제1회 컴퓨터정보공학부 모바일 앱 공모전
에 출품하여 개발·기획부분에서 수상했고,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인정받아 각 500만 원의
앱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창업을 준비 중이다.

정보보호동아리 CNSL,
지원과제 3관왕 달성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보호
동아리‘CNSL’
이 올해 각 단
체에서 지원하는 우수동아리
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
다. CNSL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
하는 5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비롯해 한국과
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에서 제공하는 이공
계대학생 과학기술동아리 지원사업 지원금 120
만 원, 그리고 NIPA 한이음 IT멘토링사업 지원
금 165만 원을 수여받게 됐다.
컴퓨터정보공학부 BDAD사업

해외대학에서 첨단 전문인력으로
탄생하다
컴퓨터정보공학부는 BDAD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유망IT 인턴십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핀란드 오울루대학의 전자정보공학과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현지 강의 수강 및 글
로벌 팀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에만 국한되지 않는 실무형 글로벌 전문인력
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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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동서대의 학술연구회가
내 인생을 바꾸다
꾸준한 연구경험이
LG전자 입사의 원동력이 되다
김지수 소프트웨어공학전공 02학번
(LG전자 소프트웨어플랫폼 연구소)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복
일 것이다. 우리 대학교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에 흥미를 느끼고,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장 잘하는 일이 되어버
린 학생이 있다. 바로 LG전자에 입사를 앞두
고 있는 김지수 동문이다.
그가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
진로를 결정했던 건 아니다. 군 제대해 2학년
복학 하면서 들어간 닷넷연구실(.NET) 학술연
구회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학술연구회를
적극 활용해 동기와 선후배들과 지식을 나누
면서 연구경험을 쌓아간 것이 그에게 큰 도움
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한
양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하였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논문 실적을 쌓아 LG전자에 합격
할 수 있었다.
“큰 목표를 위해 작은 목표부터 이루어 나가보
세요. 그러면 어느덧 꿈이 현실로 여러분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온다.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라!
이청기 정보통신공학전공 05학번
(SK네트웍스서비스)
이청기 동문은 군입대 전, 정보통신공학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는 정보통신공학전공을 통
해 정보통신의 기본이 되는 이론들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졸업 후에는 SK네트웍스서
비스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성
실히 근무 중인 그는 후배들에게 무엇이든 도
전해보라는 것고 말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흥미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는 것이 자신에게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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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공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 CIVIL ENGINEERING

건축공학전공 Architectural Engineering

MINI INTERVIEW

건축공학은 인류에게 쾌적하고 예술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및 설계에서부터 구조와
시공, 환경·설비 및 경제·경영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실용학문입니다. 본 전
공에서는 부산 최고의 Global Standard 건축공학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인을 육성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미래 지향적인 공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서대에서 인생역전
청춘스토리를 쓰다

졸업 후 진로 ▶ 건설회사, 사업개발, 구조, 설계, 설비, 견적, 시공, V.E, 공무원, 각종 공사, 엔지니어링
업체 등

건축설계사무소‘아이아크’
에서
건축가의 꿈이 영글어가다

토목공학전공 Civil Engineering

하지형 건축설계학전공 03학번
(건축사사무소 아이아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시공 및 측량학 등 세부전공 분야에 집중하여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종합 기술융합을 통한 창조적인 기술개발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합니다. 토목공학 분
야는 인류문명 발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환경을 인간의 생활에 접목시켜 진보된 사회
기반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부합된
탐구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전문 건설기술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대기업, 토목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업체, 공무원, 공사, 연구소, 각종 전문 기업체 등

건축설계학전공(5년제) Architectural Design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기준 5년제 프로그램)
건축은 한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종합예술로서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초적 조형훈련
및 의장지식을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예술적인 건축디자인을 창작하는 학문입니다. 동서대학교
는 건축설계를 위한 종합능력과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첨단 교육매체 등 보다 다
양한 방법들을 도입하여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국제건축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건축설계사무소, 인테리어설계사무소, 모형제작 및 구조설계 사무소, 공무원 및 공기
업체 등

건축공학전공 사랑의 집짓기 행사
건축공학전공은 매년 방학 중 건축 이론 학습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병행한다. 지속적인 행사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시공 현장 체험을 연계하
며 동서대 건학 이념인 인류 봉사정신을 실현하
고 있다.

건축설계학전공
각종 공모전 수상 및 5년제 국제인증 획득

처음에는 단순히‘멋’
에 이끌려‘건축설계학전
공’
에 지원했다. 하지만 겉멋만 들어 시작한
그 건축이 이제는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 바
로, 하지형 동문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는 2012년 ㈜아이파크에 입사하여 서울시
신청사, 서울스퀘어 등의 굵직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학교를 다닐 때만큼은, 무엇보다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취업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하기보다는,‘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것’
과 대면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진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고. 군 입대 전까지 그는 누적 학사경고를 받
을 정도로 방황하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여러
교수들이 그의 길을 잘 이끌어주었고, 학교에
의지하며 키워온 꿈이 지금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동서대학교에서 시작된 그
의 꿈은 앞으로도 더욱 큰 빛을 낼 것이다.

건축토목공학부 BDAD사업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건설공학도
자격 구축

건축설계학전공 학생들은 2010년 한국토지주택
공사 공모전에서 박규동, 김지민, 김현덕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공공화장실 공모전에서 진
명종, 이종기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일
궈냈다. 한편 2012년에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로부터 최고등급인‘5년 인증’
을 획득하
였다. 이로서 본 전공의 졸업생들은 건축사예비
시험을 면제받게 되며 실무수련기간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특전
을 얻게된다.

글로벌 건설전문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전공지
식 및 전문자격증 취득, 어학능력향상, 국내외
현장견학을 통하여 해외취업, 공기업 및 대기
업 취업, 대학원진학(해외우수대학 또는 동서
대 및 국내우수대학) 등 졸업과 함께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고루 갖춘 글로벌 전문건설 인
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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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생명공학부
DIVISION OF ENERGY & BIO-ENGINEERING

에너지환경공학전공 Energy & Environmental Engineering
에너지환경공학은 21세기 첨단공학 가운데 자연과 인류의 공존을 위해 그 중요도가 더욱 강조되
는 학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분야와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환경오염에 대처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환경 및 생태계을 위한 수 많은 연구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환경공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는 물론, 현장위주의 적용능력을 함양한 우수한 에너지환경공학도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환경기술직공무원, 에너지연구원, 에너지 및 환경관련 공기업, 기업환경관리자, 환경
영향평가업체, 열관리기사, 환경생태복원업체, 오염방지시설업체 등

신소재공학전공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신소재는 생활필수품은 물론 의약품, 합성섬유산업, 반도체산업 등 수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도래할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그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로 신소재 합성, 설계, 제어, 최적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
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대기업, 화장품회사, 제약회사, 화약 & 고분자관련 회사 등

식품영양학전공 Food and Nutrition
식품과학 분야와 영양학 분야의 최신 과학적 기초이론과 연구방법 및 응용지식을 연구하여 지역
사회 및 국민, 나아가서는 인류의 건강증진과 식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
적으로 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영양사(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 상담영양사), 영양교사(초·중·
고교) 위생사, 연구원(국립연구소, 식품연구소, 의과대학 연구소), 식품영양의 경영관련 마케팅(식품 산
업체, 대형급식소, 외식업체 체인점), 식품영양의 정책사업수행(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에서 식품 및 위
생의 지도역할) 등

글로벌생명공학전공 Global Biotechnology
글로벌생명공학전공은 독일 최고의 명문대학인 베를린공과대학(TUB) 생명공학과와 공동으로 글
로벌 생명공학 인재(복수학사학위 취득)를 키워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4년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1학년 때는 영어수업인
‘Dongseo Global Program’
(25명 정원)을 통해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
도록 하고, 2, 3, 4학년 과정에서는 외국인 교수들로부터 영어로 전공수업을 받게 됩니다. 졸업
후 동서대-베를린공대 대학원 생명화학공학과(복수학위)로의 대학원 진학 및 FAU 부산분교 대
학원 진학도 용이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일반대기업, 제약회사, 생물산업,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연구원(국립연구소, 식품연구
소 의과 대학 연구소), 다국적제약회사, 해외인턴(siemens, roche, bayer, BASF) 등

해외 선진공학을 배우다!
동서대-베를린 공대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생명공학전공에서는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을 통해 2년 동안 본교에서 영어 및 기본 교과과정을 수
강한 뒤 소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독일의 베를
린공대에서 2년 동안 전공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동서대학
교와 베를린공대의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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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으로
첫 번째 꿈‘완성’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으로
(주)화승R&A 입사
서갑진 에너지환경공학전공 04학번
(㈜화승R&A)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
험을 통해 몸소 체득한 사회 공부 역시 중요
하다. 우리 학교 서갑진 동문도 ㈜화승R&A
입사에 성공한 이유로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
로 틈틈이 쌓은 다양한 사회경험들을 꼽았다.
재학시절, 환경공학에 관심이 많아 성실히 전
공지식을 쌓던 그에게 교수님께서는“
‘고학력
인재가 넘쳐나는 시대에 전공 지식 하나만으
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고 충고했다.
그후 그는 어학연수, 자격증, 여행,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을 펼치며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
을 다졌다. 그는“이러한 경험을 통해 면접 시
자신만의 개성과 색깔이 드러나는 재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었고, 이가 곧 좋은 점수로 연
결되었다고 소회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사회 공부를 해두면 입사
뿐 아니라 장기적인 회사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서대학교의 대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
양하게 활동영역을 넓혀보세요”

에너지/생명공학부 BDAD사업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전선‘이상무’
에너지/생명공학부 BDAD사업은 학생들의 취
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익특강프로그램으
로 졸업필수 취득점수를 성취하고 있으며 수
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위생사, 식품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마련하거나 대한영양사협회 부산지사
등과의 MOU 체결로 현장실무 체험교육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학부 http://uni.dongseo.ac.kr/digital 학부사무실 051-320-2078

디지털콘텐츠학부
DIVISION OF DIGITAL CONTENTS

게임전공 Game
게임개발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실무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세계적으로 폭발
적인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첨단 게임산업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능력을 발휘할 전문 게임
기획자, 게임 프로그래머와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게임 기획자,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게임 프로듀서, 게임 시나리오
작가, 캐릭터 디자이너, 게임 음악가 등

디지털영상제작전공 Digital Production

졸업 후 진로 ▶ 방송국 특수영상실, 영화특수효과제작사, 광고제작사,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게임제작
사, 기업홍보실, 케이블제작사, 영화특수효과 아티스트, CF 아트디렉터, CF 편집감독, CG 테크니컬디
렉터, 합성 수퍼바이저,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3D CG 아티스트, 사운드 디자이너 등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Animation and Visual Effects
3D 애니메이션, CG 비주얼 이펙트,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외 유명 영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 교수진이 모였습니다. 예술, 학문적 기초와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
정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영화 비주얼이펙트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졸업 후 진로 ▶ 3D애니메이션 및 영화CG 전문가, 3D애니메이션 감독 및 기획자, CG 비주얼이펙트
슈퍼바이저, 애니메이터, 비주얼이펙트전문가, 3D애니메이션 레이아웃 아티스트, 테크니컬 디렉터, 스
토리보드 작가, 프로듀서 등

게임업계 전문지원센터‘RIC’
선정
게임전공은‘첨단아케이드게임지역혁신센터
(RIC)’
에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2008~
2018년까지 총 10년간 214억 원을 지원받는다.
본 지원금을 통해 산학프로젝트 장학금, 산업체
인턴십 지원, 국내외공모전 및 전시회 참가지원,
동아리 및 학생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전공과 지역기업이 공동
으로 체감형게임(인터랙티브 라이드)을 2년에 걸
쳐 개발하였다. 이는 국제유원시설박람회(IAAPA
2012 홍콩)에 출품하여, 해외로 수출하게 되었다.
인터랙티브 라이드는 움직이는 특수의자를 타고
입체영상을 체험하면서 즐기는 게임으로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학교기업‘애니모션’
, 교과부 지원대상 선정
애니메이션전공의 교수와 학생 등이 운영하는
학교기업‘애니모션’
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원대상
학교기업으로 선정돼 5년간 총 17억 원을 지원
받는다. 애니모션의 주요 사업아이템은 입체애
니메이션 제작과 라이드필름 제작 분야다.

동서대 교육시스템으로
취업 자신감‘UP’
게임서비스&개발회사
엠게임에 입사해 꿈을 실현하다
김성주 게임전공 06학번 (엠게임 게임개발파트)

영상 후반작업에 관련된 다양한 응용분야 연계교육을 통하여 예술적 감각과 테크닉을 겸비한 특
수영상 슈퍼바이저, CG테크니컬 디렉터, 합성 슈퍼바이저 및 사운드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인터랙티브 라이드게임’해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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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학부 BDAD사업

스마트한 강의시스템이
자기주도학습 실현
디지털콘텐츠학부에서는 BDAD사업으로 PC
외에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활용한‘스마
트 e-러닝시스템 구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강의에서 탈피하여 5
분 분량의 짧은 클립으로 소주제별 강의시스템
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자 부족
한 부분에 대한 반복훈련 및 자기주도의 학습
실현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시절 게임을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에
서 게임회사에 입사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김성주 동문. 그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
는 게임박람회‘지스타(G-Star)' 관람 중 동서
대 게임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과 학생들의 열
정을 보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동서대학교를
선택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산합혁력 시스
템과 아케이드게임센터 등 환경적인 인프라를
갖춘 동서대에 입학해 여러 상용프로젝트에 직
접 참여하면서 실무 능력을 쌓아나갔다. 학교
에서 다양한 상용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자신감은 입사면접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했고,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게임분야에서 두각을 나
타낼 수 있었다고 한다.
“동서대학교의 교육환경과 풍부한 인프라들은
취업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동
서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동서대에서의 값진 경험,
내 미래의 밑거름
원품방 디지털영상제작전공 07학번(대학원 진학)
미래 유망산업인 디지털콘텐츠분야를 배우기
위해 중국에서 동서대로 유학 온 원품방 학생
은 다부지다. 어느덧 3년을 지낸 원품방 학생은
이 분야에서 눈을 뜨고 더 많은 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동서대에 온지 3년이나 됐
는데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학부는 각 분야별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계셔서 현장지식을 보다 쉽게 습득하고 많은
전문 고급장비를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 전공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특히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교육과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과정은 놀
라운 경험이었다고. 앞으로 영상콘텐츠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는 그녀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PM이나 PD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
를 밝힌다.

동서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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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 http://uni.dongseo.ac.kr/design 학부사무실 051-320-1840

디자인학부
DIVISION OF DESIGN

산업디자인학전공 Industrial Design
전기ㆍ전자통신 제품, 운송기기, 생활용품, 신발 디자이너를 배출합니다. 뛰어난 가치의 디자인
을 창조하기 위해 탄탄한 기획력과 예술 감각, 아이디어의 조화를 익힙니다.
졸업 후 진로 ▶ 기업제품디자인실, 전문 디자인회사, 전기전자제품디자인분야, 생활용품디자인분야,
운송기기디자인분야, 신발디자인분야, 가구디자인분야, 사설교육기관 등

동서대학교 인턴십
프로그램 적극 활용

시각디자인학전공 Visual Design

다양한 대외활동 참여로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에 입사하다

시각디자인학전공은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미디어 및 디지털 디바이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통찰력(insight)을 가진 창의적 인재로서의‘Conceptual Designer’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졸업 후 진로 ▶ CI·브랜드디자인, 광고디자인, 편집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웹디자인, 영상디자인, 패
키지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등

환경디자인학전공 Environmental Design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외국 대학과의 연계교육, 그리고 산학연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내공간·전시공간·도시환경 등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공간사용자의 요구와 선
호를 파악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디자인을 창조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실내디자인회사, 건설업체, 조경업체, 모형제작업체, 디자인연구소, 방송국, 디자인/미
술교사, 가구업체, 전시디자인전문업체, 부동산개발컨설팅회사 등

패션디자인학전공 Fashion Design
디자인 환경에 적합한 독창적인 패션디자인 창출과 글로벌 패션마케팅 능력을 익힙니다. 패션디
자인, 패션마케팅, 어패럴메이킹,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컴퓨터디자인을 세부전공으로 글로벌 패
션산업을 선도하는 기획력과 창의력을 갖춘 우수한 패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패션디자이너, 패션일러스트레이터, MD, VMD, 텍스타일 디자이너, 모델리스트, 샵마
스터, 스타일리스트, 디자인연구소, 디자인/미술교사 등

영상디자인학전공 Media Interaction Design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인간과 인간 또는 미디어와 인간 간의 커뮤니
케이션을 디자인합니다. 다양한 영상매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영상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UX
디자인, 인터렉션디자인 등의 세분화된 커리큘럼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영향력 있
는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영상후반작업관련, 영상제작관련회사, 영상특수효과(VFX), 디지털미디어기획, 웹디자
인, GUI디자이너, 광고기획자,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전시영상디자인분야,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무대
영상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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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디지털영상콘텐츠 공모전 대상

전국디지털아트대전 3년 연속 대상 기염

디자인학부 이승엽(영상디자인학전공 00), 서지
욱(영상디자인학전공 02), 정원웅(영상디자인학
전공 05) 학생이 부산시가 주최한‘제1회 디지
털영상콘텐츠 공모전’
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
상 수상작은‘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부산’
이라
는 제목의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영상물로
옛것과 진화라는 테마로 하였다.

영상디자인학전공
송수경, 윤동규 두
재학생이 한 팀을
이뤄 제13회 전국
디지털아트대전에
서 대상을 받았다.
동서대 영상디자
인학전공은 이로써 이 대전에서 3년 연속 대상
을 차지하게 되었다. 출품작은 진주 관광안내책
자를 모션그래픽으로 만든 ’
진주路’
로 진주의
데이트 장소를 소개하는 구조이다.

김미은 환경디자인학전공 06학번
(롯데백화점 디자인실 인테리어 담당)
자신만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었
다면 똑같은 스펙을 가진 경쟁자 중에서도 단
연 돋보일 것이다. 환경디자인 전공 김미은 동
문은 인테리어 분야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실
무능력을 쌓아 인턴십을 거친 후 롯데백화점
취업에 성공했다. 실무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디자인실 인테리어담당으로 백화점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녀는 놀랍게도 재학시절에 학점이나 토익점수
를 쌓는 이른바‘스펙쌓기’돌풍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대신 동서대학교의 해외연
수프로그램과 졸업 후 6개월의 인턴십 프로그
램 과정을 적극 활용했고, 실기시험과 최종면
접을 거쳐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동서대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경험
을 차근차근 쌓을 수 있었던 점이 취업에 결
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우 여러분, 동서
대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디자인학부 BDAD사업

학생들이 국내외 공모전에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명 현역 디자이너를 초
빙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발상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
며‘콘셉트중심적 디자인’
이 가능한 21세기형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개인 브랜드 가치 상
승으로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학부 및 전
공의 평판도 향상 및 자긍심 고취로 BDAD의
비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레포츠과학부 http://uni.dongseo.ac.kr/leisure 학부사무실 051-320-1880, 1511

레포츠과학부
DIVISION OF LEISURE & SPORTS SCIENCE

운동처방학전공 Exercise prescription
고도화된 사회가 주는 신체활동의 기회 감소, 과다한 영양섭취, 불건전한 생활 습관, 각종 스트
레스의 증가 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처방학전공에서는 특성화된 이론교육과 실기 중심의 현장 교육을 통해 운동부족에서 오는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 유아·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처방, 그리고 스포츠
손상의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재활 스포츠 등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졸업 후 보건소 및 관공서의 운동처방사, 병원 및 의료시설의 임상 운동처방사, 재활
운동치료사, 프로선수 및 대표팀 선수단 팀 닥터(AT),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유아, 노인체육지도자 등

레저스포츠전공 Leisure & Sports
과학적인 이론과 체계적인 실기 능력을 배양하여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공입
니다. 레저스포츠전공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스포츠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의 확산 등으로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각종 스포츠 시설 및 리조트 관리자, 스포츠매니지먼트 전문인력, 여가산업분야 전문
인력, 관광레저산업분야 전문인력, 중등체육교사, 교수 및 연구원, 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 지도
자, 체육 행정가, 체육관련 언론 분야 등

경호전공 Security Service
경호전공은 경호와 관련한 폭넓은 이론과 대통령 경호실의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진을 통해 체계
화된 실습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 관련 기관과의 산학협정으로 재학생들이 졸업 시 사회전반에
걸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현장에서 요구하면
즉시 투입되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의 현장실습교육
으로 공경비(대통령 경호실 및 각종 국가기관 경호)와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군 장교, 부사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 대기업, 공
항(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등), 강원랜드(강원도), 롯데카지노
(SEVEN LUCK-서울, 부산), 항만시설(부산, 인천, 울산, 거제, 통영), 관공서 및 언론기관, 각 민간경호
경비업체, 각 무도별 지도자 등

패기와 젊음으로
각 공모전 수상 및 다양한 사업선정 성과
레포츠과학부가 각 공모전, 지원사업 등에 선정
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5년에는 대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증진 사업인‘좋은 삶 만
들기’
, 우수 동아리에 선정(보건복지부, 대학사
회봉사협의회)되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SK대학생자원봉사 공모전에 당선되
었다. 2008년에는 LG 기업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에 당선되었으며, 2008년 부산시장애인
체육회의 장애인 유소년체육교실을 운영했다.
경호전공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 파워콘서
트, 국제영화제 경호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
리고 2009년 중소기업청 실험실 창업 및 학생
창업지원에 당선되었으며, 2009년 제14회 문
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합기도대회에서 3위
에 입상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MINI INTERVIEW

취업센터,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들었죠!
유명 스포츠 브랜드
던롭이 발굴한 동서대의 열정
김민성 레저스포츠전공 06학번
(던롭코리아 영업직)
‘스포츠마케터’
는 영업, 관리, 기획, 후원, 재무
등 모든 업무가 스포츠 선수 및 게임과 밀접
하게 연관된 유망직종이다. 이 가운데 레저스
포츠학과 김민성 동문은 해외 스포츠 브랜드
‘던롭코리아’라켓스포츠팀의 영업사원으로 발
탁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서대학교 졸업
생 최초로 해외 유명 기업에 취업한 그는 후
배들에게‘동서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적극
추천했다. 그는 교내 취업센터와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등 취업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내 취업
캠프에 참가하여 면접준비, 기업정보분석, 상
담 등을 지원받았다. 그는 취업준비를 본격적
으로 시작한 3학년 이후에는 담당교수 연구실
과 취업센터를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들었
다고.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난 뒤에는 취업
스킬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취
업센터와 취업캠프를 적극 활용하셔서 실제
면접에 만전을 기하세요!”

레포츠과학부 BDAD사업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 눈뜨다
태권도, 유도, 공수도, 합기도 등 각 무도의 단
증이나 클라이밍,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 학부의 특성상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및 연
수를 비롯해 레저나 경호, 스포츠 관련 경기
및 선진시설 견학체험,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취업률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는데 지원을 아
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2013학년도 편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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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택영화예술대학 http://uni.dongseo.ac.kr/film 대학행정실 051-320-2715, 2719

임권택영화예술대학
IM KWON TAEK COLLEGE OF FILM & PERFORMING ARTS

영화과 Film & Video
영화과는 영화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숙련이라는 기본적인 학습방향에서부터 인간 정신에 뿌리
를 둔 인문학적 지식과 영감을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이론과 실습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단편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들의 작품은 해마다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임권택이라는 걸출한 영화인의 지도와 영화 관련 장비,
실습 공간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영화연출, 촬영, 조명, 편집, 특수효과, 사운드, 음악, 미술, 메이크업, 영사실, 배급사,
현상소, 투자사, 영상자료원, 영화연구소, 제작사 등의 영화산업 전반과 광고,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프
로덕션, 일반 기업 홍보실 등

뮤지컬과 Musical
뮤지컬과는 성악, 무용, 연기 등의 체계적인 실기중심 교육을 통해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 뮤지
컬 인력을 길러내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각종 대형뮤지컬 오디션에 전국 대학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합격시키고 있으며 최고의 시설, 교수진, 커리큘럼으로 한국 뮤지컬계 미래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뮤지컬과입니다.
졸업 후 진로 ▶ 뮤지컬 배우, 뮤지컬 연출, 기획, 조명, 음향, 분장, 무대기술 분야 및 연극영화 교사자
격증 이수

연기과 Theatre & Film Acting
연기과는 영화, TV는 물론 연극무대와 방송 등에서 활약할 전문인 양성을 위한 실기 중심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화과와의 연계수업과 현장실습,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배우,
연출, 기획, 조명, 음향, 무대미술, 분장 등은 물론 연극교사로 진출하기 위한 지도교수와의 1:1 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회 활동과 전국 유일의 메소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연극배우, 영화배우, TV탤런트, 성우, 모델, 중·고등학교 연극교사, 국·공립극단 배
우, 공연기획사, 연출, 극작가, 무대기술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기획, 분장 분야 및 중등2급 정교사,
레크레이션지도자 등.

BDAD사업 지원제작한 영화, 부산국제영
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부문 초청
동서대학교의 BDAD사
업으로 제작된 장편영화
‘개똥이’
가 제17회 부산
국제영화제의‘한국영화
의 오늘-비전 부문’
에
공식 초청되어 상영되었다. 이번 영화는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김병준(영화과 04)학생이 연출하
고, 이은경(연기과 08)학생이 주연을 맡았다.

전국대학생 마당놀이축제서 연기과 은상,
추임새상
지난 8월 올림픽공원
에서 제17회 전국대학
생마당놀이축제가 열
린 가운데 우리 대학
연기과‘수영야류연구
회(지도교수 조기왕)’
가 은상과 추임새상을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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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BDAD사업 덕‘톡톡’
영화를 향한 열정으로
감독과 연기자를 꿈꾸다
김병준 영화과 04학번(감독),
이은경 연기과 08학번(주연)
동서대학교 BDAD사업으로 임권택영화예술대
학 학생들이 제작한 장편영화‘개똥이’
가 지난
10월 열린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
에 공식 초청되어 화제가 되었
다. 지방 4년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만든 장
편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상영작이 된다
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쾌거로 평가받
고 있다.
이번 작품은 동서대학교 BDAD사업 덕을 톡
톡히 봤다고 한다. 감독을 맡은 김병준 학생은
“2011년 초‘개똥이’
의 초고가 완성됐지만 제작
여건이 맞지 않아 기약 없이 미루던 차에 학
교에서 BDAD사업이 진행되어 장편영화제작
을 지원받았다”
고 전했다. 주연을 맡은 이은경
학생은‘연기 뿐 아니라 배우의 마음가짐을 가
르쳐 주시며‘좋은 배우’
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인정받는 동서대 영화과 후배들이
되길 바란다
‘고 전하기도 했다.

이용관 BIFF 집행위원장, 학장 취임
2012년 9월, 이용관 부산국제영
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임권
택영화예술대 학장으로 취임했
다. 2010년부터 BIFF 집행위원
장을 맡아온 이용관 위원장은
“영화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
으로 임권택영화예술대를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학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뮤지컬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은상
뮤지컬과 학생들이 제6
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
티벌(DIMF)의 대학생뮤
지컬페스티벌 부문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
퍼스타’
로 은상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 5회 행사
에서도 뮤지컬과는‘미스사이공’
으로 대상과 최
우수남자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권택영화예술대학 BDAD사업

센텀시티 인프라로
아시아 영화의 중심 발돋움
부산이 아시아 영화, 영상, 공연 교육의 중심
지라는 입지적 요건 속에서 임권택영화예술대
학은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정책에 기여하고 아
시아권 교육의 연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텀시티의 영화, 영상, 공연 인프라와의
현실적 연계를 확립하고 영화의 전당을 비롯
한 영화 후반작업 기지 및 지원 기관과 밀착
해 영화, 영상, 공연산업 현장과의 산업적, 교
육적 상호교류를 현실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Campus Map
❶ 국제협력관

❾ 디자인홀

민석스포츠센터

테니스장

❷ 전자정보관

❿ 그린홀

대학교회

민석동산

학생생활아파트

동서대-오울루대 우정의 집

❸ 건설공학관

Dream E. Valley

❹ 응용공학관

국제생활관Ⅰ

국제생활관Ⅱ

종합운동장

❺ 산학협력관

뉴밀레니엄관(대학본부)

민석도서관

Nuri Park

❻ 어문관

U-IT관

동서어학당, 부속유치원

글로벌빌리지

❼ 교양관

소향실험극장

University Park

❽ 경영관

문화센터

야외공연장

뉴밀레니엄관(본관)
2층 소향아트홀

Student Plaza
2층 입시관리처

정문

★

▶순환버스 타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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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살 그대,
이제 일어나 세상에 환한 빛을 발할 때이곳 동서대학교에서
가슴 두근거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617-7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입시관리처 051)320-2115~8 FAX. 051)313-2190

www.dongseo.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