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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   e스포츠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 양성
●  e스포츠 전문종목 엘리트 선수, 방송중계 전문가, 경기분석가 등
  다양한 직군 양성
●  한국-미국-중국과 함께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e스포츠 역량 강화
●  미래산업인 e스포츠산업의 ‘BIG STEP ESPORTS TOMORROW’ 
 역할 수행

e스포츠산업학과
Dept. of eSports Industry

#교육목표

■협약기관 및 기업
중국 신화교육그룹
미국 셰넌도어 대학교
서울게임아카데미
마루게임아카데미

(주)티지크리에이티브 / e스포츠 방송중계
(주)위치스 / e스포츠 콘텐츠 개발
(주)게임아이 / 게임 데이터분석 전문업체
비전 서포트 / 동체시력 케어 전문기관

e스포츠 직업소양 직업윤리, 스포츠정신, 리더십, e스포츠문화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국제교류를 위한 어학능력(영어, 중국어)

e스포츠 선수 종목별 게임훈련 및 전술훈련, 팀훈련

e스포츠 매니지먼트 e스포츠경기분석, e스포츠코칭입문 및 실무, 
e스포츠리그기획 및 운영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MCN기초, 영상편집, 크리에이터실습,
영상제작실무, e스포츠비평

e스포츠 활동가 e스포츠 에이전트,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생활 e스포츠코칭 전문가

e스포츠 기획마케팅 e스포츠기획, e스포츠이벤트(e스포츠 대회운영,
e스포츠 무대설계, e스포츠관광)

■ e스포츠 전문가(프로게이머, 국가대표상비군 , 프로구단 진출)
■ e스포츠경기 운영, e스포츠매니지먼트, 게임 스트리머(콘텐츠 크리에이터)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직무 분야 내  용

e스포츠 선수 아마추어 선수, 프로게이머,
국가대표 상비군(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종목 참가선수)

e스포츠 매니지먼트 e스포츠 감독, e스포츠 코치, e스포츠 심판,
e스포츠 전략·전술 분석가

미디어 엔터테이너

e스포츠 영상전문가 (제작·편집·구성)
e스포츠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MCN 채널 크리에이터 그룹 활동가, 게임 PD,
e스포츠 아나운서, 리포터, 캐스터, 기자

e스포츠 활동가 청소년 e스포츠클럽 지도사, e스포츠 전문강사

문화기획, 활동가 e스포츠 게임 기획자, e스포츠 관광 전문가

 [학과비전]
■ 국내 및 글로벌 e스포츠산업의 지속성장
■ 메가 스포츠 이벤트(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및 생활스포츠로 저변 확대
■ e스포츠산업 광주광역시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광주이스포츠교육원’ 운영기관
프로구단 ‘이글 아울스(Eagle Owls)’ 운영 및 프로리그 참여

교육목표

교육분야

실행전략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e스포츠 전문가 양성

● 전직 프로게이머 및 1인미디어 운영자 등 현장 전문가와 연계된 교육 시스템 운영
●  프로구단 운영 및 대학 리그 개최 등으로 경험 중심의 교육 과정 실행
●  한·중·미 교류를 통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킹 구축 및 운영

e스포츠 경기 e스포츠 매니지먼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 광주 e스포츠 전략산업 지정에 따른 e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 직접적인 프로구단 운영으로 엘리트 선수양성 및 사무국 실무교육 진행
■ 광주이스포츠교육원 운영학과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구    분 핵심 추진 사업

e스포츠아레나 운영 대학리그 및 게임 체험공간을 위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운영

대학리그협회 설립 U리그 운영 및 e스포츠 정책 발굴

아카데미 운영 e스포츠 게이머, e스포츠 해설가, e스포츠 채널운영 및 게임해설가 

프로구단 운영
종목사가 운영하는 프로리그 참여, 프로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사무국 운영을 통한 행정실무 및 홍보마케팅 실무역량 강화

1인 미디어 채널
e스포츠 IP 활용 및 콘텐츠 연계사업, 청소년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및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능력 제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외국어 문서작성 
및 이메일 수발신, 전화를 통한 업무교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스킬, 비지니스 외국어 회화 등을 함양

스피칭 & 프리젠테이션
스피칭 능력(게임인터뷰,게임해설사 등)을 키우기 위한 
스피칭과 글로벌 매너, 프리젠테이션 활동 후 매년 학과 
학술제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함

엔터테인먼트 실무
1인 미디어 채널 실무를 위한 광주이스포츠교육원 스튜디오 및
광주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연계 교육 운영

■ 주요추진 내용

■ 특화 비교과 활동 지원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정연철 교수 e스포츠 기획, 리그운영, 국제 협력 (062) 940-5593

차재관 교수 온라인 마케팅, e스포츠 스트리밍 및 IP 활용 (062) 940-5991

안영진 코치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교육 및 훈련 (062) 380-8561

김한슬 코치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교육 및 훈련 (062) 380-8561

이윤범 코치 배틀그라운드 종목 교육 및 훈련 (062) 380-8561

이경민 코치 배틀그라운드 종목 교육 및 훈련 (062) 380-8561

하대호 코치 오버워치 종목 교육 및 훈련 (062) 380-8561

황석우 코치 발로란트 종목 교육 및 훈련 (062) 380-8561

1. 성적우수 장학금 

수 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 (우수1과목) 등 총 4과목의 평균등급 

정 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 (우수1과목), 한국사 등 총 5과목의 백분위점수 합(400점 만점)

● 수능성적에 의한 장학선발기준 산정방법

※ 입학특별 8학기 C등급 장학금 이상자는 직전 학기 평균평점을 3.0 이상 유지해야 장학금을 지급함. 

▶   신입생 장학제도의 모든 성적은 수능성적에 의한 등급 또는 백분위 점수를 적용함.

▶   학비감면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학 中 교내·외 각종 장학금 대상자에 우선 

추천되고,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학업장려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재학中 타 장학 수혜 제한 및 장학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국가장학금은 매년 11~12월중에 신청하며,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 후 3월초에 추가로 신청함. 국가장학금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신청된 자는 입학 후 모든 장학에 우선 추천됨]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

Ⅰ. 학비감면 장학금

2023학년도 신입생 장학제도

구 분 장학금액

선발기준

간호학과
치위생/응급구조/

물리치료/유아교육
일반학과

입학특별 8학기

A등급 장학금

(국가장학금 포함)

8학기 등록금전액 및 

학업장려금A

(매월 \300,000×8회 지급)

수시_수능 2.5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3.5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3.50등급

이내인 자

입학특별 8학기

B등급 장학금

(국가장학금 포함)

첫 학기 등록금전액

매학기 (7학기에 한함) 수업료 1/2면제 및 

학업장려금 B 

(매월 \200,000 ×8회 지급) 

수시_수능 2.7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3.7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25등급

이내인 자

입학특별 8학기

C등급 장학금

(국가장학금 포함)

첫 학기 등록금전액

매학기 (7학기에 한함) 수업료 1/4면제 및 

학업장려금C 
(매월 \100,000×8회 지급) 

수시_수능 3.0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0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50등급

이내인 자

입학특별 1학기

전액장학금

(국가장학금 포함)

첫 학기 등록금 전액
수시_수능 3.2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2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75등급

이내인 자

우수장학금 첫 학기 수업료 1/2 면제
수시_수능 3.5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5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5.25등급

이내인 자

장려장학금 첫 학기 수업료 1/4 면제
수시_수능 3.7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7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5.50등급

이내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