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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e-Sports Industry

e스포츠산업학과

# 교육목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e스포츠산업은 지역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분야인 e스포츠 매니지먼트, 

e스포츠방송 및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마케팅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직업과 연계하여 현장교육 활동을 통한 학생 개인별 역량 제고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e스포츠산업 성장을 위해 지역 리그 

운영 등 e스포츠 네트워크 확산과 국제협업을 통한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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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소개교과과정

직업소양 및 협업
직업윤리, 스포츠정신, 리더십, 
스포츠심리학, 체력훈련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영어(중국어), 커뮤니케이션, 어학실무 I·II

e스포츠 선수 게임훈련 I·II, e스포츠실기 I·II, e스포츠전술 I·II

e스포츠 매니지먼트
e스포츠경기분석, e스포츠코칭입문및실무, 
e스포츠리그기획 및 운영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MCN기초, 영상편집, 크리에이터실습,
영상제작실무, e스포츠비평

e스포츠 활동가
게임산업 이해, e스포츠 개론, 게임 해설사,
청소년 e스포츠 코칭

문화기획, 마케팅 문화기획, e스포츠기획, e스포츠관광마케팅

 [설립배경]

■ e스포츠산업 성장(2018년도 국내산업규모 1,000억대 돌파, KOCCA자료)

■ 2018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2024 파일올림픽 종목 채택 예정

■ 광주e스포츠상설경기장(20년11월완공 예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2019년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지원 
광주e스포츠상설경기장 운영사업 참여학과

구분 핵심 추진 사업

광주e스포츠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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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e스포츠클리닉센터
한중교류 협력 확대

청소년 게임과몰입 해소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 정부기관의 관련 
센터 유치, 한중 교류전 및 중국 e스포츠 관광사업 및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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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커뮤티케이션
능력 제고

e스포츠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경우 대회 후 인터뷰 등이 
가능하도록 영어/중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집중 훈련으로 
온라인 강좌 의무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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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터 활동과 미디어 채널 응용 실무를 위한 광주 
e스포츠 아레나

■주요추진 내용

■특화비 교과 활동 지원

교육목표

교육분야

실행전략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e스포츠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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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경기 e스포츠 매니지먼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협약기관

광주광역시문화산업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e-스포츠협회

■광주 e스포츠 아레나 구축 및 전략산업 지정에 따른 e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e스포츠산업의 붐업 조성 및 세계적인 e스포츠 산업 성지로 “광주”의 성장 견인

■e스포츠 선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전문가 양성

■e스포츠산업의 성장과 지역 e스포츠 아레나 경기장 운영 특화 인력 양성

■협력기관

광주e스포츠상설경기장
㈜에이피케이어플킹
APK PRINCE(프로구단)
중국동방교육그룹
중국유방(御邦)그룹
미 세년도어 대학교

입/학/상/담

진로 및 취업

■e스포츠 전문가(프로게이머, 국가대표상비군 육성, 프로구단 진출)

■e스포츠경기 운영, e스포츠매니지먼트, 게임 스트리머(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직무 분야 내  용

e스포츠 선수
아마추어선수, 국가대표상비군(아시안게임, 
올림픽종목), 프로게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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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엔터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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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활동가 게임과몰입(중독) 해소 활동가, e스포츠 전문 강사

문화기획, 활동가 e스포츠 게임 기획자, e스포츠 관광 전문가

■학과장·입학담당ㅣ정연철 교수
  •(062) 940-5593
  •E–mail : ycjeong@honam.ac.kr 

■학과사무실ㅣ(062) 940-5142

학과교수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