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앞에 당당히 서라!
          글로벌 인재의 요람 영어학부”

영어학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심 학과인 영어학부는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언어 및 문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영미권 문화 및 언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영어전공과 글로벌 시대의 소통 

전문가를 양성하는 영어통번역전공 등 두개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내외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해외를 비롯해 국내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하게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김민회  .  상담문의 051.509.5521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언어 및 문화 전문가 양성

교직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토익(TOEIC), 토플(TOFLE), 아이엘츠(IELTS), 텝스(TEPS), 무역영어(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외한전문역, 원산

지관리사), 컴퓨터활용, 교원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번역자격증(ITT, TCT), 컨벤션 기획사 

관련
자격증

영어전공 영어통번역전공

영어학부는 2021학년도부터 두 개의 전공인 영어전공과 영어통번역 전공을 운영합니다. 영어전공은 문 

화를 기반으로 한 영어의 언어적인 면은 물론 실용적인 측면까지 다루는 전공입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 교육관련 과목까지 다양한 전공 관점에서 영어를 습득하고 진로를 위한 실용적 지식도 함께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영어통번역전공은 영미권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통역과 번역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영어의 실용적인 측면을 접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특히 습득한 이론을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을 

단계적으로 실습함으로써 실무적 관점에서 영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 외국인 교수의 수준별 원어 수업을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  

• K-Move를 통한 영어학부 맞춤식 해외진출 프로그램으로 미국 등 여러 국가로 해외취업 가능  

•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역 봉사활동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 

특.장점

16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프랑스 어문학과 문화 및 지역사정에
               능통한 불어 전문인 양성”

프랑스어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 중 하나로서, 프랑스어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 

외국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위해 프랑스어문학의 기초를 다지고, 

실용성 높은 교육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프랑스어 능력을 극대화 합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문화와 현지 사정에 능통하며 국제관계의 실무능력을 갖춘 프랑스어 

전문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최춘식  .  상담문의 051.509.5581

국제관계의 실무능력을 갖춘 프랑스어 전문인 양성

교직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우리 학과는 진로.취업분야가 다양합니다. 통.번역, 대사관, 외교부, 항공사, 은행, 무역, 교사, 여행사, 

예술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 또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학교 중 프랑스어를 다루는 학교가 몇 없기 때문에, 통.번역 업무가 자주 들어옵니다. 

이러한 기회를 연습 삼아 더욱 다양한 분야로 취업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학년별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1학년에는 언어의 흥미유발과 동기부여를 위해 기초적인(A1) 프랑스어 회화와 문법, 쓰기 등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2학년때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의 회화와 문법, 쓰기 수업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프랑스어, 자격증을 대비한 DELF, TCF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국학생과 프랑스 학생이 일대일로 

짝을 지어 수업하는 과목인 탄뎀이 있어 좀 더 폭넓은 언어구사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3학년때에는 수준 

높은(B1) 프랑스어 회화와 강독수업, 프랑스의 역사, 문화, 언어학, 영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과정을 신청한 학생들을 위한 교직관련 수업도 진행 됩니다. 4학년에는 

B2 수준의 좀 더 실무적이고 취업과 관련된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 프랑스어과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 및 해외 

    취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해외 대학과의 협정으로 꾸준한 해외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내 프랑스어 교직관련 교과목이 별도 개설되어 있고, 교직을 이수하고 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학생들과 함께하는 탄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의 통.번역 기회가 자주 제공됩니다.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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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학문과 취업? 
                       독일이 답이다.”

독일어과

독일 문화 및 어문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글로벌한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독일 및 독일어권 국가들이 주도하는 유럽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 

니다. 교육과정의 중점은 언어 학습 뿐 아니라 언어능력을 활용해 현지인들과의 정보교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제반 분야의 독일어권 현지 

지역사정에 관해 폭넓게 학습하며, 교류 프로그램 및 취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컬 

(global + local)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키우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상담교수 박진형 이해욱  .  상담문의 051.509.5601

독일 및 독일어권 국가들이 주도하는 유럽의 전문가 양성

교직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독일어를 단계별로 배울 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들 및 유럽에 관한 전문지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지역학 

교과목, 그리고 현지 취업을 위한 실용 교과목들을 배웁니다. 유럽공통참조기준(GER)(A1~ C2)에 맞춰 어학자격 A1

부터 B2 혹은 C1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에 초점을 맞춘 언어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독일어권 국가들 및 유럽에 관한 문화 및 지역학 강좌들이 개설되며, “독일 사회와 언어”,“한독 

직업 세계”,“독일기업의 이해” 등과 같이 독일어권 현지 취업을 위한 실용 교과목들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진로 및
취업분야 우리 학과 졸업생들은 통.번역, 출판, 교육, 물류, 해운, 금융, 무역, 항공, 자동차회사, 호텔, 관광 및 여행, 재외 공관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벤츠(Mercedes Benz) 등의 자동차회사, 루 프 트 한 자(Luft hansa) 같은 항공사나 세계 
1위 자동차 부품회사 보쉬(Bosch)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독일계 회사에 다수의 졸업생들이 취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50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독일 현지에서 물류나 무역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독일대학에서 유학 중이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학계에서 활동하며 선진 학문연구에 매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무엇보다 유럽공통참조기준(GER)에 의거한 독일어 어학 자격증과 통.번역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어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일문화원에서 주관하는 “Goethe-Zertifikat” 시험(A1~C2)에 응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C1 자격증의 경우는 우리 학과에서 주관하는 “Test-DaF”에 응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우리대학 독일어과는 우리나라 어느 대학의 독일어 및 독일 관련 학과들과 차별화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과정은 유럽 공통참조기준(GER)에 맞춰 이루어진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에 초점을 맞춘 언어 

    과목들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들 및 유럽에 관한 문화나 지역학 강좌들, 졸업 후 독일어권 현지취업을 위한 실용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현지 교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독일어권 지역의 어학기관 및 대학들과 교류협정(MOU)을 맺고 방학 

    을 활용한 단기 어학연수부터 1년 2학기에 이르는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어는 유럽에서 모국어 화자만 1억 명이 넘는 주요 언어입니다. 독일어 구사능력은 글로벌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 독일어권 현지 및 국내 독일어권 기업 취업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최고 

    의 경제 호황을 누리는 독일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 교육을 통해, 재학 중에는 다양한 인턴십을 수행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일어 어학 자격 B1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취업할 수 있는 타깃 취업시장의 

    폭은 어느 전공보다 넓습니다. 첫째,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하여 베를 

    린, 함부르크 등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인이나 교포들보다 독일어 어학 능력을 갖춘 국내 인재를 선호합니다. 

    둘째, 우수한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의 직업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면 독일 현지의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에 진출해 있는 독일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Benz, BMW, Volkswagen과 

    Bosch 등의 자동차 및 관련 기업, 그리고 BASF, Bayer, Beiersdorf(Nivea) 등과 같은 화학 분야의 대기업 외에도 

    무수한 독일 및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타깃 취업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장점

18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5억 인구의 언어 스페인어와 
               21C 미래대륙 중남미로!”

스페인어과

스페인어는 현재 가장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UN의 공용어로서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통해 현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스페인 및 중남미 지역의 

최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 학습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K-Move를 통해 

중남미에서 중간관리자 직책으로의 인재 배출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합니다.

상담교수 권미란  .  상담문의 051.509.5621

K-Move를 통해 중남미 현지에서 중간관리자 직책으로 진출

교직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중남미 지역으로 자동차, 중공업 분야에 여러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현지 취업 뿐만 

아니라 KOTRA 및 대사관, 영사관으로의 취업 및 대학원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의 체계적인 학습과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스페인어권과 우리나라 간의 교류와 무역에 기여하는 실무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1

학년도부터는 스페인어과로 1학년에는 필수과목인 스페인어 따라읽기, 스페인어 말하기, 스페인어 문법을 

기초로 기본적인 스페인어를 이해하고, 학습합니다. 2학년부터 심화실무 과정으로 넘어가며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역사, 스페인 문학작품감상, 스페인어학 개론, 스페인어 고급강독, 스페인어권 시사 연구, 

스페인어-한국어 Tandem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배웁니다. 아울러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해 

교직관련 과목의 수업도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 외국인 교수의 다양한 수준별 강의를 통해 스페인어 능력 향상

• 스페인과 중남미의 5개국 9개 대학교와 자매협정을 체결해 해외 교류 프로그램 실시

• 해외 언어 연수 장학금 및 해외 인턴십 장학금 지급

• 3+1, 7+1 프로그램을 활용해 멕시코 3개 대학교와 스페인 1개 대학교로 교환학생 제도 운영

• 중남미 또는 스페인 교환학생과 공부하는 ‘탄뎀 프로그램’ 운영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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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대국 브라질과 신흥강국, 
              유럽과 아프리카로 가자!!”

포르투갈(브라질)어과

남미의 리더 국가인 브라질, 전통 해양왕국 포르투갈과 아프리카의 신흥경제 자원 부국 앙골라 

및 4개 대륙, 8개 국가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어는 5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 약 3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포르투갈어권 언어 및 

문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현재 많은 현지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 최대 

대학인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USP)를 비롯하여 4개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브라질 교육부 주관 외국인을 위한 포르투갈어 능력 시험(Celpe-Bras) 공인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국내 최고의 포르투갈어 교육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이광윤  .  상담문의 051.509.5630

포르투갈어권 언어 및 문화 전문가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KOTRA 및 대사관, 영사관, 대기업, 언론사, 항공사, 통.번역회사, 대학원 진학 등   

실용위주의 언어구사능력 극대화를 통한 현지문화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포르투갈어권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능숙한 포르투갈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포르투갈어권 어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첨단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통해 현지 문화와 지역 사정에 관한 실천적인 

지식을 함양하여, 국제사회에서 실무능력을 갖추어 활동할 포르투갈어권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한 전문적이며 실용적인 포르투갈어 문법, 회화, 작문, 번역, 문장분석, 

탄뎀교육 등의 언어교육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한 역사와 문화, 어문학 관련 전문지식, 통.번역 실습 및 

현지지역사정 연구 등의 실용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BRICs중 하나인 21C의 신흥경제 대국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앙골라, 모잠비크 등 여러 국가로 졸업생 

진출이 활발하여 현지의 KOTRA, 대사관, 영사관과 현대모비스, 현대기아자동차의 다수의 협력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해외진출기업에 다수의 졸업생들이 현지 인턴 및 취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업 및 종합상사 등에 취업하여 취업에 강한 학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들의 경우 중남미 권 시장 공략을 위해 포르투갈어 전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장점

관련
자격증 포르투갈어 공인 인증시험(Celpe-Bras), Caple

20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경쟁력 있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지역 전문가 양성”

이탈리아어과

이탈리아어는 전국에 단 2개 대학에 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전공으로서 취업경쟁력을 갖춘 특수 

외국어입니다. 낭만과 아름다움의 나라 이탈리아는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세계 7대 경제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어 

전공자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는 국가입니다. 교내와 국가 장학금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해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으며 전공 관련 진로 및 취업과 활발한 해외 

진출의 꿈을 이탈리아어과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윤종태  .  상담문의 051.509.5671

국제관계 실무능력을 갖춘 이탈리아어 전문인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이탈리아 문화원, 대사관 같은 공관 또는 이탈리아 현지 무역회사, 패션 회사, 여행사 등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많은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으며, 국내의 항공사, 호텔, 무역 회사, 한국 진출 이태리계 회사 등에서 일하고 있고 

대학 및 연구소에서 교수와 연구자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 2학년때는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와 같은 언어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고, 3, 4학년은 

이탈리아 문학, 역사, 예술 등의 문화관련 과목과 이탈리아 비즈니스 문화, 영화로 보는 이탈리아 사회, 

신문으로 읽는 이탈리아 사회 등과 같은 실용과목들을 통해 이탈리아의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간에 소그룹 학습이 이루어지며, 특히 이탈리아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은 필수적으로 튜터가 되어 후배들을 튜티로 맡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탈리아어는 국가에서 공인된 희소성이 있는 특수외국어이지만, 그 수요는 유럽의 다른 주요 국가들의 

언어에 비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는 언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외국어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단기 현지 어학 연수, 방중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학생들은 이탈리아 외교부 장학금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장점

관련
자격증 CILS(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와 CELI(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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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세계 최대의 대륙, 
                         유라시아로~~”

러시아학과

러시아 원어민 교수들과의 수업을 통한 실용적인 러시아어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연구 교과목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과 경영, 경제 등 통상 관련 교과과정을 더하여 

현지 취업 및 창업 능력을 갖춘 지역 경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상담교수 박태성  .  상담문의 051.509.5707

러시아 원어민 교수들과의 수업을 통한 실용적인 러시아어 학습에 중점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2021학년도부터는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되어 1학년 1학기부터 전공수업에 바로 들어갑니다. 전공 9학점 

3과목에는 러시아개관, 러시아어 기초문법, 러시아어 기초회화부터 공부합니다. 2학기에는 러시아어 

문법과 회화, 읽기쓰기 과목의 초급과정을 배웁니다. 2학년이 되면 러시아어 문법과 회화, 읽기쓰기 

과정의 중급과정을 학습하면서 학기별로 역사를 비롯한 문학, 경제, 정치사회 분야에 걸친 지역사정 

과목들을 1~2강좌씩 공부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비즈니스 러시아어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무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교과목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관련
자격증 본 학과에서는 졸업시험이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유관 자격증으로 졸업 자격을 인정합니다. 러시아어 공인 

인증시험인 토르플(TORFL) 1급(또는 2급)이 가장 통상적인 자격증이며, 토익, 무역영어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의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전문성과 실용성 높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어학 능력을 배양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풍부한 문화 속에 나타나는 독자성과 가치를 인정, 수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 어문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합니다. 그리하여 러시아 어문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터넷이나 

위성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축적시켜 지역 

사정에 능통한 실무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특.장점

교직

22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유라시아 인재양성의 요람 
                   터키중앙아시아어과!”

터키.중앙아시아어학과

터키중앙아시아어학과는 능숙한 터키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터키지역 및 중앙아시아학 분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첨단 영상매체의 활용을 통한 터키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지역 사정에 

관한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며, 국제사회에서 실무능력을 갖추어 활동할 지역 전문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우덕찬  .  상담문의 051.509.5708

유라시아 인재양성의 요람 터키.중앙아시아어과!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련
자격증 토익, 토플, 토스 등등 각종 영어 공인어학시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 : 현재 터키어공인어학시험은 없습니다.)

(2020학년도 교육과정표 기준) 우선 1학년 때는 학부 공통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 하게 됩니다. 1학기 : 

러시아개관, 유라시아의 이해, 유라시아 경제개관,  2학기 : (터키어과 기준) 기초터키어, 생활터키어, 

터키문화의 이해 등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으로 2학년 진급시 

본격적인 원어강의 수업이 진행 되며 이에 해당 되는 교과목은 문법, 회화, 강독, 실크로드의 역사와 이해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터키.중앙아시아어학과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학년도별 

교육과정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터키.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식과 활용능력 및 언어구사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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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 세계최고의 시장, 
           유럽지역통상전문가가 되자!”

유럽지역통상학과

영어 + 유럽언어 1개 + 유럽문화 + 통상지식을 배우는 학과 

유럽지역통상학과는 통상 실무 능력을 겸비한 현지취업 및 무역전문 인력을 목표로 외국어학 

습을 비롯하여 정보처리능력을 키우고, 유럽 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해외 인턴쉽 제도 등을 통한 

다양한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양영익  .  상담문의 051.509.5681

통상 실무 능력을 겸비한 현지취업 및 무역전문 인력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취업분야 : 제조, 서비스, 해외취업(유럽, 미주, 아시아 등)

자격증 :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외국어 능력과 유럽지역 문화, 국제통상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을 배웁니다.

1. EU지역 및 문화소양교육 과목

    EU지역문화이해 I, II / EU문화기행 / EU대중문화 / EU시사읽기 / EU문화유산 / EU문화콘텐츠산업

2. EU통상 수행능력 함양 과목

    경영.경제학 원론 / 국제통상학 / EU비즈니스문화 / 문화.회계실무 / EU기업조사 / EU통상법 /  

    프로젝트기획실습 / EU투자환경 / 국제무역상무 / 국제마케팅 / 유럽명품시장조사 / 온라인비즈니스 실무 

    / 국제금융시장이해 / EU통상실무 / EU진출기업사례조사

3. 비즈니스영어 능력 함양 과목

    EU이해영어강독 I, II / 비즈니스영어회화 I, II / 무역영어 / 비즈니스실무영어 I, II / 비즈니스고급영어 I, II 

4. 제2외국어 기초능력 함양 과목

    EU언어실습 I, II / EU언어실습 III

    *영어를 제외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중 택 1

교육과정

유럽 국가들과의 통상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에서 인턴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영어 및 유럽현지어(택 1)의 구사능력

• 필수적인 통상 과목 학습

• EU 지역의 통상 과목 집중 학습

• 유럽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공과목 학습

• 유럽 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해외인턴십 제도 등을 통한 다양한 현지교육 

특.장점

24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뉴노멀 시대의 실천적 글로벌 마케터! 
    (Phronetic Global Marketer in New Normal!)”

미주비즈니스학과

• 영미권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글로벌 마케터 전문가 양성

• 영미 역사문화기행, 인문학과 비즈니스,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인문학적 통찰 과정 

• 국제경영, 글로벌마케팅 등 국제비즈니스 이론 및 실무 과정

• 소셜미디어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컨텐츠마케팅 등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 과정 

• 다이아몬드 융합형 모듈 교육과정과 현지 교환프로그램, 인턴 실습을 통한 실천적 글로벌

    마케터 양성

상담교수 엄성원  .  상담문의 051.509.6071

영미권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마케터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 국내 외국계 기업 취업(마케팅 / 기획 / 서비스 분야)

• 해외 진출기업 현지 취업(제조 / 서비스업)

• 국제기구 취업

• 1인 창조기업 창업(온라인 비즈니스 / 마케팅 / One Man Branch)

관련
자격증 자격증(비즈니스데이터분석사 / 사회조사분석사 / 경영지도사 / 유통 및 물류관리사)

다이아몬드 융합형 모듈 교육과정교육과정

• 세계중심 미주시장과 영미권 진출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유일의 글로벌 마케터 전공

•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융합형 모듈 교육과정

    (외국어 능력+인문학적 통찰력+국제 비즈니스 역량+1인 창조기업가 역량)

• 영미권 인턴십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화 실무교육

특.장점

소셜미디어 마케팅 / 빅데이터 분석 /
UX / UI 디자인 / 콘텐츠 마케팅

실용영어 / 비즈니스영어 /
제2외국어(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국제경영 / 국제마케팅 /
국제경영전략 / 국제유통물류

영미 역사문화기행 / 인문학과 비즈니스 /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외국어소통능력
모듈

인문학적 소양
모듈

국제비즈니스
모듈

앙트레프레너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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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한국어문화전문가가 되어 
                  한류 문화외교관으로!”

한국어문화학부

현대 사회는 다문화, 다중언어, 다매체 사회입니다. 한국어문화학부는 다중언어 능력에 기초한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교육 전문가, 한국어와 문학·문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한국어문화학부는‘한국언어문화 콘텐츠 기반 글로벌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 2개 전공을 구성하여 각각의 전공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문화학부 졸업생은 모두 기본 이상의 외국어 

능력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학부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 취득 과정과 함께 전공 역량 강화와 취업과 진로 모색에서 요구되는 열린 실용적 교육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상담교수 정명숙(한국어교육), 박형준(한국언어문화)  .  상담문의 051.509.5931 / 5940(정명숙) / 5969(박형준)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교육 전문가, 한국어와 문학·문화 전문가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한국어교육 전공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무시험 검정)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취득(연계전공)

•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의 한국어교사 

• 국내 초.중등학교 및 다문화기관의 한국어교사

• 해외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원어민 교사 

• 해외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교사 

• KOICA,KF파견 해외 대학 원어민 교수 

• 한국어교육콘텐츠 개발 및 연구기관 취업

한국언어문화 전공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취득(연계전공)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복수전공)

• 교육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개발 기관 

• 문화기획 및 문화경영 공공기관 

• 시, 소설, 시나리오 작가 및 평론가  

• 언론.출판사 및 크리에이터 

• 국내 다문화교육기관 

• 해외 한국언어문화 관련 기관

진로 및
취업분야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언어문화전공

한국어문화학부는 한국어교육 전공, 한국언어문화 전공의 2개 전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과 

2학년 때는 두 전공 분야의 기초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구성하여 한국어문화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초 

소양을 쌓고, 전공을 탐색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학년, 4학년 과정은 

두 개의 전공을 분리해 한국어교육 전공에서는 실제적인 교수법 중심의 교육을 하고, 한국언어 문화 

전공에서는 한국어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실습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교육과정

• 한국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어교육 및 문화 전문가 양성 

• 우수한 교수진,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동남권 최고의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 운영 

• 학부-대학원-교육원-연구소의 협조 체계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연계 시스템 

• 국내외 한국어교육기관 및 예술문화 공공기관, 콘텐츠 개발 기관 연계를 통한 현장 실습  

•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 양성으로 사회 진출 기회 확대 

•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 e-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다문화언어연구, 독서, 다문화봉사, 국악, 캘리그라피, 전통무술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

• 한국전통문화체험실 운영을 통한 외국인 대상 문화교육 및 문화교류 활동 

특.장점

26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동북아 최고의 일본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양성”

일본어융합학부

본 학부는 ‘동북아 최고의 일본비즈니스 실무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내 일본어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학부 자체 ‘일본어와 타 전공(문화콘텐츠, 

비즈니스, IT)의 융합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과정의 선도적 운영의 

결과로, 전국에서 일본어 관련학부 단독으로는 최초라 할 수 있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및 

청년해외진출사업 선정 등의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일본어능력의 차이를 감안한, 전국 최초 전국 유일 일본어 

수준별 수업 실시 및 일본 유수의 명문대학과의 단기수학제(3+1,7+1)와 복수학위제(2+2) 등 

다수의 해외협정대학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학부에서 여러분이 꿈꾸 

는 동북아 최고의 일본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상담교수  배은정, 윤정훈  .  상담문의 051.509.5711 & 051.509.5741

동북아 최고의 일본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양성 

교직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특.장점

• 한일교류단체, 일본 관련 기업 및 현지 
    주재원과 언론, 방송, 출판, 여행 등 
    문화콘텐츠 관련 업계 

•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해당 과정 
    이수 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짐

교육과정

• 국내 및 해외 일본 관련 기업, 
    통번역가, 관광계열 및 호텔

• 국내외 IT 관련 기업, 관공서 IT분야,
    정보통신업체, 빅데이터 분석 및 
    프로그래밍 분야

진로 및
취업분야

한일문화콘텐츠전공 비즈니스일본어전공 일본 IT 전공

한일문화콘텐츠전공에서는 일본어, 일 
본지역, 일본문화・문학, 한일문화콘텐 
츠 관련 교과목을 접목시킨 융합학문 
을 교육하고, 일본 교환유학, 국내외 
문화교류행사 등 다양한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일문화에 대한 심 
화지식과 고도의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 문화산업분야에서 활약할 전 
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통용되는 실무형 
일본어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한국 
과 일본에서 통용되는 각종 비즈니스 
현장, 통번역 분야, 무역 및 항만 분야 
의 실무형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입니다. 일본어 수준별 수업을 기 
반으로 한 실용 일본어교육에 비즈 
니스 실무능력까지 탄탄히 키울 수 
있는 차별화된 융합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 관련 업무 
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 
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IT전공은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IT 공학 기술을 
융합하여 일본 현지에서 IT엔지니어 
로서 최적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IT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등과 같은 필수적인 
기본과정을 이수한 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 및 
관련 IT 공학 강좌를 집중적으로 개설 
하여 교육함으로써 현지 적응형 실무 
인재를 양성합니다.

•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실무형 일본 관련 전문가 양성

• 국내 외국어 관련 학과 중 최초로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3개의 세부 전공 운용

• 3+1 장기수학제도, 2+2 해외복수학위제도를 통한 활발한 일본교류 프로그램 실시

• 각 전공별 우수한 국내외 교수진 확보

• 전공별 일본현지 기업 인턴십을 통한 해외취업 기회 제공

• 활발한 동아리 활동, 일본어 관련 국내외 각종 대회 참가, 다양한 학생회 행사

• 청해진대학 일본IT과정 연계를 통한 학생 지원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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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중심, 
           차세대 중국 인재 양성 학부”

중국학부

중국학부는 세계가 요구하는 중국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중국어 언어능력, 중국현지화 

능력, 중국통상 실무능력, 중국 문화 디자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우리 중국학부는 ‘중국어전공’과 ‘중국지역통상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어전공은 유창하고 세련된 중국어와 통번역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언어와 사회, 문화에 

대한 심도 있고 폭 넓은 지식을 겸비한 실무형 중국관련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중국지역통상 

전공은 중국어를 중심으로 중국지역 현지화 능력 및 중국통상 실무 능력을 구비한 중국지역 

통상 분야의 중국관련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상담교수 김동하, 이효영  .  상담문의 051.509.5771

세계가 요구하는 중국 전문가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특.장점

교육과정

• 중국, 대만 80여 개 대학과 교환학생 및 복수전공제 운영

• 중국 학생들과 1:1 탄뎀 수업을 통한 중국어 습득 및 문화교류 체험

• 중국, 대만 소재 대학과 방학 중 1개월 6학점 인정 가능한 단기어학 운영

• 진로설정과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산학연계 사회맞춤형 중국어 교육(LINC+사업)

• 국가지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K-Move 싱가포르)

• HSK,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컨벤션기획 등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국제무역사, 무역.원산지.물류.유통관리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통번역, 무역실무, 전자상거래 교과목 개설

• 교직 관련 교과목 별도 개설(중등학교 정교사 2급, 중국어 전공 대상) 

중국어전공 중국지역통상전공

•기본 : 커뮤니케이션 중국어, 중국어말하기, 중국어독해, 

   중국어 듣고 쓰기, 중국어 실용어법, 중국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중국어-한국어 Tandem 등

•심화 : 중국 어학과 문화, 중국 문학과 문화, 중국어 의료 

   관광 커뮤니케이션, 전공 Tandem, 작문 Tandem, 

   HSK연습, 중국어 어휘 연습, 중한 통번역연습, 한중 통번역

   연습, 캡스톤디자인 등 

•기타 : 중국어 교직 과목(중국어 교과 교육론, 중국어  

   교과 논리 및 논술, 중국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호스피탈리티 중국어1,2

•중국어학 : 중국학입문, 중국어말하기, 중국신문읽기, 

   무역중국어, 시사중국어

•경제.통상 : 경제이해, 중국지리이해, e-Biz창업, 

   중국상관습이해, 중국통상이해, 화교경제권 이해, 

   무역실무, 한중경제론 

•사회.문화 : 중국지역문화의 이해, 현대중국정치의 이해, 

   한중문화산업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해외현지기업, 항공사, 호텔, 면세점, 
관광관련 기업, MICE 기업, 물류 및 유통기업, 중국 관련 협회 및 
기관·단체, 교사, 교수, 정부기관, 공무원(외무직 특채, 경찰외사 
요원) 

• 관련 자격증: HSK, 관광통역사, 2급 중국어 교사 자격증 등

무역회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화권(타이완, 싱가포르) 
해외기업, 항공사, 관광 및 MICE기업, 물류 및 유통기업, 전자상 
거래기업, 중국관련 법률 및 특허사무소, 중국관련 협회 및 기관 
단체, 공무원(외무직 특채, 경찰외사요원)

• 관련 자격증: 유통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진로 및
취업분야

교직

28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동남아시아의 
               관광.한류 중심국가, 태국”

태국어과

태국어과의 주요 언어과목으로는 태국어 읽기쓰기, 태국어 말하기듣기, 태국어 언어실습, 태국 

어 번역 연습, 태국어·한국어 탄뎀학습 등이 있으며 태국 사회와 문화, 시사정보 태국어, 태국 

정치경제연구 등 지역학 과목도 개설돼 언어를 기반으로 태국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짜여있습니다. 태국 현지 교육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3+1 장기수학 제도, 

7+1 단기연수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표적인 동아리는 태국 전통 춤 동아리 람타이 입니다．람타이는 교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국과 관련된 행사가 개최되면 자주 초청되어 공연을 갖는 교내외적으로 유명한 

동아리입니다．

상담교수 김홍구  .  상담문의 051.509.5868

언어를 기반으로 태국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과정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태국은 관광산업과 한류 관련 전문 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높아 이 분야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한류의 또 다른 형태인 한국어 학습 붐이 크게 불어 동남아 국가 최초로 한국어가 
대학입시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외에도 시장개방과 제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한 태국은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기계류, 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100명이 넘는 졸업생이 이 분야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법무부(출입국 관리직), 인터폴, 주태 한국대사관, 주한 태국대사관, 태국 대학 한국어과
태국진출 한국기업체, 타이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태국 내 한류 관련 기획사, 통번역가(통역사 자격증) 

저학년은 전공기본을, 고학년은 전공심화실무를 이수해야 합니다. 
태국어과는 수준별 언어수업을 진행합니다. CEFR(유럽 공통 언어평가 기준)에 따라서 수준별 
언어수업을 개발했습니다.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Reference)란 2000년도 유럽 
평의회에서 채택한 기준으로, 어학 능력을 평가하는 수많은 주관적인 지표들 사이의 혼동을 막기 위해 6개 
등급으로 분류한 어학능력 분류 기준표입니다. A1 / A2 는 Basic User단계, B1 / B2 Independent
User단계, C1 / C2 Proficient User단계로 나뉩니다. 1, 2학년은 언어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 기초언어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언어실습 등의 A1, A2과정을 배우며 3, 4학년 때는 B1, B2 과정을 배우며 태국 
사회와 문화, 태국 정치경제연구 등의 지역학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

• 동남아의 전통 강국인 태국은 우리에게 관광과 한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국어 학습 붐이 크게  
    불고 있는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태국에 진출해 삼성, LG, POSCO, CJ, NAVER 등 
    투자기업과 대사관, 한국문화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의 한국어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사경찰, 출입국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CP그룹 한국지사, 타이항공사, 게임업체, 성형 
    외과 등도 중요한 취업처가 되고 있습니다. 씨나카린위롯 대학교, 까셋삿대학교와 3+1 학위제, 7+1 
    학위 제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 최대기업인 CP그룹 산하 기업대학인 빤야피왓 대학교(PIM)와 
    인턴십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공 특징
    3+1 장기수학제도, 7+1 단기연수제도 시행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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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무한한’ 미래공작소,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는 1982년 개교와 함께 설립되었으며, 세계 인구 4위 (약 2억 

7천만 명)의 대국이며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와 현재 동남아 한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말레이시아의 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간 

협력관계가 괄목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의 사회적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 학과의 역할이 국내와 해외에서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교수 박광우  .  상담문의 051.509.5811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언어,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외교부 등의 국가기관, 대사관 및 영사관, 무역회사, 여행사, 항공사, 언론사, 금융기관, 국제기구, NGO, 다국적 

기업체, 호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공 언어 습득 이외에도, 전공 지역에 대한 입체적인 

학습을 병행하여 현지 지역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 2학년 기간 동안 체계화된 

언어 교과목을 수강하여 전공언어 습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3, 4학년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들을 이수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은 교환학생 

(3+1, 7+1) 제도와 현지 기업체 현장실습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와 지역사정 그리고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통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지역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학과는 특색 있는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전공교육과 연계한 심층학습 및 현장실습 지원 (교환학생제도, 인도네시아어 집중과정, 탄뎀)

• 취.창업 관련 커리어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캡스톤 디자인, B-Move, 해외인턴십) 

• 전공학습을 위한 학생 자치 프로그램 구성 (글로벌 튜터링, 전공 동아리활동)

특.장점

30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아세안 신남방정책 중심국가 베트남, 그곳에서 
         꿈을 펼칠 베트남 전문가로 성장하십시오!”

베트남어과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베트남어과는 연평균 6.5%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인구 1억명의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로 성장한 베트남, 그 베트남의 공용어인 

베트남어는 물론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전공교육을 위해 최고의 교수진이 

진행하는 강의 커리큘럼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 베트남어과에 오셔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길 

바랍니다.

상담교수 배양수  .  상담문의 051.509.5869

베트남 언어 및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최적화된 곳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진로.취업 분야는 베트남어를 갖춘 인재들이 가진 기술에 따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국제기구, 

개발협력 NGO, 외사경찰, 출입국관리사무국, 교정직 공무원, 여행사, 무역회사, 호텔, 항공사 등 관광 및 서비스 분야, 

통.번역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격증 호치민 인사대 베트남어 능력 인증시험(Topiv), 하노이 인사대 베트남어 능력 인증시험, OPI / OPIc 베트남어, FLEX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교류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이기에 새로운 공인자격증 

들이 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의 세부적 교육 목표는 첫 번째로 ‘언어적 구사 능력의 완성’, 두번째로 ‘실무형 지역학 

분야의 교육 확대’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협력증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적 

구사 능력의 완성’은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확산됨에 따라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인적자원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언어 교육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최고의 교수진들이 진행하는 언어 강의는 언어 기초부터 독해, 

회화, 말하기, 듣기, 번역 등의 심화 과정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탄뎀과 학술 동아리 등과 같은 언어적 전문인이 

되기 위한 충분한 학습 여건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어학당, 교환학생 등으로 약 250명의 베트남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유학 못지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무형 지역학 분야의 교육 확대’는 현재 베트남 전문 인적 자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있어서 언어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은 지역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의 

절실함이 증대되면서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인적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언어를 넘어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등 베트남의 실무적인 지역학까지 섭렵할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학 관련 

강의로는 베트남 지역학, 아시아 공동체론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협력증진에 기여하는 인재’는 부산외국어 

대학교 베트남어과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여러 공동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우리학과는 4년제 대학에 정식 개설된 베트남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며, 전국 10위 내 우수한 캠퍼스 교육 

환경과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2+2 해외복수학위제도), 다수의 베트남인 유학생과 함께 수업(탄뎀)을 들으면서 

베트남어를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학습할 마음만 갖추고 있다면 베트남 언어 및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최적화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각종 국제기구 및 NGO가 진출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에 베트남과 관련한 취업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는 국내외 취업 측면에서 언어라는 기술적 요소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높은 해외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전공자로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스펙과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장점

2021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 31



“무한한 잠재력, 자원부국 미얀마”

미얀마어과

미얀마어과는 언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역사를 통한 과거와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한 미얀마 

현지 실상을 섭렵하여 완벽한 실무능력을 갖춘 미얀마지역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 

니다.

2015년 30개의 국내 명품학과 중 하나로 미얀마어과가 선정된 이래 현재도 교육부의 특성화 

우수학과로 선정되어 현지파견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미얀마 국립 양곤 

대학교와 1년 또는 단기 어학연수 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김성원  .  상담문의 051.509.5870

완벽한 실무능력을 갖춘 미얀마지역 전문가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련
자격증 특별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따로 없고 본 과에서 만든 TOPIM의 성적 여부를 결정하여 미얀마어 능력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TOEFL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미얀마어 능력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학년은 전공기본을, 고학년은 전공심화실무를 이수해야 합니다.

1, 2학년은 언어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 외국인교수와 기초언어 말하기듣기, 언어실습, 읽기쓰기 등을 

배우며 이외에도 지역학 입문, 미얀마 역사 수업을 통해 미얀마라는 나라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3, 4학년 때는 통.번역 및 시사 미얀마어 등을 공부하며 미얀마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졸업 후 즉시 현지에 투입되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얀마 정치연구.사회와 문화 등의 

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국내 유일 존재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특수성 및 희소성이 있어 미래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장점

32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전 세계로 부상하는 
                       부상시장 인도학과”

인도학과

인도학과는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인도와 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지역의 사회, 문화, 역사 등의 기초 지역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 등의 비즈니스 기초과목과 더불어 영어 및 힌디어를 학습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경제, 인도투자환경, 인도 무역 및 금융 시장 등에 대한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이광수, 이순철, 손연우, 로이, 스리잔  .  상담문의 051.509.5891

5대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인도 지역전문가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인도 현지의 삼성전자, LG전자, POSCO 등의 대기업과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현지대사관 및 KOTRA 등에 

취업하는 것은 물론 국내의 삼성자동차, 무역회사, 여행업, 호텔, 항공사 등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영어 학습을 

배경으로 미국 및 베트남 등의 도소매 및 자동차 회사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취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2학년에는 전공기본을 다지는 단계로 인도개관, 인도사회, 인도역사, 인도종교 등의 인도사회 문화에 

관한 수업과, 인도비즈니스 언어인 영어를 주로 수업하는 등 인도 지역전문가의 기초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3학년에서는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국제마케팅, 해외시장 조사 등의 비즈니스 기초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4학년에서는 1, 2학년에 학습한 지역기초과목과 3학년에서 학습한 비즈니스 과목을 

접목하여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도경제학, 인도투자환경, 인도금융시장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경제규모와 인구 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흥 경제대국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대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로 인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취업과 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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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이루는 두바이, 
                   블루오션 아랍세계로!”

아랍학과

아랍학과는 1983년도에 첫 신입생을 받아들인 이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를 선도하는 주도적인 학과로 성장 해 왔습니다. 우리 학과는 '실용교육을 

통한 아랍.중동지역에 정통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모든 구성원들의 

진실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는 정부로부터 ‘특수외국어전문교육기관’

으로 지정되어 아랍어교육에 있어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아랍.중동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담교수 하병주  .  상담문의 051.509.5881

실용교육을 통한 아랍·중동지역에 정통한 전문인력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대기업, 정부기관, 공기업, KOICA, 무역진흥공사, 해외건설협회, 국내외 항공사, 의료통역, 중등학교 교사, 국제 

기구, 현지창업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클리닉 및 심화학습을 위한 다양한 튜터링 제도와 자매대학 등 맞춤형 

현지연수(3+1) 제도를 통하여 아랍어와 현지 사정에 능통한 실무형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지 출신 외국인 교수와의 수업을 통하여 현지 생활에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언어.문학.사회.역사.문화.정치.경제 등 각 분야의 학습을 통해 아랍 지역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잡힌 

지식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공인 아랍어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비롯하여, 첨단매체 활용과 탄뎀 

(Tandem)학습법, 교재 및 인증평가시험 등의 국제표준화 작업과 체계적인 국내외 연수과정 등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3년은 국내에서 1년은 해외에서 연수하는 과정인 현지교육프로 

그램(3+1)의 병행과 정부 및 현지 국가(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등)의 유학 연수 및 다양한 현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현지화 된 능력 있는 지역전문가 양성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외국어 진흥사업과 함께 다양한 수준별 스터디 및 비교과 과정을 활성화하여 개인별 교육의 학습 

효과와 역량제고를 극대화 합니다. 실용언어와 교육학 등의 체계적인 학습과정으로 아랍어 교직 전문가를 

양성하며, 국내외 인턴십 등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교육과정

정부의 ‘특수외국어교육 진흥법’과 함께하는 최고의 아랍지역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 원어민 교수를 통한 현지 아랍어 및 아랍문화 학습교육과정

• 맞춤형 현지연수(3+1), 현지 장학 유학, 국내외 인턴십 등 진출기회 부여

• 클리닉 및 심화 학습을 위한 비교과 과정과 학습동아리 운영

• 아랍어 교육전문가 및 취.창업을 위한 역량 강화 기회 부여

• 우리대학 ‘지중해지역원(IMS)’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장점

교직

34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진로 및
취업분야 졸업 후 진로는 글로벌 기업, 해외마케팅, 영중 통번역, MCN비즈니스, 문화콘텐츠 기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G2융합학과! 
                   The First, The Best!”

G2융합학과

우리학과는 2015년 국내 대학 최초(The first)로 G2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융합 

학과입니다. 현재 글로벌 무대는 영어를 통용어로 하고 있으며, 중국어의 위상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와 중국어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학과는 영어와 중국어 이중언어 능력의 배양을 기초로 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외국어 인재, 언어와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마케팅 인재, 언어와 모바일 비즈니스 능력을 겸비한 스마트 비즈니스 인재가 바로 우리학과가 

양성하고자 하는 베스트 인재상(The best)입니다.

상담교수 정용주  .  상담문의 051.509.6101 & 051.509.6789 & 051.509.6117

G2언어(영어.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은 HSK(한어수평고시) 4, 5, 6급, 토익, 토플 등이 있습니다.

• 영어 영역 : 토익, 토플 등

• 중국어 영역 : HSK, CPT, BCT 등

• IT / 비즈니스 영역 : 경영지도사, M-Commerce관리사

교육과정

G2융합학과에서는 단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마케팅, 모바일 비즈니스 이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의 외국어는 나에게 또 다른 국경을 만들어 줍니다. 영어와 중국어라는 언어는 세계를 나의 국경으로 

만들어 줍니다. 한 학과에서 영어 및 중국어 전문가들과 함께 두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학과만의 특징입니다. 또 글로벌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실무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키울 

수 있으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유의 시스템을 갖추 

고 있습니다.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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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중 회화
• 영중 낭독
• 영중 통번역

1학년-3학년

• G2지역이해
• G2문화콘텐츠
• G2신문읽기

• 글로벌마케팅
• 디지털마케팅
• 마케팅 프로젝트

• 비즈니스기획
• 캡스톤디자인
• 모바일비즈니스

1학년-2학년

1학년-3학년 1학년-2학년

G2문화
콘텐츠

창의적
비즈니스
기획역량

영어
중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기초역량

우리학과의 교육과정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교육영역은 

우리학과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외국어, 

지식, 실무, 기획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영역에는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교수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이 교육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방송, 광고의 미래 
                    우리가 만들어간다”

영상콘텐츠융합학과

영상콘텐츠융합학과는 영상콘텐츠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하고 창조적인 영상콘텐츠 전문 인력 및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영상콘텐츠의 전반적인 영역을 학습함으로써 도래 중인 콘텐츠 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담교수 진기행, 김상진  .  상담문의 051.509.5961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하고 창조적인 영상콘텐츠 전문 인력 및 지식인 양성

• 영상콘텐츠일반에 대한 교육

    영상문화이론입문 / 현대미디어이론1, 2 / 미디어의역사1, 2 / 미디어미학1, 2 / 영상콘텐츠분석과

    비평 등 

• 영상제작일반에 대한 교육  

    기초촬영과조명 / 기초사운드 / 기초영상편집 / 기초영상효과 / 고급영상촬영과조명 / 시나리오작법 / 

    고급영상효과 / 고급사운드 / 기초이미지마스터링및시연 / 고급영상편집/마스터클래스

• 영화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영화의이해 / 현대영화이론1, 2 / 영상콘텐츠기획(영화) / 영상콘텐츠제작실습1, 2(영화) / 고급영상

    콘텐츠제작실습(영화) 등 

• 방송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방송과광고의이해 / 영상콘텐츠기획(방송) / 영상콘텐츠제작실습1, 2(방송) /고급영상콘텐츠제작 

    실습(방송) 등

• 광고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방송과광고의이해 / 영상콘텐츠기획(광고) / 영상콘텐츠제작실습1, 2(광고) / 고급영상콘텐츠제작

    실습(광고) 등

• 산업현장실습교육 

    영상산업현장실무, 인턴십과취업(영화,방송제작워크샵) 

교육과정

진로 및
취업분야 • 영화관련직종 : 영화감독, 연출스탭, 시나리오작가, 영화평론가, 영화 및 애니매이션 제작자, 

           영화마케팅전문가, 상영관 영사기술자 

• 방송관련직종 : 방송프로듀서, 방송작가, 방송카메라맨, 프로그램 외주 제작자 

• 광고홍보관련직종 : 기업홍보 및 광고전문가, 문화이벤트기획 및 마케팅, 공연기획전문가

• 영상산업관련직종 : 웹디자이너, 콘텐츠제작자, 멀티미디어시스템 분야 제작자, 독립프로덕션운영자 

• 대중매체관련직종 : 신문사사진기자, 잡지사기자, 출판사편집자

• 관련자격증 : 포토샵, 일러스트, 에프터이펙트, ACA 자격증, GTQ자격증

영상콘텐츠융합학과는 타 대학의 학과들과는 다르게 영화, 방송, 광고의 세 가지 영역을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각각의 장점을 융합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영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장점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36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공부해서 남 주는, 
             부산외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빈곤, 불평등, 가족 해체, 

사회 부적응, 학대, 자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강동훈, 박재현  .  상담문의 051.509.6318

인간을 돕기 위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재단, NGO기관), 건강가정 관련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 

기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호관찰소),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아동 / 청소년 복지관, 청소 
년상담가, 청소년지도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분야(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사회 복지 
시설 설립 및 운영, 사회적 기업), 각종 상담소(아동 /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다문화), 노인 관련 시설(노인생활시설, 노인 
전문병원, 노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시설(장애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재활시설)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 1급 시험, 청소년 상담사 3급, 청소년 지도사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노인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기초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인간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대한 이해
•사회문제론 :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과학적 조사                  
   방법과 기술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및 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 
   복지 대상자를 돕기 위한 방법과 기술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복지론 :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및 활동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 현장실습 후 현장과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이해 
•사례관리론 : 개별 사회복지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과 원리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관리와 행정에 대한 
   이해
•사회보장론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 관련 법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좋은 학과 분위기가 큰 장점입니다. 학생회 활동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 관계가 돈독하고 많은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 때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는 기관탐방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장점

현장분야별 과목
•아동복지론 : 아동과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론 :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의료사회복지론 :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정신장애인 및 정신재활에 대한 이해
•교정복지론 : 교정시설과 재소자 교정복지에 대한 이해
•학교사회복지론 : 학교 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다문화복지론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복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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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글로벌시대의
              상담전문가 양성 선도학과”

상담심리학과
상담교수 이정아, 이지영  .  상담문의 051.509.6559 & 051.509.6343

글로벌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전문가 양성

신설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우리학과는 외국어대학교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학과 교수의 밀착 심층지도가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심리학 분야의 폭 넓은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인을 양성 합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상담심리 기본과 심화로 나뉘며 상담심리 기본에는 상담심리학의 기본이 되는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학습심리, 청소년심리, 진로상담, 직업발달심리학,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인간관계와 정신건강과 같은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심리 심화에는 청소년지도방법론, 

캡스톤디자인, 글로컬서비스러닝, 상담현장세미나,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이 운영 됩니다.

교육과정

진로 및
취업분야 청소년 상담가, 청소년 관련 기관(아동.청소년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직업 관련 기관, 건강가정관련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 

센터), 정부기관 및 기업체 (노인모자시설.아동 청소년 상담기관,  입양기관, 의료기관 등), 기타 상담전문가, 건강 

심리 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등으로서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학과는 2021학년도 신설학과로서 학생-교수간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 형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로설계 및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학생들 한명, 한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교수님들의 열정과, 교수와 학생 간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학업에 대한 어려움,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학과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진로개발센터의 13명의 석박사급 전임 및 객원연구원들과 연계하는 

다양한 진로상담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뿐 아니라,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심층적인 상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장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다문화, 글로벌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사회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제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 

심리 전문가 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다양한 직업과 진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진로상담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직업상담사2급, 상담심리사 2급, 건강가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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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취업분야 글로벌자율전공트랙은 2학년 진학 때 선택할 전공 분야에 따라 다양한 진로 및 취업 기회를 마련합니다. 특히 

국내.외 취업을 대비한 전문적 취업 역량 강화 코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와 취업분야의 관련 자격증은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우리 대학에 설치한 모든 학부(과) / 전공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제적 환경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학부

국제학부는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7년에 신설된 학부로 한국인 학생 전용

글로벌자율전공트랙, 외국인 유학생 전용인 한국어문화교육(글로벌코리아)과 국제무역경영 트랙 등 

모두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 전용인 글로벌자율전공트랙은 입학 후 전공 탐색기간을 거쳐 2학년부터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자긍심과 학습역량을 극대화 

합니다. 한국어문화교육트랙(글로벌코리아트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정통한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한국학 및 국제학, 통번역 전략 기술 등을 학습합 

니다. 국제무역경영트랙은 영어로 강의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요구되는 영어와 비즈니스 지식 

을 갖추고,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트랙입니다.

상담교수 신선종, 조위수, 이민화, 블링턴  .  상담문의 051.509.5791 & 051.509.5809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글로벌자율전공트랙은 국제적 안목을 길러주는 학부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각자 원하는 전공을 선택 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현장실무영어>, <현대기업경영의 이해>, <글로벌 

경제의 이해>, <비즈니스 영어독해>, <글로벌문화콘텐츠의 이해>, <컴퓨터 활용>이 있습니다.

한국어문화교육트랙(글로벌코리아트랙)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 트랙으로 한국 사회, 문화, 예술, 역사, 

경제 등 한국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국어 소통 기술을 함양하며, 다국적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국제학 및 외국어 수업을 기반으로 통번역 영역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경영트랙은 영어 강의를 통해 국제적 소통 능력을 갖추며 마케팅, 인사조직, 국제경영, 무역, 

정보관리 등의 분야에서 최신 이론과 실무를 학습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통상, 시장 진출, 취.창업에 

이르는 제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업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국제학부 글로벌자율전공트랙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조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무시험 전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국제무역, 영상콘텐츠, 

전자정보통신 등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설치된 모든 학과와 전공에 대한 탐색을 거쳐 전과하게 

됩니다.

영어로 개설된 강의와 통번역 관련 강의를 함으로써 국제적 환경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 창조 융합형 

미래사회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뎀 관련 수업 및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과 언어적,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탄뎀(Tandem) 

탄뎀은 원래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자전거’라는 뜻으로,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가 ‘둘이서 함께’상대방의 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보완적 학습활동을 의미함.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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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beat of Korea-Connect 
                 the World with Us”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을
                꿈꾸고 만들어가다! ”

글로벌인재학부

외교전공과 국제개발협력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인재학부는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움직임과 변화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국제전문가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인재학부는 

외국어를 바탕으로 국제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학부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교수 황영주, 구경모  .  상담문의 051.509.6011 & 051.509.6677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전문가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신설

외교전공 국제개발협력전공

특.장점 외교전공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제정치 

학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지식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습득 

하고, 국제사회의 변화와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실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외교 

전공에서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사례와 접목시켜,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교전공에서는 전공기본 과목으로 정치란 무엇인가, 국제 

정치란 무엇인가, 외교란 무엇인가, 국제사회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전공 관련 기본내용을 학습하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과목인 국제정치이론, 

국제기구론, 유럽정치론, 국제정치경제론, 비교정치론, 국제 

정치이론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 국제개발협력 관련 개념 및 지식

• 다른 국가와 지역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동남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 국제기구와 NGO에 대한 이해

• 국제개발협력 사업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

•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턴십

• 국제개발협력 사회적 비즈니스 취창업

일반공무원, 교육가, 정치학연구원(정치문화연구소, 사회정책연 
구소,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안보전략연구소 등), 정부 정책 개발 
분야 및 국제기구, 방송사, 신문사, 다국적기업, 국내기업취업, 
외교관 등 진로의 선택폭이 넓음.

정부기구(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각 부처 및 지 
방자치단체), 국제기구(UN 및 산하기구, 세계은행, 미주기구,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마존조약기구, 중남 
미에너지기구,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 NGO(유니세프, 엠네스티, 
옥스팜,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기아대책, 월드프렌즈 등), 
대기업의 공익 재단 및 사회적 사업부서, 사회적 비즈니스 창업, 
대학원 진학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원.

KOICA 주관 ODA 자격증사회조사분석사

국제개발협력전공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전공기초, 전공심화 및 

전공실습 교과목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여 글로벌 현장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전공에서는 4지역의 포커스 권역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앙 

아시아, 아프리카) 및 3가지 유형의 포커스 분야 (NGO, ODA 

평가, 사회적 비즈니스)를 설정하여 각 지역 및 분야 전공교수 

진이 현장 중심의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진로 및
취업분야

교육과정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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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유능한 경찰 양성의 요람”

경찰행정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정의롭고 정직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맞춤형 교과목 운영을 통해 실무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 

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경찰관으로서의 소양 및 지식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폴, 아시아 전문 경찰관, 외사업무 전문 경찰관 등의 양성을 특성화하여 세계를 무대 

로 치안 및 보안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전문 요원 배출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정의롬  .  상담문의 051.509.5991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정의롭고 정직한 인재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우리 학과는 다른 학과와는 달리 경찰관이라는 명확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하고 입학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경찰과 유사한 형사사법 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검찰, 법원, 교정직에의 진출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해양경찰 및 소방 등에 도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새롭게 개설된 상담심리전공이나 경호보안전공에 대한 복수 

학위 취득을 통해 범죄심리경력채용으로 경찰관에 도전하거나 글로벌한 민간보안회사로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학과의 모든 교육과정은 경찰공무원 시험과목과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학, 범죄학, 

형사법 및 무도를 전공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45학점의 교과목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 공채 

시험과 특채 시험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우리 학과는 매년 20여명에 이르는 경찰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2015년에 이어 2019년에도 또 

한명의 경찰간부후보생을 배출하는 등 부산 지역 내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전국 최초로 경찰서-학과 협력형 교과목을 개발하여 현직 경찰관의 특강과 지구대.파출소에서의 

현장실습이 병행 실시되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교과과정을 통해 경찰관 시험 응시시 

가산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도 단증과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다양한 학과 

활동과 학생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상 1명, 금정경찰서장상 5명을 

선발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부산지방경찰청, 금정경찰서, 경찰특공대, 부산교도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신임순경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등에 견학을 실시하여 재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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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테러 대응 최정예 
          화이트해커 및 사이버 수사관”

사이버경찰학과
상담교수 류법모, 조은래, 김성훈, 유병천  .  상담문의 051.509.6249

실무 중심의 사이버보안 및 범죄수사 전문가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신입생 여러분이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수업으로 사이버개론, 컴퓨터프로그래밍과 경찰학총론, 법학입 

문과 같은 교과목이 있습니다. 2학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수업과 민법, 형법, 헌법 수업을 

듣습니다. 3.4학년 과정에서는 사이버법률, 사이버범죄수사론 및 인공지능보안, 디지털 포렌식 등의 

심화 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

진로 및
취업분야 • 사이버수사 경찰 : 산업체 경력(2-4년), 석사학위, 관련 자격증

• 군 보안 관리자 : 학군단 경력 또는 민간업체 경력 기반 진출

•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산업체 및 대학원

• 일반 경찰

ICT 융합 시대에 사이버 위협이 국민의 생활과 자산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을 방어하여 안전한 ICT 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보호 역량과 법률지식이 융합된 인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역량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사이버보안요원, 사이버경찰 및 전산직 군무원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 

니다. 전문 요원 배출을 대비한 전산, 정보보호 및 법률, 경찰학 융합 심화교육과정을 갖춘 곳은 전국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사이버경찰학과가 유일합니다.

특.장점

사이버경찰학과는 “정보보안”과 “경찰행정” 교육을 융합한 학과로서, 사이버 범죄와 테러에 

즉각 대응하여 국가, 기업, 개인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사이버보안 및 범죄 

수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자격증 정보보안기사 (https://kisq.or.kr)

산업보안관리사 (https://www.kaits.or.kr)

정보처리기사 (http://www.q-net.or.kr)

정보통신기사 (https://www.cq.or.kr)

42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해커 때려잡는
「최강의 정보보안 SPECIALIST」양성”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학과는 지식정보 사회의 핵심정보를 보호하는 실전 감각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보호 기초 지식과 창의적 능력을 바탕으로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배양하고, 정보보호 분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보안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정보보호 전문가로서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을 갖추고, 

차세대 IT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최강의 정보보안 SPECIALIST」 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상담교수 백남균, 이정수  .  학과사무실 051.509.6247

지식정보 사회의 핵심정보를 보호하는 실전 감각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론에 기반 한 암호학, 암호프로토콜, 정보시스템 개론, 정보보안 개론, 정보통신 보안, 개인정보보호, 

산업보안 등의 지식을 기본으로 실습 기반의 모의해킹, 악성코드 분석, 취약점 분석, 보안관제,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의 실무적인 노하우를 학습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보안 기술 역량을 배양합니다.

교육과정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으로 확장되는 지식정보 사회는 다양하고 수많은 보안 

취약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킹과 악성코드의 침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최근 수요에 비해서 정보보호 전문가 공급이 매우 

부족한 지속가능한 유망 전공입니다.

해킹동아리(NULL)

정보보호와 관련된 이론과 실습 해킹 과정과 어떤 식으로 보안이 이뤄지는지 실습해보면서 BOB(Best of 

the Best)라는 차세대 보안 인재 양성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점 분석, 디지털 

포렌식, 보안컨설팅, 보안 제품개발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인턴프로그램(스마트융합보안컨설턴트 양성)

부산 지역 최초 100% 취업 보장형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관련
자격증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산업보안실무, CISA, CISSP, CP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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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취업분야 공무원 정보보호 직렬 특채, 전문 공공기관, 화이트 해커, 보안취약성 분석, 보안솔루션 개발 업체, 보안관제 

서비스업체, 보안컨설팅 업체, 기업 및 기관의 보안담당, ROTC(정보병과 장교) 등



대기업, 정부기관, 공기업, KOICA, 무역진흥공사, 해외건설협회, 국내외 항공사, 의료통역, 중등학교 교사, 국제 

기구, 현지창업 등

“스포츠 가치의 확산! 
   사회체육학과! 그대의 꿈을 걸어라!”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삶의 행복,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스포 

츠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의 전문이론과 실기를 가르 

치고 연구하며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적 전문 스포츠 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 스포츠 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 함양과 스포츠 분야의 전문 

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체육학과 학생은 스포츠지도사 전원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포츠분야의 취업을 최우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김창욱, 최영준  .  상담문의 051.509.6301 & 051.509.6591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이론과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기시험과목인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등을 배우게 되며 자격종목인 58개 종목 중 학생 수요 

자 중심 종목과 전략적 육성 종목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

진로 및
취업분야 체육교육 전문가, 스포츠지도 전문인, 스포츠교육 행정가, 프로 스포츠구단 트레이너 및 사무직, 스포츠센터 행정 

기획, 스포츠이벤트 기획자, 스포츠팀 코치 및 감독, 협회 종목별 지도자, 스포츠경기분석관, 운동처방사, 

스포츠심리상담사, 경기심판원, 공무원, 대학원 진학

• 전공분야의 우수한 교수진은 학생중심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함께 운동하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 부산외대 사회체육학과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할 수 있으며 학생 

    들의 진로를 함께 이끌어 줍니다. 

• 본교에는 중국 사천외대 체육전공자 30여 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국제교류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학생들의 해외학점교류의 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국제적 감각과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특히, 대학원 과정의 전문화되고 심화된 전공영역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특.장점

관련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뉴스포츠지도사, 스포츠심리상담사, 스포츠안전관리사, 태권도 단증, 합기도 단증, 경기단체 심판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MOS 등

44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관련
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증(건강운동관리사), 대한운동사협회 자격증(선수트레이너),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자격증 

(운동재활 전문가), 대한체력코치협회 자격증(체력코치), 미국스포츠의학협회 교정운동전문가자격증, 미국스포 

츠의학협회 퍼스널트레이너자격증, 미국체력트레이닝협회 체력코치 자격증, 기타 전공교수가 인정하는 자격증

필수자격증
2급 생활스포츠지도자,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정보기술자격(ITQ) 시험, MOS 

“미래 건강산업은 
               스포츠재활로부터!!”

스포츠재활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는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손상을 전문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교육 및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운동의 효과를 과학 

적으로 학습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함께 하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상담교수 안창규, 백송원  .  상담문의 051.509.6303 & 051.509.6304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구조를 탐구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아마추어 및 프로팀 스포츠재활트레이너, 피트니스센터 PT 분야, 운동처방사, 트레이너, 지역 보건소, 병원(임상 

운동사),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원, 국가기관의 건강운동관리 분야 등

• 학과에서는 스포츠재활에 필요한 기초인체해부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손상학과 상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정운동학, 대체의학 등의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장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3, 4학년에서는 퍼스널 트레이닝론, 현장실습 세미나 등으로 교과

    목이 구성되어 있어,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형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특히 2학년 하계.동계 방학 기간을 이용한 특별 영어 해외집중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재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육과정

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실기 중심의 과목을 담당하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교수님들과 전문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는 실습실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인체의 구조 및 기능을 학습할 수가 있으며 스포츠가 

인체에 미치는 작용을 고찰함과 동시에 다양한 실기 테크닉을 익혀서 스포츠상해 예방에 유효한 운동 

처방능력을 습득하여 스포츠현장, 의료 및 복지시설 등에서 인턴쉽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특.장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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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경영학과, 
                    센다리 화이팅!!”

경영학과

현재 세계는 4차 산업을 맞이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과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혁신적 글로벌인재를 원하 

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학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혁신적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구축하였고, 여러 기업들과 연계하여 각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수진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조재형  .  상담문의 051.509.6051

혁신적 글로벌인재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련
자격증 경영학에는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이외에도, 회계관리, ERP인사, ERP회계, 경영관리사, 가맹 

거래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다양한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생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한걸음 더 다가길 바랍니다. 

경영학이란 기업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이론 및 원리 등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학문으로, 기업과 관련된 학문인만큼, 그 분야가 매우 넓습니다. 우리학과에서는 경영학의 여러 분야 중 

핵심 중추 분야인 인사, 마케팅, 국제경영, 재무, 경영정보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면, 먼저 경영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영학원론, 경영과 통계 등을 배워 경영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부터는 마케팅원론, 조직관리, 국제경영 등 각 세부항목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게 됩니다. 3학년과 4학년에는 세부 분야의 심화부분을 학습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경영학은 기업 경영과 밀접한 학문으로, 그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우리학과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 중 핵심 중추인 마케팅, 국제경영, 재무, 인사, 경영정보의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기업과 연계하여 

각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에 발맞춰 미국, 중국, 카타르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컬마케터 해외시장 체험 및 경영학+외국어 교육 

과정 등 부산외대만의 경영학과로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특.장점

교직

46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취업절벽시대–최강경쟁력
                            세무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게 기업회계정보를 제공하며, 이 정보들은 기업, 투자자 및 정부기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에 세무회계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해 국가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 

고 있습니다. 목표는 미래의 경영 및 회계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유능한 

세무회계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박정환  .  상담문의 051.509.6091

미래의 경영 및 회계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유능한 세무회계 실무자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련
자격증 전산회계, 전산세무, ERP회계, 기업회계, 세무회계, 재경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자산운용사, TAT, FAT,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회계, 세무, 원가관리, 감사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1학년에서는 기초 회계를 필두로 경영학, 통계학 등 전반적인 과정을 공부합니다.

2학년에서는 심화교과목인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의 기초적인 과정을 공부합니다.

3학년에서는 1, 2학년때 배운 지식을 통해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회계감사 및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관련 심화된 지식을 배웁니다.

4학년에서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교과목을 종합해 학생들이 원하는 직무에 맞춰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육과정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및 비영리회계 등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문분야를 폭넓고 균형 있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본 전공을 이수하게 된다면 개인과 기업의 세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회계 및 세무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취업은 보장되어있기에 상경 

계열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특.장점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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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자율전공트랙은 2학년 진학 때 선택할 전공 분야에 따라 다양한 진로 및 취업 기회를 마련합니다. 특히 

국내.외 취업을 대비한 전문적 취업 역량 강화 코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와 취업분야의 관련 자격증은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우리 대학에 설치한 모든 학부(과) / 전공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Thinking Locally, 
                      Acting Globally”

국제무역학과

국제무역학과는 국제무역이론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국제무역의 추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무역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이해, 무역법규와 

관행의 연계관계 등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맞춤형 국제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무역실무 및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적응력 제고를 통해 무역 

실행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교수 김종석, 김남수, 최두원  .  상담문의 051.509.6071

맞춤형 국제무역 전문가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무역전문가가 구비해야 할 이론분야,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실무분야, 국제화를 주도 

할 인재배출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실행능력을 두루두루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역학원론, 무역상무론, 무역관계법론, 국제무역결제론, 국제운송물류론, 국제무역보험론, 민.상법, 

무역영어, 무역서류론 등 무역 직종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

관련
자격증 무역영어(1급), 국제무역사(1급), 원산지 관리사, 관세사(1차), 외환전문역(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무역전공과 복수전공으로 제2외국어를 연결시켜 국내취업과 해외취업 모두 취업률이 높고, 여러 가지 

직종과 무역을 연결시켜 직업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특.장점

48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글로벌경제시대의 
                 핵인싸 경제금융학과!”

경제금융학과

경제학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 인간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제금융학과는 개인의 경제생활, 기업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금융투자의 원리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 인재를 양성합니다. 

상담교수 권기철  .  상담문의 051.509.6121

세계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비즈니스 인재와 금융전문가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관련
자격증 TESAT, 전산회계,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등이 있습니다.

경제, 금융을 기본으로 경영, 무역, 회계, 보험 등과 같은 인접 분야도 배울 수 있습니다.

1학년에서는 경제학, 금융학을 비롯하여 상경계의 기초교과목을 공부합니다.

2학년에서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투자론 등 심화된 지식을 배웁니다.

3학년에서는 1, 2학년 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금융의 다양한 응용분야를 공부합니다.

4학년에서는 취업에 대비한 실용적 지식, 지금까지 배운 경제, 금융학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육과정

경제금융학과에서는 경제학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원리를 배우면서, 금융 스킬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으로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기회를 덤으로 얻습니다.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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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에 
               팔방미인으로 통한다!”

국제비서학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국제적인 전문비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 비서는 CEO의 일정과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맡습니다. 국제비서 

학과는 일상적인 비서 업무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전문 비서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및 문서작성,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 

전문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상담교수 김미영  .  상담문의 051.509.6151

국제적인 전문비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국제비서학과 졸업생은 국내외 기업, 다국적 기업에서 전문 비서직을 지원하며, 승무원직, 사무직, 컨벤션 

업무까지 진출합니다. 또한, 법률회사,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합니다. 

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비서, 컴퓨터 활용, 외국어 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비서 부분에서는 비서학원론, 고급비서실무론, 국제비서실무실습을 수강할 수 있고, 컴퓨터 활용 부분은 

오피스웨어실습, 실용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기법, 문서기획 및 작성이 있습니다. 외국어 부분은 

비즈니스영어, 비즈니스 영어번역, 비즈니스 영작문 등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배우는 수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경영 전문지식에 대한 경영학원론, 인간관계론, 국제기업문화의 이해 등이 있으며, 

비즈니스 태도에 대한 국제비즈니스 매너, 서비스 매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비서의 역할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 중재자로서 

우수한 외국어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제비서학과에서는 국제 회의, 국제 

행사, 전시 컨벤션 업무 기획 및 관리 전문가로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교과목 편성으로 비서의 역량뿐 

아니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국제적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특.장점

관련
자격증 비서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MOS, ICDL, 토익 등

50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WE’RE READY TO FLY.
     FLY TO THE SKY. FLY TO THE WORLD”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객실승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능력, 인성을 갖추고 국제적인 매너와 

교양과 실제적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함양하여 글로벌 항공서비스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항공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비전과 필수 직무역량을 갖추어 항공사 승무원 및 

항공운송 산업 관련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갖춘  항공서비스 

인을 양성합니다.

국제매너를 갖춘 항공서비스 전문가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 / 열차승무원(KTX. SRT), 기업비서직, 호텔 및 외식업계, 크루즈 승무원, 여행사 

및 기타 관광산업 분야, 해외 공항 지상직 취업, 대학원 진학(석, 박사)

관련
자격증 영어(TOEIC, TOEIC SPEAKING, OPIC), 일본어(JLPT), 중국어(HSK)등 다양한 외국어 자격증, 토파스(항공예약 

발권자격증), CS LEADERS 관리사, 심폐소생술자격증, 국외여행인솔자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특성인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항공 산업 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객실승무원 및 지상직의 전공지식함양, 취업면접 역량강화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 수업, 면접대비 

기내방송수업과 각 항공사별 맞춤 퍼스널브랜드 전략에 대해 교육합니다.

교육과정

• 항공승무원 양성을 목표로 전문지식과 현장실무에 중심을 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며 엄격한 학사 관리와 특성화된 교육 훈련을 통해 국내외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장 실무 감각을 익히기 위한 항공기 실제 기내구조모형인 MOCK-UP실, 기내 식음료 실습실, 항공 

    예약발권과 항공관련 통계 분석 등 수업의 항공 컴퓨터 실습실, 바른 자세와 이미지 완성을 위한 메이 

    크업 수업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실습실, 모의 면접과 기내 방송훈련을 위한 전용 항공 실습실 등의 

    최신 교육환경을 갖추어 여러분을  최고의 승무원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부산 경남 최고의 승무원 양성 

    교육기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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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컨벤션학부

국제문화관광전공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의 하나로 여가와 여행이 

자리하며 관광산업이 21세기 한국의 국가적 핵심전략산업으로 인정받는 환경변화에 발 맞추어 

개설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개성있고 인문학적 지식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의 테마 관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본 전공에서는 인문학과 관광을 상호 융합시킨 풍부한 문화관광 

콘텐츠에서부터 관광 이론과 실무, 관광 기획 및 상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관광업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운영합니다.

호텔컨벤션전공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중점전략산업인 호텔컨벤션 분야의 우수인재를 배출 

하고, 더 나아가 외국어역량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습니다. 부산 

외대가 보유한 국내 최고 외국어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입학 시 학생들은 Hotel & 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분야의 글로컬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 하게 됩니다. 

상담교수 변기찬  .  상담문의 051.509.5985

관광업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신설

“콘텐츠를 통해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관광”

“외국어와 실무역량을 겸비한 호텔
   컨벤션 분야의 글로컬 인재 양성”

국제문화관광전공 호텔.컨벤션전공

특.장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한국관광협회 중앙 

   회에서 주관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 전과 

   목 면제

•관광진흥법 제38조에 의거 국가에서 실시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시험 중 일부 과목(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희망 진로별 상담교수제 운영

국제문화관광전공에서는 관광과 관련한 국내외 지역의 

역사문화, 지역문화, 문화유산 등 인문학의 토대 위에 다양 

한 관광이론과 실무 과목들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용적인 인접 학문(외국어, 경영학, 

마케팅, 호텔컨벤션, 사회체육 등)의 부전공과 복수전공 

장려 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함께 취업 진로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호텔.컨벤션전공에는 현장실무 전문가가 투입되어 실습 및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호텔 

경영의 이해, 호텔식음료경영과 실무, 호텔객실경영과 실무, 

호텔실무영어, 호텔관광마케팅, 글로벌문화와 매너, 호텔서 

비스커뮤니케이션, 글로벌호텔경영전략, 호텔영업수익관리, 

호텔상품기획, 호텔ICT프로젝트, 호텔관광취업세미나, 컨벤 

션산업의 이해, 호스피탈리티산업의 이해, 국제매너와 에티 

켓, MICE상품개발실무, 유니크베뉴관리, 호켈컨벤션 마케팅, 

컨벤션기획실무, 관광MICE법규, 컨벤션영어, 컨벤션커뮤니 

케이션, 전시컨벤션경영전략 등이 있습니다

여행사무원, 여행상품개발자, 여가레크리에이션지도자, 호텔관 
리자, 여행기획자, 전시기획자, 관광통역안내원, 리조트직원, 마 
케팅 및 여론조사전문가, 문화관광콘텐츠출판, 방송, 공연, 언론 
사 및 관광분야 공무원(시, 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공항, 면세점, 카지노, 크루즈, 항공사, 컨벤션 및 국제회의 업체, 
항공사, 호텔 및 박물관 / 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등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문화관광해설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컨벤션기획사, 조주
기능사, 소믈리에, 바리스타, 관광통역안내사, 국제의전전문가, 
CS관리사, Microsoft Office Specialist (국제공인자격증-MOS), 
TOEIC, TOEIC SPEAKING, TOEFL, JPT, JLPT, HSK

호텔관리자, 호텔 및 콘도접객원, 호텔지배인, 외식산업매니저, 파티 
플래너, 여행안내원, 관광통역안내원, 여행사무원, 여행관련관리자, 
바리스타, 소믈리에, 행사기획자

호텔.컨벤션전공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중점전략산업인 호텔 

컨벤션 분야의 우수인재를 배출하고, 더 나아가 외국어역량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습니다. 부 

산외대가 보유한 국내 최고 외국어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입학 

시 학생들은 Hotel &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분야의 글로컬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진로 및
취업분야

교육과정

관련
자격증

52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다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으로”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공지식과 실무응용능력을 배양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개발 및 연구능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유능한 IT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전공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은 산업체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향후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교수 문상호  .  상담문의 051.509.6221

유능한 IT 전문 인력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국내.외 컴퓨터, 정보통신, 인터넷, 게임, 애니메이션, 전자상거래 관련 민간 기업체, 금융기관, 국공립연구소, 

정부기관, 대학원 진학 등

C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자료구조, C#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알고리즘, 컴퓨터구조, 

자바프로그래밍, 리눅스시스템,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디자인패턴 등

교육과정

• 1982년 개설한 이래 배출된 1,000여 명의 선배들이 전방위적 산업 역군으로 활동 중 

• 부산지역 IT학과 중 가장 많은 삼성멤버십 합격생 배출

•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 공간과 실습 PC 제공하는 랩(LAB)실 운영

• 산학연계 사회맞춤형 교육(LINC+사업)과 연계한 융복합 교육

• 29개국 해외 협력대학 교환학기제 운영(3+1, 7+1, 2+2 복수학위제)

특.장점

관련
자격증 • 국내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리눅스 마스터,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

• 국제자격증 : Oracle자격증(OCP), SUN자격증(SCJP), MS인증자격증(MOS, MCS, MCDB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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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임베디드기사, 리눅스 마스터(1,2급)

• 네트워크관리사, 정보통신기사, 인터넷정보관리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스마트폰앱개발자, 디지털영상편집, 파이썬마스터,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코딩능력 마스터(1,2급)

소프트웨어전공 사물인터넷(IoT)전공

소프트웨어학부에서는 Linux시스템 및 C / JAVA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운영체제부터 통신, 

데이터베이스, 웹 및 앱 개발, 마이크로프로세서, 네트워크 등 컴퓨터와 제어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응용 SW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의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다양한 전자기기에 내장하여 특수한 기능을 수행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한 시스템 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대학정보공시 기준 75% 이상의 높은 취업률 (취업률 2018년 : 77.8%, 2019년 : 78.3%)특.장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사물인터넷(IoT)과 응용SW의 융합”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에서는 SW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임베디드 관련 분야와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실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세부 전 공인 

소프트웨어 전공과 사물인터넷(IoT) 전공을 통하여 SW개발, 통신, 멀티미디어, 로봇제어, 

서비스 플랫폼 구현 및 운영, 네트워크 응용 SW개발 및 보안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용되는 

신기술들을 이론과 실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상담교수 장정환, 최진호  .  상담문의 051.509.6241

임베디드와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실무인력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54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교직

“인공지능 로봇과 미래 전기차량의 
     융합기술을 주도하는 전문가 양성”

전자로봇공학과

전자로봇공학은 미래 전기차량, 홈오토메이션, 가전기기,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의 융복합 공학으로써 IoT 센서 기반의 전자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로봇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자.로봇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본 학과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계, 전기 

전자, 센서, 제어, 컴퓨터, IT, 영상 등의 융합적인 시스템 설계능력을 학습하는 학과입니다.

상담교수 신규재  .  상담문의 051.509.6261 & 051.509.6273

전자.로봇공학 분야의 인재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 전기전자, 기계공학의 기초 전공 교과목인 기초수학, 기초물리, 기초전자공학 등 전공 기본기를 다진  

    후 회로이론, 제어공학, 센서공학 등 실습을 병행하여 전공심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IoT 센서, 빅데이터 계측 및 분석, 인공지능 교과목으로 정보통신개론, 센서공학, 

    프로그래밍 등 또한 전공과목으로 실습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 메카트로닉스, 로봇센서응용실습, 지능형 로봇 교과목은 전기차량, 인공지능 로봇의 융합교과목으로 

    로봇을 실제로 제작, 작동시키며 로봇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팀별로 전공지식을 바탕 

    으로 과제물 수행 및 작품 설계, 제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 학과 특.장점으로 교직이수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함과 동시에 교직과정의 교과목,   

    전공교직과목 이수 시 중등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 동아일보 2020년 HOT 100학과 선정

• 제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인공지능 로봇 및 융합기술의 우수 인재양성 학과

• IoT, 정보통신, 인공지능 융합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전기차량 설계 엔지니어 양성

• 학과+석사 연계과정 5년 수료과정 운영 및 장학금 지급

• 전기, 전자, 반도체, 로봇분야 교직과정 개설 및 중등교사 임용 교육과정 개설

• 로봇동아리 로봇제작 YouTube 채널 “kyoojae shin”검색

특.장점

진로 및
취업분야 • 국가출연연구원(한국기계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소방방재 연구원 등) : 학.석사 연계과정 추천

• 대기업 엔지니어 (중공업, 가전, 자동차, 방위산업, 로봇, 정밀기계, 공장자동화기계 등)

• 중소.중견기업의 엔지니어 (기계 / 전기전자 / IT제어 융합시스템 설계 등)

•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항만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 기술 분야 중등교사 등

관련
자격증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유무선통신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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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전문가 교육을 
                          선도하는 학과”

빅데이터학과

빅데이터학과는 최근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에 중점을 두어 특화된 전공 

입니다. 본 학과에서는 통계학의 기본 개념과 여러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방법들을 익힘 

으로 올바른 통계기법과 정보 처리의 전문지식 습득,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statistician)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교수 문승호  .  상담문의 051.509.6131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나 데이터분석 전문가(statistician)의 양성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로 및
취업분야 진로 및 취업분야로는 분석경영전문가, 보험금융통계, 품질경영, CRM 분야의 전문인력,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여론 및 

마케팅 조사회사, 통계청, 정부행정기관 일반 및 공기업 품질경영업무, 개인 및 기업 신용평가 기관 등이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품질경영기사(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고객의 요구가 가격중심에서 고품질, 다양한 디자인, 충실한 A/S 및 안전성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의 경쟁력 창출 요인도 변화하여 기업경영의 근본요소로 품질경영체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확산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전문기술인력양성이 요구되어 제정된 자격 제도입니다.) 사회조사분석사(사회조사분석사란 기업이나 

정당, 지자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가 필요로 하는 조사를 수행해 분석, 보고하는 전문 인력군입니다. 주로 경영, 조사기획, 

자료분석,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방법론, 사회통계, SPSS 통계분석 실무 등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더욱이 

정보화 사회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입니다.) 통계패키지 관련 자격증(SAS, R, SPSS, Minitab 그 외 6시그마 관련 자격증, 빅데이터 분석사 자격증, 

빅데이터 전문가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 교육과정
       - 통계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게 하고, 다양한 통계방법과 정보처리 기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통계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 통계와 정보 처리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익혀 실제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통계.정보처리의 실제적 능력을 함양시킵니다.
       - 정보화시대 금융보험, 품질경영 및 조사분석 등 사회 각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론의 활용과 응용 능력을 신장시킵니다.
• 주요교과목
       -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전산통계 및 실험, 데이터분석 기반의 통계적 의사결정론, 회귀분석 이해와 
      활용, 탐색적 데이터분석 및 실험, 범주형 데이터분석 및 실험,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및 실험, 
      선형대수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빅데이터학과에서는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학습한 인재들은 사회 및 산업계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데이터 기술 전문가로 활동하고 데이터 
분석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통계과목들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며 이에 더해 
경영, 통계 등 산업계에서 수요가 있는 특화된 교과목을 학습하여 향후 빅데이터 전문가, 금융정보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전문가 등의 진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장점

56 . 글로벌 최강 지구촌 캠퍼스!

“BUFS 어느 학부(과)에서든

      다양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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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프로그램

1 GTE아카데미

•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                  이 3개 산.학.연 공동으로 취.창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 현지 대학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이수, 현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수행, 해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기업 탐방, 특강 및 모의면접 지원

‘우리대학’‘현지협약기업’

야생화 플러스

• 글로벌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지에서의 문화 탐방, 자료 조사 및 수집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 수행형 프로그램

• 학생들 스스로 팀 구성, 주제 및 국가 선정과 활동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제 해결 기반의 팀프로젝트 수행

2

글로벌 테마로드

• 사제(師弟)간 팀을 구성하여 해외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 기반 학습 프로그램

• 현지 수행과정을 교육용 다큐멘터리(영상)으로 제작하여 대학 교육에 환류, 지역사회에 공개하여 성과 확산

3

글로컬마케터 체험단

• 글로컬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력, 현지시장 조사 능력, 홍보마케팅 능력 등 글로컬 실무역량 개발을 위해 글로컬 마케팅

    현장실무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글로벌취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글로컬 마케터 취.창업 유도

• 국내 프로젝트 : 모바일 비즈니스 업체 및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벤처기업과의 산학협력으로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 해외 프로젝트 : 업체와 산학협력으로 특정 해외지역의 시장조사 및 탐방, 현지 기업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파견된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방학 중 실행

4

BUFS국제협력단

• 방중에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며 운영 장소, 일정, 봉사내용 등을 학생이 직접 구상하여 계획서 제출 (교육봉사, 노력봉사)

• 제출된 계획서를 통해 선발 심사 후 각 국에 해외봉사를 실시하여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

5

B-MOVE 해외취업연수과정

• 우리대학 자체 해외취업 단기 프로그램

• 국가별 특화된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자체 연수 프로그램 운영(국내연수, 해외연수)

•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싱가포르, 미국, 독일, 일본 등

6

K-통역 Pro-Bono

• 우리대학과 부산지역 기업체의 상생을 위한 통역번역지원 프로그램 / 통역

    번역특별교육과정 수료 후 기업체가 전달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파견, 이후 성과 발표회 실시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