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학과-게임 및 디지털콘텐츠전문가 CDR의 목표
본 디지털콘텐츠전문가 CDR의 목표는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트랜드와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를 기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DR 목표

게임 QA
게임 PD
게임 기획자
게임 시나리오 작가
디지털콘텐츠 개발자
디지털콘텐츠 기획자
디지털콘텐츠 QA
플랫폼 QA
콘텐츠 서비스 기획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UI개발자

CDR
대상직업군

2. 게임학과-게임 및 디지털콘텐츠전문가 CDR 직업수요분석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인한 게임 수요의 증가로 기존 온라인게임 중심의 사업체가 모바일게임 위주로 재편되면서
모바일게임 관련 인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게임 역시 수출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며, 이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게임산업 관련 종사자 수는 매출액 대비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나 꾸준한 증가세는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그래픽디자인’이 1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게임프로그래
밍개발’17.9%, ‘경영관리’11.1%, ‘게임 기획’9.8%, ‘게임 운영자 및 QA’8.7%, ‘고객센터(CS)’5.2%순으로 나타났다.

현 황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의 직급별 수요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사원급'(44.3%)과 '대
리급'(28.6%)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게임운영자 및 품질관리, 고객지원 직종의 경우 '사원급'수요가 높은 반
면, 게임 PD의 직종에서는 '부/차장급 이상'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대상 업체 중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업체 (172개사)의 추가 인력 수요는 총 1058명 정도로 직종별로는 '컴퓨
터 프로그래머'(27.1%)와 '그래픽 디자이너'(18.3%)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7.7%로 다수인 반면, '증가할 것
'28.7%,'감소할 것'13.6%로 낙관적 전망이 비관적 전망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도 큰 차이 없이 '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며,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컴퓨터 프로그래머(43.9%) 및 기획
(39.5%)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수요예측

3. 게임학과-게임 및 디지털콘텐츠전문가 CDR 교육과정
학
년

학
게임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기

중점과목

멀티미디어콘텐츠디자인(3/4)
기초프로그래밍(3/3)
게임학개론(2/2)
IT환경변화및디지털라이프이해(3/

멀티미디어콘텐츠디자인(3/4)
기초프로그래밍(3/3)

게임수학(3/3)
콘텐츠서비스디자인I(3/4)
객체지향프로그래밍(3/3)
컴퓨터그래픽실습(3/3)

콘텐츠서비스디자인I(3/4)
객체지향프로그래밍(3/3)
컴퓨터그래픽실습(3/3)

콘텐츠서비스디자인II(3/4)
3D애니메이션(3/3)
게임기획및분석(3/3)
모바일게임프로그래밍(3/3)

콘텐츠서비스디자인II(3/4)

한일문화코드와디지털스토리텔링(
게임소프트웨어디자인I(3/4)
데이터베이스(3/3)
기획서작성및프리젠테이션(3/3)
윈도우즈프로그래밍(3/3)

게임소프트웨어디자인I(3/4)
기획서작성및프리젠테이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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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선택과목

학
년

학
게임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기

중점과목

게임소프트웨어디자인II(3/4)
콘텐츠비즈니스(3/3)
게임알고리즘(3/3)
전공과창업(게임)(1/1)

게임소프트웨어디자인II(3/4)
콘텐츠비즈니스(3/3)

고급게임소프트웨어디자인Ⅰ(3/3)
캡스톤디자인I(3/3)
디지털스토리텔링(3/3)
전공과취업(게임)(1/1)

디지털스토리텔링(3/3)

1

3
학
년

2

고급게임소프트웨어디자인Ⅱ(3/3)
캡스톤디자인II(3/3)
기능성게임(3/3)
산업현장인턴십I(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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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창업프로젝트(3/3)
산업현장인턴십II(3/3)
게임성평가프로젝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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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학과-게임 및 디지털콘텐츠전문가 CDR 자율프로그램
구분

개인

그룹

관련 IT 사이트 검색, 교수 면담, 선배와의 대화

전공 내 스터디 모임, CDR관련 스터디 모임, 튜터링
제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취업경력센터 취업특강,
졸업작품 전시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관련 세미나 참석, 인텁쉽,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공모전 참가, 인턴쉽, 졸업 작품 전시

교내

교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