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시작, 경남정보대학교는 재취업과
창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만학도 여러분을 응원합
니다. 전문학사 학위는 물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잡으십시오!

특전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자격 기준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근무 중인 자
(개인 사업자 포함)
② 주민등록상 만 25세 이상인 자

①무시험 특례입학
②경남정보대학교 총장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수여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기회
④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원서접수

수업방식
주말 수업, 대면/비대면 병행수업, 계절학기 수업

2022. 02. 28(월) 까지

학급편성

별도반 운영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장학혜택

매 학기 수업료의 50%

문의

051-320-1228~9

계열/학과

교육내용

입학문의

전기수소
자동차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실무 교육
•자동차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최은호 교수
(010-8537-4266)

인테리어
디자인과

•실내디자인, 인테리어코디네이터, 현장실무, 관련 법규 등 교육
•실내건축 및 컬러리스트 관련 자격증 취득

오성진 교수
(010-3029-3711)

환경조경
디자인과

•조경 설계 및 시공 과정(조경설계, 시공, 가드닝, 컴퓨터설계 프로그램, 도시
농업 등), 플로리스트 과정 교육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신수안 교수
(010-9316-5398)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이너, 출판·편집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옥외광고디자이너 양성 교육

미디어영상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드론촬영 전문기사 양성 교육
•색보정 및 영상후반작업(편집)전문가 양성
•진로 : 유튜브 크리에이터, 드론촬영기사, 영상편집전문가,
초·중등 유튜브강사 등

조숙희 교수
(010-3824-0512)

•부산 유일 3년제 사회복지과
•국가공인자격증 3개 취득(졸업과 동시에 무시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으로 노인재가복지센터 등 운영
•주 1일 수업(토요일)
•졸업 후 1년 과정으로 ‘사회복지학사’ 학위
•취득(3+1)하면 대학원 진학 가능

조윤득 교수
(010-3831-7219)

•마케팅, 회계, OA, 창업, 금융 등 교육
•경영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이원구 교수
(010-2549-2632)

•산업기사 (한식 .양식 ) 자격증 취득 수업
•소자본(분식, 양식, 공방, 디저트카페, 피자, 돈까스) 창업 프로젝트 수업
•케잌 데크레이션 과정 수업

정숙희 교수
(010-6766-3450)

•반려동물학, 동물질병학, 동물복지 및 법규, 동물병원 현장실습, 동물미용
이론 및 실습 등 교육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취득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취득

박효진 교수
(010-3569-3558)

•부산지역 유일! 시데스코(CIDESCO) 국제뷰티교육 인증 기관
(국제피부관리 자격과정, 국제아로마테라피 자격과정)
•메디컬스킨케어, 헤드스파테라피
•메이크업, 이미지메이킹, 색채심리&칼라테라피
•네일, 왁싱, 속눈썹미용(창업과정)
•화장품학, 화장품조제실습,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과정
•뷰티리더십, 배려리더십(1급 자격과정)
•뷰티마케팅

김경미 교수
(010-4544-0045)

사회복지과

재테크경영계열

호텔외식
조리계열

반려동물케어과

피부메이크업
네일과

※ 원서접수 후 등록 인원이 별도 학급편성 인원에 부족할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음.

최동철 교수
(010-3066-7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