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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학과
미래 인터넷 비즈니스 시대를 리드하는 트랜디(Trendy)!
학과선택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는 다양성(Flexibility)!
e-비즈니스, 빅데이터, SW 전문가를 아우르는 디지털 인사이더(Insider)!

Department of 
e-Business

학과
소개

일상 속 시리얼 학문, e-비즈니스

e-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행위부터 고객 서비스를 포함하는 마케팅, 전자 결제, 모바일 앱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한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망라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갈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용 학문

취·창업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트랜드 선도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따른 빠른 변화에 맞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 마케팅과 빅데이터분석과 같은 최신 산업 이론부터, 모바일 

비즈니스, 라이브 커머스 디지털 영상 편집 같은 선도 실무교육을 겸비, 졸업 후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학과

민간자격증

검색광고마케터, 인터넷정보관리사, 디지털영상편집, 

창업지도사, SAP Associate, AWS architect, MCP, 

MCSE, CISA

졸업 시 
취득자격증

국가자격증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졸업 후 
취업 분야(진로)

기존 기업들의 인터넷 비즈니스 진출과 신규 기업들의 등장으로 그 어떤 실용학문보다 다양한 취·창업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 

학과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수업을 수강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음

e-비즈니스 전문가 • e-비즈니스 관리자
쇼핑몰 운영관리,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전자상거래 기획 등 인터넷 비즈니스 관리 분야

• e-마케팅 전문가
마케팅 기획, 고객관계관리, 광고 영상편집, 광고 웹페이지 제작 등 인터넷 마케팅관련 전반 분야

비즈니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다양한 e-비즈니스 산업관련 광고, 커머스 영상 및 디자인 콘텐츠 크레이터 분야

데이터분석 전문가 고객 빅데이터 분석, 경영 데이터 분석 등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e-비즈니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야

e-비즈니스 테크니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설계사, 클라우드 전문가, 디지털 영상 편집 전문가 등 
IT비즈니스 관련 분야

졸업 후 
취업 기업

e-비즈니스 및 
온라인 수출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아마존, 이베이, 옥션, 지마켓, ㈜코리아센터, 카페24, ZUMinternet, 
㈜원츠샵, ㈜솜씨당컴퍼니

SW개발 및 
지식서비스 고객관리 기업

㈜네오위드넷, ㈜오션정보기술, ㈜엑사아이엔티, ㈜어빌리티시스템즈, ㈜피플인소프트, 
㈜아이리스닷넷, ㈜국제손해사정

일반 및 공공기관 삼성, LG 등 대기업 계열사, e-비즈니스 관련된 각종 공사 및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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