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제로 진정한 프로를 양성하다!

VR게임콘텐츠과는 3년제 학과로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게임

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R과 AR기술은 게임을 비롯하여 군사, 의료, 건설, 제품, 교육, 에듀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크게 VR/AR/게임콘텐츠 분야의 

기획,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기획 및 디자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래밍, 그래픽스, 포트폴리오 실무프로젝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 후 관련 업계의 VR게임콘텐츠개발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VR게임콘텐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고루 갖춘 교수진, 최신실습시설로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R게임콘텐츠과와 함께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에 올라타세요.

조 현 재 ｜ VR게임콘텐츠과 학과장

VR게임콘텐츠과는 3년제 학과로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게임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신산업 분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는 3D 가상현실 공간에서 생활하는 

새로운 개념의 가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VR게임콘텐츠과에서 공부하는 분야는 바로 메타버스 세계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그래픽, 기획 분야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크게 VR/AR/게임 콘텐츠 

분야의 기획,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기획 및 디자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

그래밍, 그래픽스, 포트폴리오 실무프로젝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 후 관련 업계의 VR

게임콘텐츠개발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VR게임콘텐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고루 갖춘 교수진, 최신실습시설로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가 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과 소개 학과장 인터뷰

커리큘럼 및 산학협력

•  가상현실콘텐츠 기획자/디자이너/개발자

•  증강현실콘텐츠 기획자/디자이너/개발자

•  UI/UX 기획자/디자이너

•  2D/3D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

•  게임 기획자/디자이너/프로그래머/QA

•  게임 UI/UX 기획자 등

풍부한 취업분야,

폭넓은 선택

•  Unity Certification,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GTQ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

전략적 취업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

다양한 

분야의 

취업!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교육 커리큘럼

VR/AR/

게임 

프로그래밍

유니티/

C#프로그래밍

다양한 장르의 VR/AR/게임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C#, C++, 유니티 엔진 등의 

게임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합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VR/AR/게임서버를 이해하고 유니티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실무 능력을 키웁니다.

UIUX 및

그래픽스

3D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VFX

VR/AR/게임 콘텐츠에 사용되는 3D 데이터를 제작하는 과정을 Maya, Blender, 3D MAX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고 유니티, 언리얼 등의 실시간 엔진에서사용되는 각종 VFX를 

적용하여 XR 컨텐츠를 직접 제작해봅니다.

VR/AR/게임 

UIUX

다양한 장르의 VR/AR/게임 NUI/NUX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및  

프로토타이핑 툴들을 실습합니다.

콘텐츠 기획
VR/AR기획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 기획서 작성에 대해 기초 능력을 키웁니다.

게임 기획 다양한 장르의 게임 기획의 개념을 학습하고 실무 게임 기획을 학습합니다.

웹/앱분야 

및 영상 제작

웹/앱

UIUX디자인

웹/앱 UIUX를 기획하고 어도비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XD 등를 활용하여 GUI 디자인 

실무 능력을 키웁니다.

영상 제작 어도비 프리미어 등을 이용하여 영상 제작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포트폴리오
VR/AR/게임 

포트폴리오
VR/AR/게임 콘텐츠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합니다

VR연구소 활동 계획

- VR콘텐츠 개발

- VR/AR 교육관련기술연구 및 연구회 운영

-   VR 협의체 구축을 통한 VR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 VR콘텐츠 제작 관련 재정지원사업 운영

신구대학교 VR게임콘텐츠과는 가상증강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주)프론티스와 2018년에 산학협혁 협정을 맺었고 2024년에 

판교에 VR기술연구소를 개설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력 

가상증강사업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주)프론티스와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정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2023년에 완공될 

(주)프론티스 본사에 신구대학교 VR기술

연구소가 설립됩니다.

VR기술연구소를 통해 가상증강현실 교육을 

선도하는 신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 shingu_vrgamecontents

유튜브 : 신구대학교 VR게임콘텐츠과

페이스북 : 신구대학교 vr게임콘텐츠과

T. 031.740.1375 
 https://vr.shingu.ac.kr

무한한 상상력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창조하는 VR 세상 

3년제

VR게임콘텐츠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 프로그래머 양성      VR/AR/게임 디자이너 양성      VR/AR/게임 콘텐츠 및 UI/UX 기획자 양성      실무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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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학 협력 VR게임콘텐츠과 주요활동

유니티 프로그래밍 실습을 위한 VR게임콘텐츠 실습실과 3D그래픽과 VFX 실습

을 위한 실감미디어 실습실, XR프로젝트 테스트를 위한 XR테스트베드실습실, 

팀프로젝트와 게임기획 및 디자인 실습을 위한 PBL(Project Based Learning) 

Room 등 다양한 전문화된 실습실과 Oculus Quest2 40여대와 액정테블릿 약 

4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습실

산학협력관109호(PBL Room) 산학협력관108호(XR테스트베드 실습실)

산학협력관102호(VR게임콘텐츠실습실) 산학협력관 104호(실감미디어 실습실)

산관학 협력업체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광주시

수원시
안산시

군포

안양
과천

의왕
성남시

서울특별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김포시

부천

광명

시흥시

화성시

포천시

연천군

8

8

3

0이상 ~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서울특별시

• (주)고누아이

• (주)페이크아이즈

•  유니티 테크널러지  

코리아

•  (사)한국블록체인 

콘텐츠협회

•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 (주)퍼센트

•  NMARM  

(뉴미디어아트연구회)

• (주)디캐릭

성남시

• (주)서틴스플로어

• (주)라이프프랜드

•  (주)프론티스  

XR리얼리티연구소

• (사)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 (주)한국게임엔에프티

• (주)크렌진

• (주)던전소프트

• (주)택티컬리스트

수원시

•  (주)프론티스  

ICT융복합기술연구소

• 경기도 미래산업과

•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

소재지 서울 성남 수원 기타(해외)

기업 수 8 8 3 2

현장실습 제도

1단계

Pre-Practice Program

• 교외 실습

• 예비 실습

2단계
졸업학년

On-Practice Program

• 계절제·학기제 현장실습

3단계
졸업학기

Post-Practice Program

• 입직실습

• 해외현장실습

실습 수업

AR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산학공동기술개발 사업으로 

㈜주렁주렁스튜디오와 설화탐정 제주편 AR BOOK과 관련하여 AR Core 프로

그래밍 실습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XR 게임그래픽 수업에서 그래픽 기초이론과 더불어 Maya, Blender, 

SubstancePainter 등 현업에서 실제 컨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그래픽 툴을 학

습하여 게임 그래픽의 전체적인 제작과정을 실습합니다.

동아리활동

VR게임콘텐츠과에는 원화동아리, 유니티 

C# 동아리, 3D 모델링 동아리, VR 하드

웨어 기기 체험 동아리, 인디 게임 제작 

동아리, 모션캡처 동아리, 게임 제작 연구 

동아리 등에서 선후배가 함께 스터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Tree & Music 창업동아리는 창업경진

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두 개의 XR/게임 

창업동아리가 활동 중입니다.

그 외에 어학연수, 해외인턴십프로그

램, 글로벌산학협력교류, 멘토링 활동, 졸업전시회, 동아리활동, 취업캠프, 해

외 배낭여행을 지원해 주는 글로벌챌린지, 신구 엑스포, 축제 등 다양한 학생 활

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수상

구분 이름 소재지 AI AR VR
TA/ 

VFX

Motion 

Capture

XR 

UI/UX

메타 

버스

콘텐츠

기획

해외현장 

실습

산업체

㈜프론티스 경기도 • • • • •
㈜서틴스플로어 성남 • • •
㈜라이프프랜드 성남 •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성남 • • •
㈜한국게임엔에프티 성남 •
㈜크렌진 성남 • • • •
㈜던전소프트 성남 • • •
㈜택티컬리스트 성남 •
유니티 테크널러지 코리아 서울 • • • • • •
㈜고누아이 서울 •
㈜디캐릭 서울 • • • •
㈜퍼센트 서울 •
㈜페이크아이즈 서울 •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서울 • •
NMARA(뉴미디어 아트연구회) 서울 • • •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서울 • •
Groupe Somang INC. 해외 •
AVIDIA LABS EDUTECH 

PRIVATE LIMITED Corporate
해외 • • • •

연구소
㈜프론티스XR리얼리티연구소 성남 • • •
㈜프론티스ICT융복합기술연구소 수원 • • • •

관
경기도 미래산업과 수원 • • • • • •
경기 콘텐츠 진흥원(GCA) 수원 • • • • • •

AR/VR 특화 산업체 및 관련 지자체 부서와 VR게임콘텐츠과의 MOU 체결 현황

재학생 인터뷰

저는 VR게임콘텐츠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의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상현실 전문

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신구대학교 VR게임

콘텐츠과에 입학하여 유니티를 활용한 C# 프로그래

밍과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게임 기획 관련 수업들, 가

상현실 스토리텔링 등 VR/AR/게임 콘텐츠 개발 관련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픽 실력과 프로그래밍 실력을 고루 갖춘 TA(Technical Artist)가 되는 더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2학년 여름 방학에는 VR/AR 프로그래밍 실

무 경력이 많으신 송재광 교수님과 함께 산학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로 ㈜주렁

주렁 스튜디오의 증강현실(AR) Book인 설화탐정 시리즈, 제주 설화편 제작에 

AR 프로그래머로 참였고,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판교에 있는 VR콘텐츠 제작 

전문업체인 (주)크렌진에서 VR콘텐츠 프로그래머로 현장실습 등의 실무 경험

을 쌓기 위해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통해 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제 꿈인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꿈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

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신구대학교 VR게임콘텐츠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맘껏 

키워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김 지 원  VR게임콘텐츠과 3학년

2022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에 4명의 학생이 판교에 위치한 (주)크렌진에서 VR프로그래밍과 3D

그래픽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실무를 익히는 등 다양한 단게별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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