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스토리텔링전공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속에서 
우리 고유의 스토리 원형을 발굴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함으로써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건학이념인 

홍익철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문화 상품으로 평가받는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는 북유럽의 켈트 

신화에서 비롯되었고, 일본 만화로서 큰 성공을 이룬 <드래곤 볼>은 중국의 서유기를 그 원형으

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명량>은 개봉과 함께 엄청난 흥행돌풍으로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이제 바

야흐로 한류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단군이야기>나 그 보다 더 이전시대

인 <마고성이야기> 등 우리 전통의 역사와 문화속에서 훌륭한 스토리의 원형을 발굴하여 그것

을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캐릭터 상품 등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창조하는 것은 

우리 스토리텔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큰 꿈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문화예술학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도전하십시오.

지금은 스토리텔링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간직해 왔던 작가로서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스토리텔링전공과 함께 하십시오.

▶ 100% 인터넷 강의 출석만으로 학위 취득 가능

▶ 신ㆍ편입생 및 시간제 등록생 파격적 장학 혜택

▶ 자격증, 취업 및 1인 창업, 대학원 진학까지 상담센터 운영

문화스토리텔링전공 _ 041 529 2752
(전공교수 상담시 다양한 장학혜택 안내)

입학상담  /  입학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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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토리텔링전공

이제 스토리텔링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화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방송 예능 작가
출판 만화 작가

영화감독
카피라이터
홍보 마케터

애니메이션 작가

교육부인가 정규 4년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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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위
문화예술학사

취득가능자격증 

청소년 영화감상 지도사

한국 고유의 스토리 원형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인문사회융합계열

▶ 사회복지학과

▶ 상담심리학과

▶ 뇌교육융합학부 - 뇌교육전공 

  - 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

▶ 실용영어학과

문화경영계열

▶ 문화예술학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 문화콘텐츠기획전공

▶ 방송연예학과

▶ 마케팅학과

▶ 동양학과



지금 스토리텔링이 세상을 주도한다!
21세기는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중인
톱 클래스의 교수진이 함께 합니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글로벌 문화예술 스토리텔러 양성!

학년 이수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과목명

1학년

전공필수
문화산업과스토리텔링 
일본애니메이션의 이야기구조

일본애니메이션의 이야기구조

전공선택
공연개론
스토리텔링 발상과 테크닉

연출입문
문화해설사입문

교양필수 지역문화콘텐츠기획 대중문화와 예술

2학년

전공필수
할리우드 장르영화의 분석1
할리우드 장르영화의 분석2

할리우드장르영화의 분석1
할리우드장르영화의 분석2

전공선택
공연프로듀서입문
사진촬영실습

공연예술기획과 인문학
출판창업과출판제작

교양필수 지구경영으로의 초대
지구경영으로의 초대
애니메이션1

3학년

전공필수
장르영화시나리오쓰기1
장르영화시나리오쓰기2

장르영화시나리오쓰기1
장르영화시나리오쓰기2

전공선택
스토리 쓰기의 실제
드라마제작실습
웹진기획론

스토리텔링 현장 실무
드라마프로듀서실무
논픽션글쓰기

4학년

전공필수 문화콘텐츠와 트랜드 탐사

전공선택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기획
캐릭터 심리분석
1인출판 경영실무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출판PD실무
스토리텔링의 구조분석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스토리텔링 전공과 함께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류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스토리텔링 전공의 전문 교수진이
여러분을 유능한 스토리텔러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학부의  문화콘텐츠기획전공과 방송연예학과의 수업을 
병행하여 문화스토리텔링전공은 기획에서부터 스토리텔링은 물
론 플레이까지 원스톱교육과정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스토리텔러는 말그대로 이야기꾼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러는 문화 창조자입니다.

현장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스토리텔러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문화스토리텔링전공은 문화전반 창작 스토리텔링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 유일의 학과이며 톱 클래스의 교수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영화 <하얀전쟁> <텔미썸딩>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알포인트> <GP506>를  

 감독한 공수창 감독 (전임교수)

▶ 미니시리즈 <봄날> <개와 늑대의 시간>을 기획ㆍ제작한 윤신애 PD

▶ 미니시리즈 <매리는 외박중>의 고봉황 작가

이 외에도 영화, 방송, 출판계 등 문화산업전반에 걸쳐 현직 활동중인 다양한 전문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텔미썸딩  /  알포인트  /  개와 늑대의 시간  /  매리는 외박중

문화스토리텔링전공 실무전문가 양성트랙

영화시나리오작가 트랙         TV드라마, 예능 작가 트랙         애니메이션 작가 트랙

영화 <터미네이터>와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 뮤지컬 <캣츠>와 <미스사이공>의 

스토리를 쓴 맥킨토시, <쥬라기공원>의 원작자 마이클 클레이튼 등 각기 다른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한 해 주식 배당금으로 450억원을 벌었지만, 영국의  

여류작가 조앤롤링은 <해리포터>라는 스토리 하나로 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저작권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스토리텔러가 되어 무한한 가치를 창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작가에게는 고유성과 특수성, 천부적인 창조의 능력이 요구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러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고 조합하는 능력과 이를 적합한 미디어

를 통하여 보편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러는 전 시대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편집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러는 집단적인 지성에 의해 창조되는 콘텐츠의 기획

과 개발에서부터 후반작업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설계도 이전의 설계도'를 작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콘텐츠의 시대를 맞이하여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뮤지컬, 게임, 출판 등 다양한 

문화사업 전반에서 창작 스토리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문화스토리텔링전공을 졸업한 후에는 영화 시나리오작가, 방송작가, 드라마작가, 카피라이터, 

애니메이션작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광고 출판 등 매체별 글쓰기 과정 

＊원하는 장르를 선택하여 실제로 작품을 집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개별지도

＊영상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방송국,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을 목표로 작품 완성

＊오프라인 상에서 현업작가들과의 교류 및 기획사의 제작 현장 방문

＊본교 및 협력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교육기관 및 사업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유학이나 해외진출 모색 

왼쪽부터  터미네이터  /  아바타  / 뮤지컬 캣츠  /  뮤지컬 미스사이공  /  쥬라기공원

문화스토리텔링전공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방송연예학과

문화예술전문가 양성

영화 시나리오 쓰기

드라마 작법과 제작

프로듀서, 연출과정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전반

(발상, 구조분석, 테크닉 등)

광고기획 및 편집

출판기획 및 제작

공연 및 문화관광 기획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

연기와 화술, 노래, 춤

연예 프로듀서

대중음악, 방송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