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ggm.hs.kr

1차 2021. 9. 4.(토)
2차 2021. 10. 9.(토)
* 모든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예정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 및 방식 변동 가능.
* 입학설명회는 사전신청으로 진행하고, 추후 공지 예정.

모집학과 및 모집정원(2021학년도 신입생선발기준, 2022학년도 선발은 추후 공지예정)
모집
학과

모집 정원

학급수 정원
특별전형
(25%) 18명

게임개발과

4

72

일반전형
(75%) 54명

비    고

구 분

정원

마이스터인재(19%)

14명

사회배려대상자(6%)

4명 ※ 남녀공학,

지역선발(10%)
전국선발(65%)
계

학급당 18명
※ 지역선발전형 외
47명 전국단위 선발

7명

72명

※ 지역선발(안양시 소재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나 졸업자)

140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70
문의번호 031-428-5495

인스타그램 : ggmhighschool_official
페이스북 : ggmhighschool.official

Fax 031-386-8327

유튜브 :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검색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20년에 개교한 우리 학교는 국내 최초 게임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미래 게임 산업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게임 개발자 육성 목표
•전교생 기숙사 생활과 학비 전액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졸업 후 취업 연계 가능

C/C#/C++ 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래머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게임엔진
기초·응용·심화

게임
기획

게임프로젝트

게임서버
프로그래밍

게임
그래픽

실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산학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2학년 성OO

특기를 살린 전공 동아리 활동
분기별 실전 프로젝트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시 프로젝트 진행

산학겸임강사와 코티칭
게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한 실무중심 교육

전공동아리를 통해 산출물을 만들며, 미래의 제가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자산을 얻고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어요. 멘토
선생님들의 조언과 실무 경험을 전해 들으며 현장 체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요.

1학년 학기 초에 진로 설정, 희망 분야와 관련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게임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교장선생님이 쉬는 시간이나 식사시간 등
저희들의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해 주고, 게임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로에 대한 지식을 쌓고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 2학년 서OO

게임 개발에 전문성을 지닌
개방형 공모 교장
게임산업을 이해하고 취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학교장

- 2학년 최OO

정석희

교장선생님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현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