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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사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월
(February)

1 2 3 4 2. 9(목)
2. 9(목) ~ 2. 10(금)
2. 9(목) ~ 2. 13(월)
2. 9(목) ~ 2. 13(월)
2. 9(목) ~ 2. 13(월)
2. 10(금) ~ 2. 20(월)
2. 18(토)
2. 25(토)
2. 27(월)
2. 27(월) ~ 3. 6(월)

2016학년도 겨울학기 성적공지
2016학년도 겨울학기 성적이의기간
2017년 2월 학점포기신청(계절학기)
2017년 2월 졸업유예신청(계절학기)
2017년 2월 조기졸업신청(계절학기)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제13회 학위수여식
2017학년도 입학식
2017학년도 1학기 강의오픈일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정정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월
(March)

1 2 3 4

3. 2(목)

3. 2(목) ~ 3. 15(수)
3. 8(수) ~ 3. 13(월)
3. 31(금)

2017학년도 1학기 개강
(단, 강의오픈일 : 2. 27(월) 정오 12시)
2017학년도 1학기 부부장학금 신청
2017학년도 1학기 추가수업료 납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월
(April)

1

4. 20(목)
4. 15(토) ~ 4. 23(일)
4. 30(일)

수업일수 1/2선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May)

1 2 3 4 5 6

5. 30(화)
5. 22(월) ~ 6. 5(월)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전
2017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신청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June)

1 2 3 6. 3(토) ~ 6. 11(일)
6. 9(금) ~ 6. 19(월)
6. 16(금) ~ 6. 18(일)
6. 26(월)
6. 26(월) ~ 6. 28(수)
6. 28(수)
6. 28(수) ~ 6. 30(금)
6. 29(목) ~ 6. 30(금)

2017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신청
2017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추가시험
2017학년도 여름학기 개강
2017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정정
2017학년도 1학기 성적공지
2017학년도 1학기 성적이의기간
2017학년도 여름학기 추가수업료 납부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월
(July)

1
7. 3(월) ~ 7. 9(일)

7. 3(월) ~ 7. 17(월)
7. 3(월) ~ 7. 17(월)
7. 3(월) ~ 7. 17(월)
7. 3(월) ~ 7. 17(월)
7. 10(월) ~ 7. 19(수)
7. 10(월) ~ 7. 19(수)
7. 10(월) ~ 7. 19(수)
7. 13(목)
7. 17(월) ~ 7. 23(일)

7. 17(월) ~ 7. 31(월)
7. 27(목)

2017학년도 여름학기 중간고사
* 온라인시험 7. 8(토)~7. 9(일)
2017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2017학년도 2학기 전과 신청
2017학년도 2학기 희망장학금 신청
2017년 8월 학점포기신청(정규학기)
2017년 8월 졸업유예신청(정규학기)
2017년 8월 조기졸업신청(정규학기)
2017학년도 여름학기 중간고사 추가시험
2017학년도 여름학기 기말고사
* 온라인시험 7. 22(토)~7. 23(일)
2017년 2학기 부/복수전공 신청
2017학년도 여름학기 기말고사 추가시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월
(August)

1 2 3 4 5
8. 1(화)
8. 1(화) ~ 8. 2(수)
8. 1(화) ~ 8. 4(금)
8. 1(화) ~ 8. 4(금)
8. 1(화) ~ 8. 4(금)
8. 11(금) ~ 8. 21(월)
8. 23(수)
8. 28(월)
8. 28(월) ~ 9. 4(월)
8. 28(월) ~ 9. 13(수)

2017학년도 여름학기 성적공지
2017학년도 여름학기 성적이의기간
2017년 8월 학점포기신청(계절학기)
2017년 8월 졸업유예신청(계절학기)
2017년 8월 조기졸업신청(계절학기)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2016학년도 후기 졸업일
2017학년도 2학기 개강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정정
2017학년도 2학기 부부장학금 신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월
(September)

1 2

9. 6(수) ~ 9. 11(월)
9. 26(화)

2017학년도 2학기 추가수업료 납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October)

1 2 3 4 5 6 7

10. 14(토) ~ 10. 23(월)
10. 19(목)
10. 26(목)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수업일수 1/2선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November)

1 2 3 4

11. 25(토)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December)

1 2 12. 2(토) ~ 12. 10(일)
12. 8(금) ~ 12. 18(월)
12. 15(금) ~ 12. 17(일)
12. 25(월)
12. 25(월) ~ 12. 27(수)
12. 27(수)
12. 27(수) ~ 12. 29(금)
12. 28(목) ~ 12. 29(금)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2017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신청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추가시험
2017학년도 겨울학기 개강
2017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정정
2017학년도 2학기 성적공지
2017학년도 2학기 성적이의기간
2017학년도 겨울학기 추가수업료 납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8 1월
(January)

1 2 3 4 5 6

1. 1(월) ~ 1. 7(일)

1. 2(화) ~ 1. 15(월)
1. 2(화) ~ 1. 15(월)
1. 2(화) ~ 1. 15(월)
1. 2(화) ~ 1. 15(월)
1. 8(월) ~ 1. 17(수)
1. 8(월) ~ 1. 17(수)
1. 8(월) ~ 1. 17(수)
1. 11(목)
1. 15(월) ~ 1. 21(일)

1. 15(월) ~ 1. 29(월)
1. 25(목)
1. 30(화)
1. 30(화) ~ 1. 31(수)
1. 30(화) ~ 2. 2(금)
1. 30(화) ~ 2. 2(금)
1. 30(화) ~ 2. 2(금)

2017학년도 겨울학기 중간고사
* 온라인시험 1. 6(토)~1. 7(일)
2018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2018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
2018학년도 1학기 희망장학금 신청
2018년 2월 학점포기신청(정규학기)
2018년 2월 졸업유예신청(정규학기)
2018년 2월 조기졸업신청(정규학기)
2017학년도 겨울학기 중간고사 추가시험
2017학년도 겨울학기 기말고사
* 온라인시험 1. 20(토)~1. 21(일)
2018년 1학기 부/복수전공 신청
2017학년도 겨울학기 기말고사 추가시험
2017학년도 겨울학기 성적공지
2017학년도 겨울학기 성적이의 기간
2018년 2월 학점포기신청(계절학기)
2018년 2월 졸업유예신청(계절학기)
2018년 2월 조기졸업신청(계절학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8 2월
(February)

1 2 3
2. 9(금) ~ 2. 19(월)
2. 24(토)
2. 24(토)
2. 26(월)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제14회 학위수여식
2018학년도 입학식
2018학년도 1학기 강의오픈일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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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영의 말
 

 자랑스러운 고려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여러분!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여 신·편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학교행사 중에서 입학식은 학교 안으로 새 식  

 구를 맞아들이는 일이기에 가장 뜻깊고 기쁜 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입학  

 과 더불어 행해지는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은 우리의 미래 희망이 될   

 입학생들이 교수, 직원, 선배, 교우들을 만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자리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고, 중요하다  

 고 할 것 입니다. 

 

흔히 우리가 OT로 줄여서 쓰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이나 회사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사를 지칭합니다. Orientation의 어원은 '해가 뜬다'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 ‘orient’라고 하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해 뜨는 방향을 보고 나

갈 방향을 잡다'로부터 '미지의 땅에서 방향 감각을 찾다'라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왔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번 오리엔테이션 참가를 통해 미지의 세계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 지

를 찾는 혜안이 열려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

다. 

친애하는 신·편입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빛나는 눈빛과 열정을 오리엔테이션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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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2000년 11.30 학교 설립 인가

2001년 02.20 개교식 및 김중순 박사 초대 총장 취임

2002년 01.14 고려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1.15 중국 푸단(腹旦)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1.20 영국 뉴캐슬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3년 09.23 제1회 사이버대학 학술포럼 개최

09.28 미국 테네시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년 08.0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04 한국산업의 인터넷파워’

사이버대학 부문 1위 선정

2005년 02.21 김중순 박사 제2대 총장 취임

2006년 05.30 한국디지털대학교 신축교사 준공식

07.04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과 학술교류협약 체결

09.14 ㈜동아닷컴과 산학협력협약 체결

2007년 04.20 포스코 · 전라남도 · 경상북도와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협약 체결

04.20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과 학술교류협약 체결

08.07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산학협력MOU 체결

11.22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주최 ‘2007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수상

2008년 01.10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협약 체결

10.0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협약 체결

10.31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

2009년 02.21 김중순 박사 제3대 총장 취임

04.06 미국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06.03 (사)도산아카데미와 상호 협력 협약 체결

06.25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상 수상(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2. 연혁

www.cuk.edu 11

2010년 02.26 고려사이버대학교로 교명 변경

03.22 RCI-Korea 설립 기념행사 및 케어기빙 연구와 전문교육을 위한 MOU 체결

05.29 고려사이버대학교 비전 선포식

11.22 베트남 e러닝 보급과 발전에 관한 4자간 양해각서(MOU) 체결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디유넷,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년 01.13 아산정책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06.01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07.15 동아일보․채널A․디유넷과의 상호협력 협약 체결

07.20 고려사이버대학교 10년사 발간

07.22 개교 10주년 기념식 및 화정 메모리얼 홀 개관

2012년 02.29 SK텔레콤(주)와 상호협력협약 체결

04.24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는 다문화캠페인 론칭 행사

05.03 교과부 「선취업-후진학 특성화 사업」 지원대학 선정

07.20 국립국어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기관」 선정

10.31 학제정보대학원 설립 인가

2013년 02.16 김중순 박사 제4대 총장 취임

03.04 학제정보대학원 개원

12.04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의 세계화 「바른 한국어」 론칭 행사

2014년 05.09 네이버(주)와 협약 체결

05.12 구글과 협약 체결

06.10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10.17 일본 긴키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0.24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과 「바른 한국어」 협약 체결

11.24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대학과 「바른 한국어」 협약 체결

11.25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 포럼 개최

11.28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와 상호협력협약 체결

2015년 02.11 융합정보대학원으로 대학원명 변경

02.26 일본 긴키대학교 통신교육부와 협약 체결

03.19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10.10 동암문화연구소(미국)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12.01 고려사이버대학교 미디어센터 개소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내)

12.03 한국문화의 세계화 포럼 개최

12.04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화 시리즈’ 보급을 위한 3자간 상호협력 협약 체결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주 베트남 한국문화원)

12.16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과 상호협력협약 체결



I.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이해

12 www.cuk.edu

2016년 01.21 인크루트(주)와 상호협력협약 체결

07.22 개교 15주년 기념식

2017년 02.20 김진성 박사 제5대 총장 취임

3 특징

1)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이념

(1) 설립목적
▪ 평생교육의 선도적 역할

▪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기여

▪ 고등교육의 개혁

(2) 교육이념
▪ 창조 & 봉사

2)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1) 교육목적
▪ 온라인을 통한 고등교육으로 평생학습사회 구현

▪ 전문지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2) 교육목표
▪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

▪ 학제간 교육과 학습자 중심 교육을 통한 창의력 배양

▪ 교육기회 확대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봉사정신 함양

3) 고려사이버대학교가 특별한 이유

(1) 고려대학교의 명성을 사이버교육으로 이어가는 대학교 -
   세계 최고의 명문사이버대학으로 도약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2월 개교 이래 ‘창조’와 ‘봉사’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사이버교육

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 사이버대학 최초 온라인대학 학술포럼 개최, 2009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컨설팅을 받아 차세대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2010년 국내 최초 미국 케어기빙

전문 연구기관 RCI(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와의 ‘케어기빙(Caregiving) 전문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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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등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2013년 융합정보대학

원(전 학제정보대학원)을 개원한 데 이어 2015년부터 새롭게 개발한 학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비전 2020을 달성하고, 고려대학교의

명성을 잇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교육의 깊이를 더하는 대학교 - 
   21세기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구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사이버대학 최초로 졸업 이수학점을 140학점에서 132학점으로 변

경했습니다. 이는 2014학년도에 입학금을 사이버대학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데 이어서 다시 한 번 학

생의 입장을 생각한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결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신입생 뿐 아니라 기존의 재

학생들에게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여 학점당 등록금제도 하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는 한편,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실시한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는 다문화캠페인’을 통해 타 대학 및 기관

과는 차별화된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학과를 신설(2014)하였고, 미국의 로잘린

카터 케어기빙 연구소(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와 협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돌

봄제공자 교과과정을 공동 개발하여 한국 돌봄제공자를 위한 한국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으로 보건

복지행정학과를 신설(2014)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사이버 공학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가상실험실(Virtual Lab) 구축을 통하여 전기전자공학과(2013), 기계제어공학과

(2014)를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사과정을 통해 배움의 기회

를 넓히고 깊이를 더해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창의적인 사고와 공학교육 특성화 대학교 –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공학교육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의 짧은 역사 속에서 혁신적인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며 사이버 공학교

육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2년 교육부 특성화 대학교로 선정된 이후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를 차례로 신설하는 등 점진적으로 사이버 공학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이공계학과의 실습교육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가상실험실

(Virtual Lab)을 구축하여 사이버공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선

순환 구조도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차세대 인재육성의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

어 교육을 강화하여, 컴퓨터정보통신학과를 소프트웨어공학과로 개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취업-후

진학 장려를 위해 특성화고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졸 취업 문화 정착과 후진학(동시진학) 생태

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 사이버교육을 이끌어온 고려사이버대학교

는 공학기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사이버 공학교육을 선도하며 또 한 번 사이버대학의 새 지평을 열어

갑니다.

(4)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교 – 
   CUK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PC와 모바일에서 학사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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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06년 국내 대학 최초로 이중 재해복구센터를 포함한 IT센터를 갖추어 교육서비

스의 전문성을 높였고, 2009년 3월 사이버대학으로서는 최초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약을 체결,

컨설팅을 통한 차세대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HTML5 기반의 표준 웹으로 개

발된 스마트 캠퍼스를 오픈하고, 2013년 반응형 웹 시스템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2015

학년도부터는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까지 PC와 모바일에서 학사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CUK 학습관

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출석, 강의, 리포트, 학적 정보 변경 신청 및 학점 이수 스케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최첨단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적 롤모델로 거듭날 것입니

다.

(5)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열정을 투자하는 대학교 -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50여 명의 우수한 교수진과 실력 있는 연구진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이를 위해 2009년 8월 HD 제작 스튜디오를 갖춘 미디어센터, 2015

년 고려대학교 내에 학생상담 및 촬영이 가능한 미디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또한,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15년부터 세계적인 석학, 지식인, 실무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온라인 강의

에 활용한 ‘BIB(Bring In Brain)’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최광식 전 문화부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진관 건축배관 명장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오는 2016학년도 1학기에는 미국 ‘케

어기빙(돌봄) 프로그램의 선구자인 로잘린 카터 여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긴키대학교

와 MOU를 체결, 각 대학의 교수를 초빙하여 일본문화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동 강의 콘텐츠

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석학 초빙형 강의부터 전문가 참여형 강의, 수준높은 멀티미디어 기법을 활용한

강의, SMART 외국어 수업(원어민 교수 화상회화) 등을 통해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별 과목을 통해 교수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살아 숨 쉬는 강의를 전하고, 학과간의 벽

을 허물어 다양화시키려는 참다운 융합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강의 콘텐츠의 새

로운 역사를 위해 고려사이버대학교는 꾾임없이 노력합니다.

(6) 온라인을 통한 교육의 국제화를 이루는 대학교 -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09년 미국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교의 케어기빙 전문 연구기관

RCI(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와 협약을 맺고 2010년 RCI-Korea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RCI에서 오랫동안 연구되고 임상적으로 검증된 케어기빙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한국 실

정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교와 고려사이

버대학교 공동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는 ‘케어기빙(Caregiving) 전문교육과정’과 ‘소진예방 프로그램

(CFYCFM : Caring for You, Caring for Me)’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과 위탁교육협약을 통하여 ‘한국어 입문’ ‘한

국어 1, 2’ 등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는 다문화캠페인’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4년에는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대학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바른 한국어(Quick Korean)’를 보급하고 학술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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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일본 긴키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양 대학교의 교수 초빙 및 현장 취재

강의를 통해 일본문화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동 강의 콘텐츠를 제작중입니다. 아울러 ‘바른 한

국어‘ 콘텐츠 및, 양 교의 미디어 교재 공동개발 및 상호 이용에 대해서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

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내를 넘어 교육의 국제화를 이루는 대학교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7) 사회공헌의 신념을 실천하는 대학교 –
   창조와 봉사의 교육이념으로 다양한 지식의 나눔을 실천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창조와 봉사라는 교육이념 아래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자 2011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루 초청하여 ‘고려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미국 동아태 차관보 크리스토

퍼 힐, 로잘린 카터 여사(지미 카터 美 전 대통령의 영부인), MBC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김재영

PD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무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을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

원장상을 수상했고, 2012년부터는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하는 다문화캠페인’으로 확대하여 이주여성

의 자녀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문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현재까지 11만 명 이상이 그 혜택

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캠페인과 한국어학과신설의 경험을 토대로 본교는 2013년 12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바른 한국어’를 출범하였습니다. 권위 있는 전

문가의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학습을 위한 최적의 환경, 무료 교육을 목표로 하는 ‘바른 한국어’는, 국

립국어원 원장을 역임한 남기심 교수 중심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한국어 강의 콘텐츠

를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풍부한 온라인 교육

경험을 살려 전 세계에 한국어를 보급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Youtube와 네이버 TV

캐스트에 ‘바른 한국어’ 공식 채널을 개설하여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어를 쉽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

도록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에 이어,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출판한 김중순 총장

의 영문저서 「Way Back into Korea(2014, 일조각, 번역판 : 한국·한국인·한국문화)」를 기초로, ‘한국

문화 시리즈(Korean Culture Series)’를 영어로 제작하여 전 세계에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시공을 초월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사이

버대학교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공헌 신념을 한결같이 실천하

고 있습니다.

(8) 국내외 유수 기관들과 함께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대학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디지털시대의 주역을 양성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고려대, 조지아사우스웨스턴 주립대, 하노이 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긴키대, 네이버, 동아일보, 구글, 인크루트 등의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전 2020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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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기관

협정기관 내용

고려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 관련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
하여 가상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는 원격교육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그 협력 분야
를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술교류 및 고려대학교 수시합격생 온라인교육
▪보건과학대학과의 상호교류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과의 학술 및 상호교류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용
▪고려대학교 박물관과의 학술 ž문화교류 협정

미국 테네시
대학교(마틴소재)

고려사이버대학교와 The University of Tennessee at Martin은 학술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을 통해 양 대학은 교수 ž학생의 상호교환을 포함하여 장 ž단기 어학연수 및 온라인
MBA 과정의 공동운영, 학술 ž출판물의 상호교환, 공동연구활동 등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하
였습니다.

푸단대학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푸단대학교 국제문화교류학원은 상호존중과 상호호혜의 정신에 입각하
여 한․중 양국 국민의 우호적 교류와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영국뉴캐슬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영국 뉴캐슬대학교는 각 학교 교수진의 폭넓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국경 없는 학술교류의 장을 만들
어 가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술 활동과 학문 연구를 위한 교환학생 교류
▪연구, 강의 토론 활동의 발전을 위한 교직원 교류
▪정보, 도서자료, 논문자료의 교환
▪공동 연구 활동

하노이국립
대학교
외국어대학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과 한국의 축적된 온라인교육 노하우를
교류하고 양 기관 간 학술 교류를 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은 베트남에서의 ‘바른 한국어’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의 보급과
다양한 학술·교육교류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의과학대학교 교육용 콘텐츠의 상호개발 및 공동이용, 원격 교육 과정의 운용 및 학점교류, 인적․물적자
원의 공동 활용을 골자로 하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교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교는 1906년에 설립되었으며, 사범대학(School of Education)
이 있어 미취학 아동 지도와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합니다. 또한,
대학 부설 ELI(영어교육원 English Language Institute)를 운영하고 있어 아동영어학과를 비
롯한 고려사이버대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공동 운영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
대됩니다. 협정을 통해 양 대학은 교수진 교류 및 공동 연구 진행, 학술출판물 교환, 국제
교육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RCI
(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

RCI는 케어기버가 보다 효과적으로 케어를 제공하도록 케어기버의 건강, 기술 회복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1987년 미국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학교에 설립되었습니다.
RCI는 미국 전 대통령 지미카터 영부인 로살린 카터여사가 평생에 걸쳐 공헌한 인간발달에
대한 애정과 정신건강에 대한 존중을 담아 붙여진 것입니다.
이제 고려사이버대학교 RCI-Korea와 미국 RCI가 공동으로 개발한 케어기빙의 전문적인 내
용을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긴키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긴키대학교는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교재를 각 국가의 언어
로 공동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중심의 학술 및 연구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직원을
상호 파견하여 양 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교
육 시스템 노하우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대학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중국 산둥대학교 한국학대학은 중국에서의 ‘바른 한국어’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대회, 공동연구 등의 학
술교류와 교재출판, 미디어상호이용 등의 교육교류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4.협력기관

www.cuk.edu 17

협정기관 내용

동아닷컴

고려사이버대학교와 동아닷컴은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의 공동 추진과 동아닷컴 임직원의
위탁교육 등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에 적응하고자 텍스트 정보에서 사진,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 전달 도구를 활용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의 보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채널A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채널A와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이용, 임직원의 위탁
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KBS 연수원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03년 6월 20일 KBS수원센터와 원격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학술교류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KBS수원센터와의 협약은 온라인 대학과 방송
시간 최초로 맺어진 협약으로 이를 통해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보다 현장감있고,
실무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KBS e-Learning의 과목들이 언론영상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국립극장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에 발맞추어 국립극
장과 고려사이버대학교가 보유한 인프라와 콘텐츠 제작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소양교육과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상호협
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스코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포스코와 여성
가족부, 서울특별시 외 전국 12개 광역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포스코의 재정 지원과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외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의 행정지원으로 다문화가정에게 한국어·한국문화의 학습기회를 온라인으
로 제공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다문화 e-배움 캠페인’을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함께 하는 다문화캠페인’
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은 물론 이주여성의 자녀교육과 경제적 자
립을 위한 전문고등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한국어 및 한국문화 온라인 교육
▪배우자 출신국가 언어 및 문화 교육

여성가족부

정보화마을
중앙협회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SK텔레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SK텔레콤(주)과 미래지향적 온라인 교육서비스 운영 및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통하여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원격대학의 우수 선진 사례로 선도, 발전해 나갈 수 있
도록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YBM시사
닷컴(주)

고려사이버대학교는 YBM시사닷컴(주)와 상호간의 필요 인력 교류와 외국어 콘텐츠 공동연
구개발 등 유기적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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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아카데미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사)도산아카데미는 리더십 분야에서 선도적인 교육경험과 온라인 교
육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온라인 평생 교육 사업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산정책
연구원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아산정책연구원은 정책분석 및 연구분야와 온라인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공동개발하고 보급하고자 상호협
력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표준 모
델 공동개발 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
획입니다.

서울메트로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서울메트로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과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기
로 하였습니다.

코리아메디
케어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코리아메디케어와 건강 의학 및 교육 분야의 공동사업 발의 및 추
진하고, 건강 의학 및 교육 분야의 공동연구 및 연구 과제를 지원하며 상호간 인적, 기술
자원 및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국방부는 군인적자원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산하 각 군 간부
의 학위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총 정원의 20%
의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여, 군 간부들이 사이버교육으로 학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

국회도서관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국회도서관은 자료 교환, DB교환,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
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고려사이버대학교는 국회도서관과 국내
200여 개의 오프라인 대학(교) 도서관 및 전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학술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CISSP
협회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 CISSP 협회는 '국내 보안전문가간의 교류 및 공동 연구 확대'와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를 목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AARC 고려사이버대학교는 AARC와 함께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개발, 고등교육프로그램 교환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완도군

평생교육 구현과 고등교육 보편화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 등 소외계층
에 대한 교육적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고려사이버대학교와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 및 관광의 거점도시로서 21세기 신 해양도시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는 완도군은 농
어촌지역 주민들의 고등교육 확대 및 정보화 교육 증진을 위한 온라인 대학,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완도군
민 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글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바른 한국어(Quick Korean)’의 유튜브
공식 채널을 오픈하기 위해 구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월 10억 명 이상이 방문하고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훨씬 더 많
은 세계인이 ‘바른 한국어’로 우리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시작된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바른 한
국어(Quick Korean)’의 보급을 위해 네이버와 협약하여 ‘TV캐스트’에 ‘바른 한국어(Quick
Korean)’의 공식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네이버의 ‘TV캐스트’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보다 손쉽게 '바른 한국어' 강의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육컨설턴트
협의회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는 적절한 진학지도를 위한 교육정보의 표준
화 및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진학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특히 대학/대학원 최초로 진로교육상담사 1급 자격을 고려사이대학교 학제정보대학원에 신
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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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산업협회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사이버보안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상호 연구 환경을 공유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에 따라 양 기관은 사이버보안 기술발전 및 교육협력 촉진과 업무협력 등에 함께 힘쓰기
로 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인력
공단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
화 보급을 위하여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미국
동암문화연구

소

고려사이버대학교와 동암 문화연구소는 미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료 한국어 및 한
국문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바른 한국어'의 미국에서의 보급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은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화 시리즈'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협약을 체결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료 온라인
한국문화 프로그램인 '한국문화 시리즈'를 베트남에 보급하고 학술, 교육 및 인적자원교류
에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크루트(주)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인크루트(주)는 양 기관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공동 발
전을 위해 인크루트(주) 대표이사 추천 임직원의 교육,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홍보,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 상호 교환 등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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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안내

학점이란? 
‘학점’이란 학과 과정의 최소단위로 모든 재학생은 졸업까지 총 13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한 과목이 3학점으로 구성되므로 대략 44 과목을 수강하시면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수강신청이란?

신입생 및 재학생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한 학기 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는데, 이

를 ‘수강신청’이라고 합니다. 수강신청 전 앞으로의 학업계획을 세워 어떤 강의를, 몇 과목이나 신

청해야 할지 미리 결정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사시스템을 통해 수강과목 신청 후 수업료

를 납부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하

며, 수강과목은 수강신청(정정)기간 외에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1) 수강신청 가능학점
① 최소 9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잔여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 정규학기에 최소 3학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② 직전학기 성적이 3.75 이상인 경우는 최대 24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계절학기는 여름과 겨울에 개설되며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정규학기와 계

절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계절학기 수강은 선택사항이며, 특정 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해 재수강을 원하거나 추가로 학점취득

을 원하는 경우 계절학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년도
정규학기

계절학기 비고직전학기 평점
3.75 미만

직전학기 평점
3.75 이상

2001～2008학년도 9학점 ～ 21학점

9학점～24학점 0학점～9학점

단,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 최대 이수가능 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01～06학번 : 30학점
07학번 이후～ : 24학점

2009학년도 이후～ 9학점 ～ 18학점

* 본인의 입학년도와 학번을 기준으로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강신청 절차
구분 기간 내용 유의사항

학습설계 수시 교과과정 확인 및 수강과목 계획

수강신청(등록) 개강 전
소정기간 수강과목신청 및 수업료납부 수업료 납부까지 완료해야

수강신청(등록)이 완료됨

수강신청
정정

개강 후
소정기간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등록)을
완료한 경우 필요시 수강과목 정정

신규로 수강신청(등록)을 할 수 없음.
폐강과목 신청자의 경우
필히 신청과목 변경해야 함

추가수업료
납부

정정기간 이후
소정기간

수강신청 정정으로 인해 수강과목
수에 변경이 발생된 경우 정산
- 과목 추가: 추가수업료 납부
- 과목 취소: 환불처리

추가 수업료를 미납한 경우 정정이
완료되지 않으며, 정정 이전의
과목으로 돌아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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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메뉴에서 전공, 부/복수전공, 교양과정, 타학과 과목 등 원하시는 전공 및 과정을 선택하여

개설과목을 조회하고 과목별 강의계획 등 상세정보를 확인한 후 수강할 과목을 정합니다.

② 해당 과목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며, [신청중인 과목]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수강과목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수강신청완료] 버튼을 클릭 한 후 등록금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결제는 카드 또는 무통장 납부가 가능하며, 무통장 납부의 경우 해당 은행에 학생당 부여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④ 결제 후에는 바로 입금확인이 됩니다.

※ 결제 후에는 과목변경을 하실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등록) 완료한 과목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 메뉴 - [신청과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수강신청 전 “학습설계” 메뉴에서 개인별 과목이수현황 및 부족 학점(과목) 확인, 원하는 전공 및 과

정에 따른 교과과정을 확인하시고 수강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정정

①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정기간에 필요시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강정정 기간에는 신규로 수강신청(등록)을 할 수 없으며 폐강과목 신청자의 경우에는 필

히 신청과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과목신청

과목신청 완료

결제하기 (결제방법 선택)

카드 납부 무통장 납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납부

결제 즉시 입금확인 됨 결제 즉시 입금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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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방법은 수강신청과 동일하며, 변경할 과목 선택 완료 후 [수강정정완료] 버튼을 클릭하

면 정정이 완료됩니다.

※ 수강정정완료 이후에는 과목변경을 하실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강정정완료 즉시 강의실의 수강과목 정보가 정정한 과목으로 변경됩니다.

④ 수강정정으로 인해 과목수가 증가된 경우 추가수업료 납부금액을 확인하여 추가수업료 납부

기간에 추가수업료를 납부합니다.

※ 기간 내 미납 시 수강정정이 취소되며, 수강과목이 수강정정 이전 과목으로 변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➄ 수강정정으로 인해 과목수가 감소된 경우 환불금액을 확인하고 환불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합니다.

■ 추가수업료 납부

① 수강정정으로 인해 과목수가 증가된 경우 추가수업료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 추가수

업료를 납부합니다.

② 수강정정으로 인해 과목수가 감소된 경우 추가수업료 납부기간에 일괄환불처리 됩니다.

(4) 수강신청 유의사항
   ① 수강신청 기간 내에 과목신청과 수업료 납부까지 완료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해 제적될 수 있습니다.

② 수강할 과목의 시험유형과 일시를 확인 후 수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결제 완료 이후에는 결제 수단 및 방법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폐강과목 신청자의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필히 신청과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5) 등록금(수업료) 납부 안내
① 수업료는 1학점 당 63,000원 입니다.

② 입학금(100,000원)은 입학 첫 학기에 한 번 납부합니다.

③ 신⋅편입생의 경우 등록기간 동안 기본등록금을 납부하며, 수강신청 기간에는 과목수 추가에 따른

추가금액만을 납부합니다.

※ 기본등록금 : 12학점 수업료 (756,000원)

④ 기본등록금 납부 후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정정기간에 환불금액을 확인하

고 환불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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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안내

신청학점

수업료
(학점당 63,000원)

9학점 12학점 15학점 18학점

567,000원 756,000원 945,000원 1,134,000원

⑥ 납부한 수업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연말 소득 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ip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또는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은

기간 내 신청하여 수업료 납부 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학사제도 안내

1) 부전공 신청 안내

(1) 이수시기 및 자격
4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6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

며 매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수학점
① 부전공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필수이수과목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② 편입생으로 본교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학점인정과목)은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수강지도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전공을 위한 수

강지도는 해당 학과(부)에서 결정합니다.

(4) 신청절차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학적변경신청] →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학과(부) 심사 결과 통보

(5) 부/복수전공의 제한
부/복수전공을 합쳐서 3개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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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전공 신청 안내

(1) 이수시기 및 자격
4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6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

으며 매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수학점
① 복수전공학과 개설 과목 중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최소이수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과

제가 있는 학과의 경우 과제를 이수해야 합니다.

② 편입생으로 본교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학점인정과목)은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복수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주전공 전공필수 과목과

복수전공 전공필수 과목이 중복될 경우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인정으로 인한 부족학

점은 반드시 복수전공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④ 학과별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필수 18학점, 선택 21학점으로 총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신청절차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학적변경신청] →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학과(부) 심사 결과 통보

(4) 부/복수전공의 제한
부/복수전공을 합쳐서 3개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3) 성적확인 안내

(1) 성적확인 절차
기말시험 후 성적확인 기간에 홈페이지 상에서 성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학습통계] → [학기별 수강 성적] 각 과목별 강의평가 성적 확인

(2) 성적이의 신청 절차
성적에 이의가 있거나 I학점을 받은 경우, 지정된 성적 이의 기간에 해당 과목의 [1:1학습상담] 게

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학점이란 학점보류를 의미하며 일정기간 후 다른 학점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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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점포기제도 안내

학점포기제도란?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 등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인정을 받지 않으며, 학적 상

에서 삭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학점포기 신청대상자
    학점포기 신청대상자는 졸업예정자로 졸업 마지막 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1회에 한하여 학점

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 학기의 계절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 포기 할 수

없습니다.

(2) 학점포기 과목
    졸업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모든 교과목이 포기가능하며 (F학점

제외), 최대 18학점(6과목)까지 가능합니다.

     ※ 학점 포기한 과목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졸업] → [학점포기신청] 학과(부) 심사 결과 통보

5) 학점인정 안내

(1)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 대상
2016학년도 후기 편입생 중 전공학점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기간을 통하여 전공학점인정을 신

청 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인정 기준
  ➀ 2학년 편입생은 전적대학 학점 중 33학점이 인정됩니다. (교양 : 15학점, 일반 : 18학점)

3학년/학사 편입생은 전적대학 학점 중 66학점이 인정됩니다. (교양 : 30학점, 일반 : 36학점)

➁ 전공학점은 전적대학의 과목과 본교 전공과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인 경우, 편입한 학과의 내규에
준하여 심사 후 인정됩니다.

➂ 기간 내 전공학점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양학점과 일반학점으로 일괄 인정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➀ 전공학점 인정 시 전적대학의 성적은 불인정되고 학점만 P(Pass)학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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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편입생은 학점인정 받은 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수강 시 해당 과목 학점인정 취소

➂ 전공학점인정은 신청기간 내 제출한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에 한하여 심사 합니다.

(4) 신청절차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학적변경신청] → [학점인정신청] 학과(부) 심사 결과 통보

6) 계절학기 안내

계절학기란?

계절학기는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중 개설되는 학기로써, 성적향상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

청이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수강은 선택사항이며,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정규학

기와 계절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1) 계절학기 신청 절차
                                                                    
      
     

(2) 기타 유의사항
① 계절학기에 관한 사항은 학기 중 홈페이지 학교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합니다.

② 계절학기 과목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됩니다.

③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총 취득학점에 포함되며, 장학생 선발 등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④ 계절학기는 총4주 동안 매주 정규학기의3~4주차 분량의 강의가 게시되므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수업이 진행됩니다.(과목에 따라 주차별로 게시되는 강의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⑤ 2주차에 중간고사, 4주차에 기말고사가 진행되며, 과목에 따라 유형 및 일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1) 휴학신청 절차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학적변경신청] → [휴학신청] 학과(부) 심사 결과 통보  

7) 휴학 안내

[수강신청]
개설과목 확인 후

과목신청 및 수업료 납부
[학교공지]

폐강과목 확인
[수강신청]

수강과목 정정 계절학기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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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휴학
① 대상 : 질병, 장기출장, 해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학이 어려운 자

② 신청기간 : 매학기별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 신청 가능.

(단, 질병 및 피치 못할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청기간 이후

에도 휴학이 가능하며, 반드시 수업료를 납입한 경우에 휴학을 허가 함)

③ 구비서류

▪ 질병일 경우에는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 장기출장, 해외연수일 경우에는 연수허가서 또는 재직기관장이 허가하는 관련서류 첨부

④ 휴학기간 : 1학기 또는 2학기(1년)

(3) 군입대 휴학
① 대상 :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② 제출기간 : 수시

③ 첨부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④ 휴학기간 : 6학기(3년)까지 가능

(4) 휴학자 수업료 이월
수업일수 1/2선 이전 일반휴학자의 수업료 복학학기로 이월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자의 수업료 소멸

군입대휴학자의 수업료 기간에 상관없이 복학학기로 이월
단, 2/3선 이후 성적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해당 수업료 이월 기준은 질병휴학자 및 군휴학자에게 해당 됨.

(5) 일반 휴학 시 유의사항
① 휴학은 1학기 또는 2학기(1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상 휴학을 원할 경우 재휴학을 해야 합니다.

② 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3년(6학기)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일반휴학은 매학기별 소정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군입대나 질병으로 인한 휴

학만 가능합니다.

④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합니다.

⑤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 할 수 없습니다.

⑥ 수업일수 1/2선 이전 일반휴학자(병가)의 수업료는 복학학기로 이월처리 되며,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자(병가)의 수업료는 소멸됩니다.

⑦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휴학자(병가)의 경우,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고사를 치룬 자 중 응시변경원을 신청한 자에 한합니다.)



2. 학사제도 안내

www.cuk.edu 31

⑧ 일반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시에는,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학 수

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업료를 환불합니다.

(6) 군입대 휴학 시 유의사항
① 군 입대 휴학(입영통지서 첨부)은 입영 5일 전까지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일반 휴학 중인 자의 군 입대 휴학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며, 군 입대 휴학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

는 일반 휴학기간 종료 시 제적됩니다.

③ 군 입대 휴학자의 수업료는 기간에 상관없이 복학학기로 이월처리 됩니다.

④ 수업일수 2/3 이후 군입대 휴학자는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고사를 치룬 자 중 응시변경원을 신청한 자에 한합니다.)

⑤ 군 입대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시에는,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업료를 환불합니다.

8) 복학 안내

(1) 복학신청 절차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학적변경신청] → [복학신청] 학과(부) 심사 결과 통보

(2) 복학신청서 제출기간
복학 신청은 매학기별 소정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복학 시 유의사항
① 일반 휴학자가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기간 연장 또는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적됩니다.

② 군입대 휴학자는 군제대 후 복학신청기간 이내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9) 전과 안내

전과란?

입학 시 선택했던 학과전공이 본인의 적성이나 희망분야와 다를 경우 학과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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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신청 절차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학적변경신청] → [전과신청] 학과(부) 심사 결과 통보

(2) 신청시기 및 자격
전과는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학기 등록 이전 33학점 이상 수료한 학생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수료자 신청 가능).

10) 자퇴/제적 안내

(1) 자퇴신청 절차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학적변경신청] → [자퇴신청] 학과(부) 심사 자퇴 처리 및 환불
(신청 후 14일 이내)

* 자퇴는 접수 후 통상 14일 이내 처리되나, 내부 일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자퇴자 등록금 환불 기준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 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를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를 반환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을 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3) 제적
   ➀ 대상: ▪ 휴학기간 만료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학칙 또는 시행세칙상의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➁ 제적처리기간: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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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입학 안내

재입학이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자퇴 혹은 미등록 제적된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시기 및 자격
본교에 1학기 이상 이수한 후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된 학생에 한해, 해당 학과에 결원이 있을 경우

선발합니다.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자퇴 또는 제적의 사유 및 재적시의 성적, 품

행 등을 참작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로그인 → [신청]
       [학적변경신청] 
     → [재입학 신청]

재입학 심사 결과발표 수강신청

12) 졸업 안내

(1) 일반 졸업
① 졸업대상자는 해당학과 졸업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 시 자동졸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졸업이 가능합

니다. 단, 졸업 연기를 원할 경우, 소정 기간 내에 졸업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졸업기준

▪학기 : 8학기 이상 이수

▪이수학점 : 총 132학점 이수

▪전공 및 교양의 경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학과별 졸업과제 이수

▪부전공 이수자의 경우 부전공별 최소이수학점(21학점) 이상 이수

▪복수전공 이수자의 경우 복수전공별 최소이수학점 (전필 : 18학점, 전선 :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해당 학과별 졸업과제 이수

③ 유의사항

▪졸업학기 휴학자는 졸업신청 및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졸업학점 및 졸업과제를 이수하지 못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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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 미등록시 제적이 됩니다.

▪졸업시까지 부/복수전공 학점을 이수 하지 못한 경우 부/복수전공 취소 후 졸업을 하거나, 부/복

수전공을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졸업유예신청
① 신청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연기를 원하는 학생

② 신청방법 : 매학기별 소정의 기간 내에 1회 신청

③ 유의사항 : 졸업유예신청을 할 경우, 다음 학기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3) 조기졸업
① 자격요건

▪ 전체 평점 평균이 4.00 이상인 자(계절학기 성적 포함)

▪ 최소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② 신청방법 : 로그인 후 [신청]의 [졸업], [조기졸업신청]에서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1회 신청

③ 유의사항 : 조기졸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조기졸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신/편입생 모두 가능).

1) 지역모임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현재 14개 지역모임이 활성화되어 재학생간의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

니다. 해당 지역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면 언제든지 지역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를 위한 고려사이버대학교 지역모임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 지역대표 안내]

3 커뮤니티 활동 안내

지역 대표 대표자학과 (학번) 대표자ID

경기남부 이두현 미디어홍보영상(11) do5232

경기북동부 백지선 기계제어(15) qorwltjs7

경기북부 심승희 법(14) ssaico

인천/경기서부 전형문 평생교육(13) o707a4

충북 박명성 상담심리(16) papablah

충남/대전 원창연 전기전자공학과(13) jjs1kl

강원 윤모은 세무회계(15) miss6486

경북/대구 권영희 상담심리(16) sharon7472

부산 이태희 법학과(15) kotaehe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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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사용 시에는 아이디 뒤에 [@cuk.edu]을 붙이면 됩니다.

Tip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활동] → [우리지역사람들]에서 각 지역별 모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현재 CUK동아리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

생이면 누구나 생성 가능합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학교활동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며 많은 회원을 확

보한 동아리의 경우 정식동아리 신청 절차를 밟아 정식동아리로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동아리의

경우 공신력 있는 동아리로 자리매김하며,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에서도 지속적인 상호 도움을 주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아리 생성은 홈페이지 로그인 → 동아리(바로가기 링크) → [동아리 홈] → [동아리 만들기] 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장학금 안내

1) 장학금의 수혜원칙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및 관리하며, 장학생은 장학심의위원회를 거쳐 선발합니다.

2) CUK동아리

경남 이한기 청소년(14) gija007

울산 - - -

전남/광주 - - -

전북/전주 김영인 법(14) kyi5858

제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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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의 종류

종류 장학명 수혜대상

내부
장학금

최우수성적 학과의 학년별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4학년 12학점 이상)

우수성적 학과의 학년별 성적이 우수한 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4학년 12학점 이상)

희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부부 부부가 동시에 재학중인 자
(부부 각자 신청 및 각자 수혜)

신청학기 각자 12학점 이상 수강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총학생회 봉사 총학생회 임원으로 봉사한 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대의원회 봉사 대의원회 임원으로 봉사한 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학과 봉사 학과임원 또는 일원으로 봉사한 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지역모임 봉사 지역모임 임원 또는 일원으로 봉사한 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선취업후진학 최근 3년 이내 고교졸업자 중 직장 재직자
(신입학 일반전형 입학자 중 입학성적순으로 선정)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3.75 이상

드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본인 입학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재단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동아미디어그룹 유관기관
재직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소망 교육기회균등전형 입학자 

동문 고려사이버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대학원
졸업 입학자 

협약고등학교장
추천 협약고등학교 교장 추천 입학자 

산업체위탁 협약 산업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재직자 

군위탁 군위탁 추천 입학자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령에 의한 수업료 면제 대상자 보훈청 규정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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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장학명 수혜대상

외부
장학금

인촌 인촌기념회 장학 이념과 평생교육 이념 실현에
부합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화정 동아일보 및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정연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임하거나
학과활동을 활발하게 한 자로 법학과 재학생이
우선 대상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소우회
실용외국어학과 재학생 중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임하거나 학과활동을 활발하게 한 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경영동문 경영학과 재학생 중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임하거
나 학과활동을 활발하게 한 자

직전학기 9학점 이상
평균평점 2.0 이상

Tip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장학안내] → [장학종류 혜택]을 참고하세요.



II. 학교생활 안내

38 www.cuk.edu

3) 장학수혜 현황

2016학년도에는 총 3,14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2016년 11월 기준).

장학종류 인원

교내장학금

최우수성적 155명

우수성적 287명

희망 139명

부부 123명

총학생회봉사 19명

대의원회봉사 14명

지역모임봉사 16명

학과봉사 156명

선취업 후진학 59명

드림 26명

재단 22명

소망 110명

동문 86명

교직원추천(2017년 폐지) 45명

산업체위탁 664명

군위탁 580명

보훈 594명

북한이탈주민 21명

교외장학금

인촌 10명

화정 9명

정연 4명

무하(2017년 폐지) 2명

소우회 2명

경영학과 동문 2명

기타 3명

합계 3,1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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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복지 안내

(1)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용
「고려대학교 도서관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에 따라,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도서열람 및

자료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이용방법 :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용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후 이용

(이용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간 이용 가능)

② 자료이용범위 : 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 중앙도서관 신관, 과학도서관 소장 도서자료 열람

(도서대출 및 개인학습을 위한 일반열람실은 이용불가)

③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 ~ 22:00

(방학기간 09:00 ~ 19:00)

09:00 ~ 15:00

(방학기간 09:00 ~ 13:00)
휴 관

④ 유의사항 : 위 사항은 협약 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용증 신청은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 [고려대학교 도서관 이용 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고려대학교 병원 할인 혜택
재학생 본인 및 직계가족은 고대병원(안암동, 구로동, 안산) 이용 시 고려대학교 학생과 동일한 자격으

로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 건강진단 보철 일반

비 고
본인 직계 본인 직계 본인 직계 본인 직계

고려사
이버대
학교
학생

10 - 30 30 10 - 25 - 건강보험은 입원에 한하여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 해당 감면을 적용합니다.

※ 외래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학생의 경우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고려대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

① 학생 본인 이용 : 재학증명서를 제시 및 제출하면 됩니다.

② 직계 가족 이용 : 학생을 동반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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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장학금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제도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장

학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성적기준

구분 내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편)입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사업이용자 등록
및 로그인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증빙서류 제출 심사결과 확인

③ 지원금액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소득분위 연간 최대지원가능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기초생활 수급자 520만원

1분위* 520만원

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5만원

8분위 67.5만원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 2016년 기준

④ 이중지원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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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수령 후, 학적변동(휴학, 자퇴)시에는 국가장학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Tip 매학기 지정된 기간을 준수하셔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CUK 학생증

➀ 본교 학생증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생임을 증명해주는 학생증 카드입니다.

카드종류 안 내

[모바일 학생증]

스마트폰에서 고려사이버대학교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학생증

메뉴 선택 (무료발급)

홈페이지 로그인 → 설정(바로가기 링크) → [개인정보변경] 모바일

학생증 사진 업로드 후, 이용

[일반 학생증]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 [증명서 자격증 신청] → [학생증발급

신청] (유료발급)

※ 입학 시 신청자에 한하여 기간 내 무료발급

② 국제학생증(ISIC)

국제학생증(ISIC)은 유네스코가 인증하고 ISTC(Internationanl Student Travel Confederation)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서, 학생들은 ISIC를 통해 국내외 및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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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종류 안 내

[일반형 ISIC]

우편으로 발급되는 카드로서 금융기능이 없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서 작성 후 발급비(17,000원) 온라인

결제 시 3일 이내 자택으로 등기발송

[체크카드형 ISIC]

전국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되는 체크카드 겸용의 국제학생증

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현

금카드로도 이용 가능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서 작성 후 발급비(17,000원) 온라인 결

제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외환은행을 방문 시 당일 발급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cuk.edu) 증명서 자격증 신청 국제학생증(ISIC) 안내 국제학생증(ISIC) 신청

체크카드형 또는
일반형 선택 신청

신청서 작성 및
발급비용 결재

우편 수령
(3일 이내)

※ 국제학생증 혜택안내

국제학생증은 국가 간의 교류를 증대하고 학생들에게 국제적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창안되었으며,

한국철도/항공권/교통/숙소/환전 및 금융서비스/보험우대/현지 박물관, 유적지, 문화재 무료입장

및 할인/일반사설업체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Tip
일반학생증은 본교 입학 시 신청자에 한하여 기간 내 무료발급 해 드리며,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5) 병무 안내
① 연기대상자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제한 연령(만 24세)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입학 시 학교의 장이

학적보유자신고를 제출, 본인의 별도 제출 없이 24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입영연기가 가능 합니다.

② 비대상자

▪ 학적변동 또는 기타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된 자

▪ 재학생 입영희망원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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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명서 신청 안내
① 웹증명서 신청

▪ 발급가능 증명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

서, 등록금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② 직접 또는 우편수령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 [증명서․자격증 신청] → [증명신청]에서 신청

③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 대학민원의 경우 전국의 동사무소를 통하여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방문 후 [팩스민원 신청서 작성] → 3시간 이내 팩스로 수령

▪ 발급가능 증명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

서, 등록금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6 진학/취업 안내

(1) 대학원 진학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심화된 지식의 습득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재학생들의 대학원진학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매학기 대학원 진학에 대

한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진학현황은 [학교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대학원진학] → [대학원진학현황]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졸업생 분들의 대학원 진학을 응원할 것입니다.

(2) 경력개발센터
고려사이버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변하고 있는 채용시장에서 취업경쟁력을 갖는 신·편입생 및 재학생,

졸업생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효과적인 진로 선택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지원을 제

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개발센터는 협력업체인 인크루트의 신뢰도 높은 각종 취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력서 관리 이외에 적성검사, 면접정보, 공채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개인별로 필

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의 길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력개발센터 이용은 [학교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학생복지안내] → [경력개발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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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상담 안내

(1) 상담 게시판
상담 게시판은 학생이 궁금한 사항을 묻고 이에 대한 답을 듣는 공간으로 각 게시판에 적합한 질문을

하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 게시판은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의 [게시판]

메뉴를 누른 후 좌측 메뉴 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FAQ : FAQ에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학교 Q&A : 학교 이용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학과 Q&A : 본인의 소속학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➃ 1:1 학습상담 : 각 과목 1:1 학습상담 메뉴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확인하는 메뉴이며, 과목
담당교수님과의 비공개 질의응답을 원하는 경우 과목별 [1:1학습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➄ 나의 Q&A : 각 과목의 주차별 Q&A를 이용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확인하는 메뉴이며,
수업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과목의 각 주차별 Q&A의 (+)버튼을 눌러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상담
① 대표전화 : 02) 6361-2000

②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 학과별 교수 상담 
학과별 교수님 상담은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상담은 사전에 학과에 일정을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과번호는 학교홈페이지 [연락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센터는 학교의 구성원을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교내

에서 사건조사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① 대표전화 : 02) 6361-1953

② 이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주중)

③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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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상담신청 조사의 필요성 판단 조사위원회 구성 소환 및 조사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보고 조사종료

④ 사건처리 관련 모든 절차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발생 후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5)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평가하여 문제개선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① 대표전화 : 02) 6361-1953

② 이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주중)

③ 주요사업

▪ 장애학생 지원 실태파악

▪ 장애학생 지원 종합계획 수립

▪ 부서별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총괄

▪ 장애학생 지원관련 교원․학생 교육

8 학교생활 안내

(1) 각종 공지사항 보기
공지사항은 학사일정 등 중요한 내용이 공지되는 곳이므로 수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학교공지 : 학교 전반에 관련된 공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학과공지 : 학과에 관련된 공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게시판 활용
① 각종 게시판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게시 할 수 있습니다.

단, 많은 사람이 이용하므로 게시글 기입 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② 각종 게시판의 성격에 맞는 글을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상담 이용
① Q&A, 학습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하여 대학생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해당 과목에 대한 상담은 해당과목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II. 학교생활 안내

46 www.cuk.edu

9 총학생회 소개

총학생회는?

온라인대학 최고 명문을 지향하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각 지역의 학우 모임을 조직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학우애를 돈독히 하여 모두가 하나라는 연대감을

통한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 총학생회 주요 활동
① 체육대회

학과 간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단합된 고려사이버대학교인의 힘을 보

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② 가을축제(CUK대축제)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자

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화, 서예, 사진, 십자수, 종이공예, 지점토, 설

치미술 등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를 비롯하여 연주회, 퍼포먼스, 시낭송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사랑의 바자회도 열립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어우러지는 화합과 친목의 시간도 마련되고 있습니

다.

※ 체육대회, 가을축제(CUK대축제) 영상은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문화행사]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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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방식

1) 유형별 강의 소개

본교는 학습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체제작방식을 선택하여 과목별 콘텐츠유형을 결정하고 있으

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VOD(동영상)형
VOD(동영상)형은 영상 강의와 학습내용을 페이지 단위로 함께 제공하거나 교수자의 영상과 구조화한

학습내용이 담긴 전자칠판(또는 칠판 판서)을 제공하여 오프라인 수업과 같이 현장감 있는 강의를 제

공하는 유형입니다. 화면 캡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여러 가지 툴을 직접 시연·실습을 진

행함으로써 학습자의 실습(따라하기)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2) AOD(음성)형
AOD(음성)형은 교수자의 음성 강의와 학습내용(텍스트 또는 멀티미디어 요소)을 페이지 단위로 함께

제공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는 유형입니다.

(3) FLASH형
FLASH형은 교수자의 영상(또는 음성) 강의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 등을 활용하여 구성된 유형으

로 학습자의 참여, 흥미, 몰입을 유도하는 양방향적인 학습을 제공합니다.

(4) 저작툴형
저작툴형의 경우 강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저작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유형입니다. 교수자

의 영상(또는 음성)과 학습내용에 대한 판서를 함께 제공하여 강의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혼합형
과목 특성에 따라 학습내용이 페이지 단위별로 적절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혼용된 강의를 제공하여 학

습자의 학습참여를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ž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수업 소개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100%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과목에 따라 한 학기에 1회 정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자하는 요구를 반영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므로, 수업

에 참여를 못한 경우 동영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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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안내

(1) 과목공지
담당교수가 한 학기 동안 강의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곳으로 강의운영방법,

시험/리포트 등 각종 평가관련 사항, 수업관련 정보 및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로그인 직후 표시되는 캘린더를 통해 각종공지사항과 학습활동 현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
출석은 과목별 강의실에 주차별로 게시되는 강의콘텐츠의 수강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체크됩니다.

① 강의개시 : 강의는 각 주차별로 매주 월요일 정오 12시에 개시됩니다.

② 출석인정 : 해당 회차의 강의를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상적으로 수강할 경우 출석 으

로 처리되며 “O”로 표시됩니다 (강의록, 강의음성을 통한 수강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수강을 하시는 경우에는 강의가 종료될 때 까지 기다려야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임의로 강의창을 닫으면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PC 또는 모바일기기로 수강완료 후 반드시 출

석 상태가 “O”로 변경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출석인정기간

▪ 출석인정기간은 해당주차 강의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합니다. (단, 정규학기의 경우 수강신청

정정이 진행되는 주차의 강의는 출석인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정규학기의 14주차와 계절학기의 4주차는 기말고사 기간 종료일 24시까지 인정합니다.

④ 출석인정신청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인정기간 내에 출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신청 및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칙 제 44조에 의해 출석인정신청 강의 회차가 해당

과목 총 강의 회차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회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입원 : 입원확인서

▪ 지방 및 해외출장 : 출장증명서

※ 제출방법은 로그인 → [신청] → [출석인정신청]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신청 등록

⑤ 지각

주차별 출석인정기간 이후부터 기말고사 기간 종료일 24시까지 수강을 완료한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며 “△”로 표시됩니다.

※ 지각한 주차의 경우 해당 주차 출석점수의 50%만 인정됩니다.

⑥ 결석 : 수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며 “X”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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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총 강의 회차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F학점으로 처리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리포트 제출
주어진 주제 확인 후 파일이나 텍스트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해당 리포트실에 제출합니다.

(일부 실습과목 등의 경우에는 리포트 특성 상 오프라인(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4) 퀴즈응시
➀ 퀴즈는 과목별 출제여부가 다르며, 출제 시 퀴즈메뉴에 표시됩니다.
([퀴즈응시]를 클릭하여 응시하며, 정상적으로 응시를 완료하면 [응시완료]로 표시됩니다.)

➁ 퀴즈별로 응시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는 1회만 가능하며 임시저장 후 재응시 할 수 없습니다.)

(5) 팀 프로젝트
➀ 팀 프로젝트는 교수가 제시한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팀구성원 모두가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의논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➁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팀원간의 상호평가(참여율평가)를 진행합니다.
➂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과제 제출 없이 팀별 토론의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6) 토론
토론실에서는 교수가 제시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수강생들과 정보를 공유

하거나,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질문답변, 자료실, 자유게시판 
① 질문답변은 강의내용, 시험, 과제 등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게시하는 곳으로 담당교수가 직접 답변

합니다. 이 외에 1:1상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담당교수와의 개별적인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② 자료실은 교수와 수강생들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게시하고 공

유하는 곳입니다.

③ 자유게시판은 수강생들의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8) 강의록 활용
과목에 따라 매 회차 강의에 대한 강의자료(강의록)를 강의리스트에 파일형식으로 게시합니다. 이 강의

록은 각 회차의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쇄하여 강의콘텐츠와 더불어 학습하실 수 있도

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하여 교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의계획서에 소

개된 주교재 및 부교재 등의 참고도서를 구입하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과목특성 및 담당교수의 수업운영 방법에 따라 강의록 대신 교재를 활용하거나, 강의록이 제공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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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성강의 활용
강의를 음성파일로 제공하고 있어 MP3플레이어와 그 밖의 방법으로 강의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목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성강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방법 안내

(1) 시험방법
① 정규학기의 경우 중간고사는 8주차,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진행됩니다. 단, 과목별 세부 시험일정과

유형은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② 시험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실시되며 주관식, 객관식, 주/객관식 혼합형식으로 출제됩니다.

③ 과목에 따라서 리포트 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시험 없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목별 시험유형 및 평가반영 비율은 과목별 강의계획서에 명시됩니다.)

Tip 재학생은 학교공지와 과목공지를 통해 시험기간 및 유형을 꼭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시에 시험 응시를 해야 합니다.

(2) 시험응시 방법
① 시험방식

과목에 따라 동시 또는 비동시 시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시시험 방식 : 수강생 전원이 정해진 시험시간 내에 동시 접속하여 응시하는 방식

▪ 비동시시험 방식 : 지정된 시험응시 가능 시간 중 본인이 원하는 때에 접속하여 제한시간 동안

응시하는 방식

② 응시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 해당 과목 강의실 > [시험] 메뉴 > 중간 또는 기말고사의 [시험응시]

버튼 클릭 > 시험지 표지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 시험시간 종료 시 까지 답안입력 > 응시완료

③ 시험지유형

[공통사항] - 전 과목 동일

온라인 시험의 응시는 1회만 가능하며 응시완료 후 재응시는 불가능합니다.

시험 도중 임시(중간)저장 후 시험지를 닫았다가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선택사항] - 담당교수가 적용여부 결정

▪ 전체화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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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는 동안 해당 시험지가 모니터화면을 가득 채우므로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

용할 수 없습니다 (강의 및 강의록 보기, 인터넷 검색 등 이용불가).

▪ 문항, 보기(답지) 섞기

문항, 보기(답지)의 순서가 시험응시 학생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 듣기평가

듣기 평가가 포함된 시험의 경우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를 통해 음성을 듣고 답안을 입력합니다.

Tip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프로그램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원활한 시험을 위해서 모의테스

트를 미리 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 OS 와 Internet Explorer 를 이용한 PC 이외의 모바일 기기, 맥OS 에서는 시험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안정적인 시험응시를 위해 무선인터넷 접속을 통한 시험응시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변경 안내
중간/기말고사에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응시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수님의 재량

에 따라 사유가 인정된 경우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변경은 증빙서류와 함께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로그인 → [신청] → [응시변경신청]에서 해당 사유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

다.

※ 응시변경 신청이 인정 되는 사유 및 제출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칙 제50조, 학칙시행세칙 제20조)

① 본인이 입원한 경우 : 입원확인서

②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병원 발행 확인서 제출

③ 군입대 : 소집영장 사본 제출

④ 출장 : 출장증명서 제출

⑤ 혼인 : 청첩장 등 본인의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⑥ 출산 : 출산증명서 등 본인의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⑦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

(4) 시험오류 신고 안내
시험 응시 중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응시를 못한 경우 담당직원과 상담후 시험오류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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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중에는 근무시간 종료 후에도 시험이 종료되는 시각까지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으니 오류 발

생 즉시 학교대표번호 (02-6361-2000)로 전화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오류 신고는 증빙서류와 함께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로그인 → [신청] → [시험오류신고]에서 해당 사유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

다.

※ 시험오류 신청이 인정 되는 사유 및 제출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 진행 중 아래와 같은 PC 장애로 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

① PC오류 : 오류화면 캡처 또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사진

② 시험 중 정전발생 : 한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정전 확인서

③ 시험 중 인터넷 끊김 : 인터넷업체의 장애확인서

④ 시험 중 PC 고장 : AS업체의 확인서

⑤ 기타 오류 : 기타 응시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주의 모든 서류에는 날짜와 장애 시각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5) 동일/유사 IP 사용 신청 안내
중간/기말고사 응시 시 동일시험을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부정행

위에 해당합니다.

부득이 여러 학생이 동일시험을 동일한 장소에서 응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동일/

유사 IP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시험 기간 중 게시되는 학교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성적평가 안내

(1) 평가 기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성적평가 기준입니다. 학점에 인정이 되는 등급은 D학점 이상이며, F학점은 재수

강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분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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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등 급 평 점 분포

95 ～ 100이하 A+ 4.5
30%이내

90이상 ～ 95미만 A0 4.0

85이상 ～ 90미만 B+ 3.5
70%이내

80이상 ～ 85미만 B0 3.0

75이상 ～ 80미만 C+ 2.5

잔여비율 범위 내
70이상 ～ 75미만 C0 2.0

65이상 ～ 70미만 D+ 1.5

60이상 ～ 65미만 D0 1.0

60미만 F 0.0

60이상 P 불계(합격)

I 불계(미완성)

① 당해 학기 평점은 교과목별 합계 (취득학점*평점)/취득학점계로 계산됩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버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② I학점 : 학점보류를 의미하며 일정기간 후 다른 학점으로 대체됩니다.

③ P학점 : P학점은 수료인정(Pass)을 의미하며,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학점만 인정합니다.

④ F학점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성적평가 방법
① 과목별 출제되는 평가 및 학습활동에 기간 내에 참여해야 합니다.

② 개설 교과목 수강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교과목의 운영방법 및 강의담당교수에

따라 평가항목 및 비중, 평가기준이 다르므로, 강의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항목 : 출석, 시험, 과제물(리포트, 팀프로젝트), 퀴즈, 토론, 원어민과의 대화, 실습,

참여도(질문답변, 자료실), 기타

Tip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대학의 특성상 출석, 시험, 리포트, 토론, 퀴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을 평가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평가방법에만 치우쳐 준비하지 말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

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적확인 방법
성적은 기말고사 후 성적확인 기간에 발표되며 로그인 → [학습통계] → [학기별 수강 성적]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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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I학점을 받은 학생은 성적발표 후 이의신청 기간에 해당 과목의 [1:1학

습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학점관리 안내

(1) 학기당 권장이수학점
학칙 제38조에 의해 규정된 학년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사처리 편의를 위한 학년구분임). 또한 한 학기

당 권장이수학점은 15～18학점입니다.

학년 등록횟수 이수학점

1학년 1회 이상 33학점 이하

2학년 3회 이상 34학점 이상～66학점 이하

3학년 5회 이상 67학점 이상～99학점 이하

4학년 7회 이상 100학점 이상

한 학기당 권장이수학점 : 15～18학점

Tip 위와 같이 학기당 권장이수학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학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스케줄에

맞는 학업계획을 세워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2) 계절학기 이용
계절학기는 여름/겨울 방학기간(5주)동안 강의를 수강하고 평가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계절

학기는 최대 9학점까지 신청가능하며, 이수학점이 부족한 학생이나 학점을 미리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이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학기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해당기간에 학교 홈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수업을 포함하여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3) 과목 이수 분류
교과목 이수분류는 전공(필수/선택), 교양, 일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학과마다 전공(필수/선택) 최저

이수학점과 교양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Tip 일반(선택)학점이란 타학과 과목 이수학점을 말하며, 일반(선택)학점은 최저이수학점이 없으므로 이수하지 않

아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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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양인정 일반선택 과목 안내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폭넓은 수강을 위해 학과 전공과목 중 몇 개의 기초과목을 교양과목

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타학과 전공과목 중 교양인정 일반선택 과목을 이수하시면 본인의 선택에 의

해 졸업시 교양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본인학과의 전공과목 중 교양인정 일반선택 과목은 전공학점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5) 타학과 연계과목 안내
타학과 연계과목이란 2개 이상의 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을 말합니다. 타학과 전공과목 중

본인의 학과와 연계된 과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졸업 시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6) 재수강 안내
재수강은 이미 수강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것을 말하며, 과거에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성적 향상을 위해 다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과목에 대해 재

수강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성적에 상관없이 어느 과목이라도 재수강 가능합니다.

① 재수강 시 성적처리

⦁ 성적증명서 상에는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과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 중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으
로 인정됩니다. 재수강한 과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으

로 인정됩니다.

⦁ 편입 시 학점인정 받은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본교에서 수강한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② 재수강 학점인정

⦁ 과거에 취득한 학점과 현재 신청하는 학점 중 하나만 인정되므로 졸업학점 계산 시 총 학점 수
계산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3학점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은

6학점이 아닌 3학점입니다.

(7) F학점 성적표기 안내
F학점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8) 부정행위 안내 및 처벌사항
다음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학칙 제49조, 제52조, 제72조에 의거하

여 해당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타인에게 대신 강의수강, 시험응시, 과제제출 등의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시험기간 중 평가 문항 또는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③ 2인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Ⅲ. 수업방식안내

60 www.cuk.edu

(2명 이상이 동일 IP 또는 유사 IP 사용 시 동일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함)

④ 과제를 표절하거나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

⑤ 각종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

⑥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위

(1) 학과별 졸업 최저이수학점 안내
고려사이버대학교 졸업 최저이수학점은 132학점이며, 학과별로 해당 조건에 맞춰 졸업이수학점을 만족

해야 합니다.

[2016학년도 입학생]

학부 학과 교양
전공 졸업

이수 부전공
복수전공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창의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30 18 21 132 21 18 21

기계제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

경영학부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융합경영학과

휴먼서비스학부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평생교육학과

실용어학부

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학과

법·세무학부
법학과

세무·회계학과

▪ 교양최저이수학점 : 교양과목 혹은 교양인정과목에 해당되는 학점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최소치

▪ 전공최저이수학점 : 전공과목에 해당되는 학점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최소치

▪ 학과에 따라 전공필수가 지정된 학과가 있으며, 전공필수는 해당학과에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

을 지칭합니다.

▪ 실용외국어학과 세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중 하나의 언어에 대해 전공 및 부/복수전공최저이수학점을 이

수해야 합니다. 주언어와 함께 부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택1) 이수 시에는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6 졸업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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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인 132학점을 이수하더라도 교양 및 전공(필수, 선택)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졸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ip 전공, 교양과목은 반드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이수학점에 필요한 나머지 학점은 원하는 과

목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부/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132학점)내에 포함되므로 원하는 학과를 신

청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2) 학과별 졸업과제 안내

[2017학년도 입학생]

학과 졸업과제(택일)

전기전자공학과 전공필수 ‘졸업세미나’ 과목이수

기계제어공학과 전공필수 ‘졸업세미나’ 과목이수

소프트웨어공학과 전공필수 ‘졸업세미나’ 과목이수

정보관리보안학과 전공필수 ‘졸업세미나’ 과목이수

디자인공학과 전공필수 ‘졸업세미나’ 과목이수

경영학과 없음

부동산학과 없음

융합경영학과 없음

상담심리학과 없음

사회복지학과 없음

보건행정학과 없음

아동학과 없음

청소년상담학과 없음

평생교육학과 없음

실용외국어학과 없음

아동영어학과 없음

한국어학과 없음

법학과 없음

세무·회계학과 없음

*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도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학과의 졸업과제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Tip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졸업] → [졸업과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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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 방법
① 졸업대상자는 해당학과 졸업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 시 자동졸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졸업이 가능 합

니다.

② 졸업 연기를 원할 경우, 소정 기간 내에 졸업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졸업기준
① 학기 : 8학기 이상(단, 조기졸업은 6학기 이상) 이수

② 이수학점 : 총 132학점 이상 이수

③ 전공 및 교양의 경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④ 학과별 졸업과제 이수

⑤ 부전공 이수자의 경우 부전공별 최소이수학점(21학점) 이상 이수

⑥ 복수전공 이수자의 경우 복수전공별 최소이수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해당 학과별 졸업과제 이수

(5) 조기졸업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한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7학기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조기졸업

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조기졸업 자격요건

▪ 전체 평점이 4.00 이상인 자(계절학기 성적 포함)

▪ 최소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여건을 충족한 자

② 조기졸업대상자는 소정기간 내에 조기졸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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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공학부

1) 학부소개

(1) 학부소개
창의공학부는 기술 간의 융복합을 통해 지식기반 및 첨단기술 산업을 선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학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소프트

웨어공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의 5개 학과에서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 체

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의공학부의 5개 학과는 가상 실험실습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스템과 응용전기전자 및 반

도체∙통신 기술을 교육하는 전기전자공학과, 기계 장치의 설계와 개발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교육하는 기계제어공학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을 비

롯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 지식을 교육하는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시

스템의 관리와 운영 및 정보보호 기술을 교육하는 정보관리보안학과, 시각 및 산업디자인

과 뉴미디어를 교육하며 체계적인 모바일앱 과정을 교육하는 디자인공학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2) 교육목표
창의공학부는 전기/전자, 정보기술(컴퓨터/통신/보안),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기계 등 산

업 전반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학 교육을 학습하고, 기술 간의 융복합을 통해 지식기반 및

첨단기술 산업을 선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학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

다.

(3) 학부특징
창의공학부는 2012년도 교육부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개발한 가상실습실(Virtual Lab)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대학교 공학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학과 간의 협력적인

학업(부전공, 복수전공)으로 교육 효과의 시너지를 향상시키고 융복합 기술의 습득에 도움

을 주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최상의 교수진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적

인 교육체계와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학생 관리와 졸업자격 검증(졸업과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

으며, 매년 높은 명문 대학원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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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기전자공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고려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한 2012년도 사이버대학 [선취업-후진학 특성화 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어 2013년 3월 전기전자공학과를 신규 개설하여 사이버 공학교육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는 새로

운 공학교육모델을 제공하며,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개인 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기전자공학과는 21세기 스마트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학문 분야로서 산

업 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기술인

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제공합니다. 전기전자공학과의 교육과정은 컴퓨팅 시스템

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시스템 전공, 스마트 사회를 구성하는 반도체∙통신 전공, 그리고

전통적인 전기/전자회로와 여러 가지 응용기술들을 학습하는 응용전기전자 전공으로 나누

어서 각 학습 방향에 대한 효과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학교육의 선두주자로서 가상 실험실(Virtual Lab)을 이용한 각종 전기전자

실험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실험교육을 실시합니다.

(2) 교육목표

① 실무중심의 맞춤형 교육

산업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이론에 충실하면서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② 사이버 전기전자공학 실험

가상 실험실(Virtual Lab)을 제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실험 실습을 진행합니다.

③ 열정이 넘치는 유능한 교수진

학문적 능력과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전임교수님을 비롯하여 국내 유명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론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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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새로운 기술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국내외 기업과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시대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

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기술적 흐름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3) 학과특징
① 국내대학 최초로 가상실험실을 구축하여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대학과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급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학계, 업계의 유능한 교수진으로 최고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 학문적 능력과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전임교수님을 비롯하여 국내 유명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

들을 모시고,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 전기전자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님들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직접적인 실무 능력을 배

양할 수 있습니다.

③ 전기전자공학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학과 학생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전기전자분야와 관련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

에,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에서 학생 상호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학과에서는 대학원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원 진학에 대한 설명회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진

학한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관한 조언과 상담 등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도와드립니다.

④ 공정하고 엄격한 졸업과제 심사를 통하여 최고의 인재를 배출합니다.

▪ 졸업생들이 전기전자분야와 공학 관련 자격증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졸업세미나 과목을 통하여 자격증 이외에 졸업논문이나 프로젝트/보고서를 작성하도

록 지도합니다.

(4) 관련자격증
전기기사, 전자기사, 전기공사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무선설비기

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전자계산기기사 등

(5) 졸업 후 진로
▪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

▪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취업

▪ 전기전자 분야 산업체 취업

▪ 전기전자 분야 벤처 창업

(6) 학위안내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후 공학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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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EE0105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IT0101 컴퓨터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IT0143 정보통신개론 3 학점

전공선택 GE0201 대학일반수학 [학부기초]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EE0107 공학수학 3 학점

전공선택 IT0101 컴퓨터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IT0102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3 학점

전공선택 IT0143 정보통신개론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EE0101 기초전자공학 3 학점

전공필수 EE0104 신호및시스템 3 학점

전공필수 EE0127 데이터통신 3 학점

전공선택 EE0133 음향공학 3 학점

전공선택 IT0108 자료구조 3 학점

전공선택 MD0101 멀티미디어개론과 표현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EE0102 기초전자공학실험 3 학점

전공필수 EE0108 디지털논리설계 3 학점

전공필수 EE0109 회로이론 3 학점

전공선택 EE0110 전기자기학 3 학점

전공선택 PA0182 정보보호개론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EE0113 전자회로 3 학점

전공선택 EE0115 디지털논리실험 3 학점

전공선택 EE0131 전기기기 및 응용 3 학점

전공선택 EE0139 물리전자공학 3 학점

전공선택 IT0113 컴퓨터구조 3 학점

전공선택 ME0113 제어공학 3 학점

전공선택 ME0116 PLC제어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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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EE0112 통신이론 3 학점

전공선택 EE0116 마이크로프로세서 3 학점

전공선택 EE0118 반도체공학 3 학점

전공선택 EE0120 전기·통신설비 공사실무 3 학점

전공선택 EE0126 발송배전공학 3 학점

전공선택 EE0128 조명공학 3 학점

전공선택 ME0110 계측공학 3 학점

전공선택 IT0132 컴퓨터네트워크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EE0106 회로실험 3 학점

전공선택 EE0117 디지털시스템설계 3 학점

전공선택 EE0130 아두이노 프로젝트 3 학점

전공선택 EE0135 전기설비설계 3 학점

전공선택 EE0137 무선통신망 엔지니어링 3 학점

전공선택 ME0121 로봇공학 3 학점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EE0114 전력전자공학 3 학점

전공선택 EE0132 스마트 그리드 3 학점

전공선택 ME0122 메카트로닉스 3 학점

전공선택 ME0130 에너지시스템공학 3 학점

전공선택 IT0134 무선인터넷기술 3 학점

전공선택 IT0152 미래 컴퓨팅 기술 3 학점

전공선택 IT0160 임베디드시스템 3 학점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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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2

기초전자공학 3 회로이론 3

신호및시스템 3 디지털논리설계 3

데이터통신 3

4 졸업세미나 3 졸업세미나 3

[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3

전선 대학일반수학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컴퓨터학개론 3 전선 컴퓨터학개론 3

4 전필 졸업세미나 3 전필 졸업세미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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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학기
전공

디지털시스템 응용전기전자 통신

4-2학기

임베디드시스템

메카트로닉스

전력전자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스마트 그리드

미래컴퓨팅기술

무선인터넷기술

졸업세미나

4-1학기

로봇공학

디지털시스템설계

아두이노 프로젝트

회로실험

전기설비설계

무선통신망 엔지니어링

졸업세미나

3-2학기

마이크로프로세서

계측공학

발송배전공학

조명공학

반도체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전기ㆍ통신설비 공사실무

통신이론

3-1학기

디지털논리실험

컴퓨터구조

PLC제어

제어공학

전자회로

전기기기및응용

물리전자공학

2-2학기
디지털논리설계 회로이론

기초전자공학실험

전기자기학

정보보호개론

2-1학기

신호및시스템

자료구조

기초전자공학

음향공학

멀티미디어개론과 표현

데이터통신

1-2학기 컴퓨터학개론 / 정보통신개론 /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 공학수학

1-1학기 컴퓨터학개론 / 정보통신개론 / 대학일반수학 /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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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계제어공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온 기계공학 분야와 전기전자 분야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로 융합하고 있고,

여기에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어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계제어공학은 기술의 발전

에 따라서 전자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현대 산업의 기초학문인 만큼 다양한 기계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제어하는 기술을 학습합니다. 기계 설계 및 제작 기술과 성능 해석 기술을 학습하는 기계설

계 전공, 전자회로 및 전자제어 기술을 학습하는 메카트로닉스 전공, 냉동공조 시스템, 자동차와 항공의

응용 분야를 다루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학습하는 열 및 유체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생산 기본 원리를 통한 발전 시스템 분야 학습과 산업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론과 더

불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는 등 기계제어공학도에게 요구되는 실무위주의

전공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2) 학과특징
① 실무중심의 맞춤형 교육

▪ 산업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이론에 충실하면서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

성합니다.

② 열정이 넘치는 유능한 교수진

▪ 학문적 능력과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전임교수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산업체의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론 및 실무경험을 심도 있게 교육 합니다.

③ 전문가로서의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각종 기계제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재학생, 동문간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개개인의 경력개발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④ 트렌드 기반 적응형 교육과정

▪ 새로운 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기술적 흐름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3) 관련자격증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기사, 생산자

동화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

지관리기사, 금속재료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

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용접기사, 자동차정비기사 등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창의공학부] → [기계제어공학과]를 참

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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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 후 진로
▪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

▪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취업

▪ 일반산업체 취업

▪ 벤처 창업

(5) 학위 안내
기계제어공학과 졸업 후 공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ME0101 기계설계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GE0201 대학일반수학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EE0105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IT0101 컴퓨터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ME0101 기계설계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ME0102 정역학 3 학점

전공선택 EE0107 공학수학 3 학점

전공선택 IT0101 컴퓨터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IT0102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ME0105 재료역학 3 학점

전공필수 ME0109 열역학 3 학점

전공선택 ME0104 2D CAD실습 3 학점

전공선택 EE0101 기초전자공학 3 학점

전공선택 EE0104 신호및시스템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ME0106 동역학 3 학점

전공선택 ME0107 기계재료 3 학점

전공선택 ME0112 유체역학 3 학점

전공선택 EE0102 기초전자공학실험 3 학점

전공선택 EE0108 디지털논리설계 3 학점

전공선택 EE0109 회로이론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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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ME0113 제어공학 3 학점

전공필수 ME0114 기계요소설계 3 학점

전공선택 ME0116 PLC제어 3 학점

전공선택 ME0123 내연기관 3 학점

전공선택 EE0115 디지털논리실험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ME0110 계측공학 3 학점

전공선택 ME0111 기계진동 3 학점

전공선택 ME0117 3D CAD 3 학점

전공선택 ME0126 자동차전장시스템 3 학점

전공선택 ME0130 에너지시스템공학 3 학점

전공선택 EE0116 마이크로프로세서 3 학점

전공선택 EE0128 조명공학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ME0119 나노공학 3 학점

전공선택 ME0121 로봇공학 3 학점

전공선택 ME0125 공장자동화 3 학점

전공선택 ME0127 에너지 네트워크 3 학점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ME0120 안전과 품질 3 학점

전공선택 ME0122 메카트로닉스 3 학점

전공선택 ME0124 냉동 및 공기조화 3 학점

전공선택 ME0128 기계공학특론 3 학점

전공선택 IT0160 임베디드시스템 3 학점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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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기계설계학개론 3 기계설계학개론 3

2
재료역학 3

열역학 3

3
제어공학 3

기계요소설계 3

4 졸업세미나 3 졸업세미나 3

[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3

전선 대학일반수학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컴퓨터학개론 3 전선 컴퓨터학개론 3

4 전필 졸업세미나 3 전필 졸업세미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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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학기
전공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열유체

4-2학기

안전과 품질 메카트로닉스

임베디드시스템

냉동 및 공기조화

졸업세미나 / 기계공학특론

4-1학기

나노공학 로봇공학

공장자동화

에너지 네트워크

졸업세미나

3-2학기

기계진동

3D CAD

마이크로프로세서

계측공학

자동차전장시스템

조명공학

에너지 시스템공학

3-1학기

기계요소설계 PLC제어

제어공학

디지털논리실험

내연기관

2-2학기

동역학

기계재료

디지털논리설계

회로이론

기초전자공학실험

유체역학

2-1학기

재료역학

2D CAD실습

기초전자공학

신호및시스템

2D CAD실습

열역학

2D CAD실습

1-2학기 컴퓨터학개론 / 기계설계학개론 / 공학수학 /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 정역학

1-1학기 컴퓨터학개론 / 기계설계학개론 / 대학일반수학 /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 단, 전공필수는 2017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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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프트웨어공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창의 기반의 소프트웨어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이론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

제해결 역량을 가진 창의적 SW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임베디드SW, 응용SW, 데이터베이스

SW 전공으로 구성된 직업/직무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기술 전문가로서 성장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된 교육 콘텐츠

는 창의와 실무를 겸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2) 교육목표

        

체계화된 교육과정 최고의 교수진

다양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창의적 IT
전문인력 양성

① 체계화된 교육과정

응용SW, 데이터베이스SW, 임베디드SW 분야별 체계화된 교과과정으로 전문 IT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 최고의 교수진

국내 유명 대학 출신의 전임 교수들과 현장 실무 경험이 많은 외래 교수들로 구성된 최고의 교수진

으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 IT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③ 다양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국내외 대기업 및 IT 전문업체들과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시대에서 요

구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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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특징
① 학계, 업계의 유능한 교수진으로 최고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 학문적 능력과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전임교수님을 비롯하여 국내 유명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

들을 모시고, 이론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님들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실전적인 직무능력 배양합니

다.

② 소프트웨어공학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학과 학생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IT와 관련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에서 학생 상호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매년 다수의 졸업생이 국내외 유수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으며, 학과에서는 대학원진학을 고민

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원 진학에 대한

설명회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한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관한 조언과 상담 등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드립니다.

③ 공정하고 엄격한 졸업과제 심사를 통하여 최고의 인재를 배출합니다.

▪ 전체 졸업생의 상당수가 졸업과제로서 IT관련 자격증을 선택하고 있으며, 정보처리기사/산업기

사, Microsoft자격, OCP자격, Sun Microsystems 자격, CISCO 자격, IBM 자격, PMP 등 국내외

유망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졸업세미나 과목을 통하여 자격증 이외에 졸업논문이나 프로젝트/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체계적으

로 지도합니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과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관련자격증
국내자격(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

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국제자격(Microsoft, CISCO, IBM, Sun Microsystems, HP, SAP, Novell, ISACA, PMI, Oracle, ISC2,

LPI, Red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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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업 후 진로
▪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 개발전문가(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시스템 연구개발/어플리케이션 개발자/프로그래머/데이터베이스

개발자/보안전문가/IT시스템 개발 전문가 등)

▪ 일반기업체/공무원(전산개발/사무자동화/정보시스템관리 등)

▪ IT 분야 벤처 창업

(6) 학위안내
소프트웨어공학과 졸업 후 공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IT0101 컴퓨터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필수 IT0143 정보통신개론 3 학점

전공선택 EE0105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GE0201 대학일반수학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GE0204 SW코딩의 기초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IT0101 컴퓨터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IT0102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3 학점

전공필수 IT0143 정보통신개론 3 학점

전공선택 PA0182 정보보호개론 3 학점

전공선택 GE0204 SW코딩의 기초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IT0108 자료구조 3 학점

전공필수 IT0109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 학점

전공필수 IT0113 컴퓨터구조 3 학점

전공선택 EE0127 데이터통신 3 학점

전공선택 PA0176 암호이론과 응용 3 학점

전공선택 MD0101 멀티미디어개론과 표현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IT0121 소프트웨어공학 3 학점

전공선택 IT0124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3 학점

전공선택 IT0152 미래 컴퓨팅 기술 3 학점

전공선택 EE0108 디지털논리설계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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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1학기

전공선택 IT0112 Java언어 3 학점

전공선택 IT0117 운영체제이론 및 실습 3 학점

전공선택 IT0147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HCI) 3 학점

전공선택 EE0130 아두이노 프로젝트 3 학점

전공선택 MD0110 HTML5 3 학점

전공선택 PA0169 인터넷보안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IT0106 인터넷프로그래밍 및 실습 3 학점

전공선택 IT0129 소프트웨어 분석설계 3 학점

전공필수 IT0132 컴퓨터네트워크 3 학점

전공선택 MD0114 UI/UX 디자인 3 학점

전공선택 PA0178 소프트웨어개발보안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IT0149 모바일 플랫폼 3 학점

전공선택 IT0151 인공지능 3 학점

전공선택 IT0153 서버네트워크 운영실무 3 학점

전공선택 IT0155 소프트웨어 테스트 3 학점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BC0125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IT0134 무선인터넷기술 3 학점

전공선택 IT0146 프로젝트관리 3 학점

전공선택 IT0160 임베디드시스템 3 학점

전공선택 IT0162 클라우드 컴퓨팅 3 학점

전공선택 IT0166 빅데이터 처리분석 3 학점

전공선택 PA0154 IT서비스관리 3 학점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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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컴퓨터학개론 3 컴퓨터학개론 3

정보통신개론 3 정보통신개론 3

2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

컴퓨터구조 3

3 컴퓨터네트워크 3

4 졸업세미나 3 졸업세미나 3

[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3

전선 대학일반수학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필 컴퓨터학개론 3 전필 컴퓨터학개론 3

4 전필 졸업세미나 3 전필 졸업세미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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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학기
전공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4-2학기

IT서비스관리

임베디드시스템

무선인터넷기술

프로젝트관리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처리분석

졸업세미나

4-1학기

서버네트워크운영실무 모바일플랫폼

소프트웨어테스트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졸업세미나

3-2학기
컴퓨터네트워크 소프트웨어분석설계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인터넷프로그래밍및실습

UI/UX디자인

3-1학기
운영체제이론및실습

인터넷보안

Java언어

아두이노 프로젝트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HCI)

HTML5

2-2학기
디지털논리설계 소프트웨어공학

미래컴퓨팅기술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2-1학기
컴퓨터구조

데이터통신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멀티미디어개론과 표현

1-2학기 컴퓨터학개론 /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 정보보호개론 / SW코딩의 기초 / 정보통신개론

1-1학기 컴퓨터학개론 /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 대학일반수학 / SW코딩의 기초 / 정보통신개론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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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보관리보안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정보관리보안학과(보안기술 전공, 보안관리 전공, 정보정책 전공)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 기술과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보안 관리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조직의 업무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보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본 전공에서는 기존의 IT 개발

자뿐만 아니라 정보보안과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한 정보보안 전문가와 정보시스템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주로 IT 분

야의 경력을 지닌 수강생이 조직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학과 경영학의 핵심 전공을 결합하고

있으며, IT 전문 지식이 부족한 수강생은 같은 학부 소속인 소프트웨어공학과의 전공과목을 통해서 기

초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2) 교육목표
정보관리보안학과는 정보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기술 및 보안 관리를

중심으로 실무지식과 능력을 갖춘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IT 기술과 정보 정책을 바탕으로 조직

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과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3) 학과특징
① 정보시스템 보안 및 감사/감리 전문가에 필요한 능력 개발

▪ 정보보안 전문가로써 조직 전반의 위험을 파악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보보안 기술과 관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직의 내

부에서 정보시스템 감사를 담당하거나 외부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감사/감리 기법과 IT 거버넌스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

고 있습니다.

② 정보화 부문의 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 조직의 정보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정보보안을 수행하는 관리자를 양

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

은 교육과정은 장래에 최고정보책임자(CIO), 정보시스템운영책임자,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목표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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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T 개발자에서 IT 관리자로 업그레이드 과정 포함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의 경력을 주로 가진 IT 개발자가 더 높은 차원의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또

는 IT 컨설턴트와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행정과 지식경영전문가 과정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4) 관련자격증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국가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국제

공인정보보호관리자(CISM), 개인정보관리사(CPPG), IT서비스관리전문가(ITIL), 프로젝트관리전문가

(PMP), 국가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산업보안관리사, 해킹보안전문가, 국가공인ERP정보

관리사

(5) 졸업 후 진로
정보관리보안학과에서 학습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정보보안감사 분야 (정보보호관리자, 보안컨설턴트, 정보시스템감사인)

▪ 정보시스템관리 분야 (정보시스템운영책임자, IT관리자, 정보시스템감리사)

▪ 정보전략기획 분야 (IT컨설턴트, IT기획자, IT법률전문가)

▪ 대학원진학, 해외유학, 공공기관 취업

(6) 학위 안내
정보관리보안학과 졸업 후 정보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PA0171 인터넷윤리 3 학점

전공선택 IT0101 컴퓨터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IT0143 정보통신개론 3 학점

전공선택 GE0201 대학일반수학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EE0105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학부기초]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PA0143 미래예측과 방법론 3 학점

전공선택 PA0182 정보보호개론 3 학점

전공선택 IT0101 컴퓨터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IT0143 정보통신개론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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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전공선택 PA0156 조직관리와 의사결정 3 학점

전공필수 PA0169 인터넷보안 3 학점

전공선택 AS0141 범죄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IT0109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 학점

전공선택 IT0112 Java언어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PA0154 IT서비스관리 3 학점

전공선택 PA0174 정보통신법규 및 정책 3 학점

전공선택 PA0180 개인정보보호 3 학점

전공선택 PA0184 해킹바이러스기술 3 학점

전공선택 IT0121 소프트웨어공학 3 학점

전공선택 IT0132 컴퓨터네트워크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PA0147 IT거버넌스 3 학점

전공필수 PA0162 정보시스템감사 3 학점

전공선택 PA0173 보안관제서비스 3 학점

전공필수 PA0176 암호이론과 응용 3 학점

전공선택 IT0117 운영체제이론 및 실습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PA0151 전자정부론 3 학점

전공선택 PA0153 사이버 포렌식 3 학점

전공선택 PA0164 정보보호관리체계 3 학점

전공선택 PA0188 산업기밀보호 3 학점

전공선택 PA0190 정보보호시스템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PA0159 정보시스템위험관리 3 학점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IT0153 서버네트워크 운영실무 3 학점

전공선택 BC0119 기술경영(MOT)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PA0178 소프트웨어개발보안 3 학점

전공선택 PA0192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 3 학점

전공선택 IT0146 프로젝트관리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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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인터넷윤리 3

2 인터넷보안 3 IT서비스관리 3

3
정보시스템감사 3

암호이론과 응용 3

4 졸업세미나 3 졸업세미나 3

[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대학일반수학 3

전선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컴퓨터학개론 3 전선 컴퓨터학개론 3

4 전필 졸업세미나 3 전필 졸업세미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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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학기
전공

보안기술 보안관리 정보정책

4-2학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 프로젝트관리

졸업세미나

4-1학기
서버네트워크운영실무 정보시스템위험관리 기술경영(MOT)

졸업세미나

3-2학기
정보보호시스템

사이버 포렌식

정보보호관리체계

산업기밀보호

전자정부론

3-1학기
암호이론과 응용

운영체제이론 및 실습

보안관제서비스

정보시스템감사

IT거버넌스

정보시스템감사

2-2학기
해킹바이러스기술

컴퓨터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법규 및 정책

IT서비스관리

2-1학기
인터넷보안

Java언어

범죄학개론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조직관리와 의사결정

1-2학기 정보보호개론 / 미래예측과 방법론 / 컴퓨터학개론 / 정보통신개론

1-1학기 인터넷윤리 /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 컴퓨터학개론 / 정보통신개론 / 대학일반수학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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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디자인공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디자인공학과에서는 편집, 웹, UI/UX, 환경, 제품, 영상디자인 등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전공 교

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계제어, 전기전자, 정보관리보안 계열의 연계과목을 통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 사이버교육 출발과 더불어 시작

된 체계적인 디자인교육과 더불어 교수와의 1:1 개별지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실력을 키

워나가고 있습니다.

(2) 교육목표
창의적 감성과 공학개념을 갖춘 디자이너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UI/UX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웹 마스

터, 웹기획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자, 영상디자이너,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자, 환경공간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3) 학과특징
① 이론과 실무를 겸비

▪ 디자인공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실무경력과 교육경력을 갖춘 여러 교수

님의 강의와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정규적인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 기초 이론부터 현장경험

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② 온라인 전시회 개최

▪ 재학생들의 공모전 출품 작품과 졸업작품, 학기별 우수 과제 작품들은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해

마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사이버대학 첫 졸업생부터 시작된 전시회는 대외적으로도 높은

작품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조 http://www.cuk.edu/100942.do

③ 교수와의 1:1 개인지도

▪ 공모전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 혹은 미술실기를 배우지 않아 기초 미술실기가 부족한 경

우는 교수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뛰어난 인맥 네트워크

▪ 학과 학생 대부분이 관련업종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학생 상호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

으며 이러한 인맥 네트워크가 학생 개개인 전문 영역의 폭을 넓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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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자격증
▪ 산업기사(컬러리스트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 기사(시각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 전문가(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어도비ACE(Adobe Certified Expert),

어도비ACA(Adobe Certified Associate), 어도비ACI(Adobe Certified Instructors), CAD자격증)

▪ 디지털영상편집 전문가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창의공학부] → [디자인공학과]를 참고

하세요.

(5) 동아리 및 스터디
뎃생연구회 동아리, 디자인 동아리, 영상․애니메이션 동아리, 북아트 동아리

(6) 졸업 후 진로
▪ 편집디자인, 산업디자인,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디자인, CI/BI, 캐릭터디자인, 광고 및 그래픽 전문

업체

▪ UI/UX디자인, 웹 에이전시(웹 디자이너, 웹 마스터, 웹 프로그래머)

▪ 영상디자인, 영상편집, 특수영상제작, 방송타이틀제작, CF영상제작, 애니메이션제작

▪ 기업체 홍보실, 기획실, 영화제작스튜디오, 광고대행사

▪ 제품디자인, 환경공간디자인 전문회사

(7) 학위 안내
디자인공학과 졸업 후 공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전공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MD0102 비트맵그래픽기초(포토샵) 3 학점

전공필수 MD0103 디자인론 3 학점

전공선택 EE0105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GE0204 SW코딩의 기초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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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

전공선택 MD0106 색채학 3 학점

전공필수 MD0107 디자인과 인체공학 3 학점

전공선택 GE0157 미술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GE0204 SW코딩의 기초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MD0101 멀티미디어개론과 표현 3 학점

전공필수 MD0110 HTML5 3 학점

전공선택 MD0113 디지털영상편집 3 학점

전공선택 MD0116 SNS애니콘제작 3 학점

전공필수 MD0137 기초조형공간 3 학점

전공선택 ME0104 2D CAD실습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MD0105 벡터그래픽기초 3 학점

전공선택 MD0111 홈페이지제작(드림위버) 3 학점

전공선택 MD0122 사진학 3 학점

전공선택 MD0142 영상제작기획 3 학점

전공선택 MD0146 현대미디어공간론 3 학점

전공선택 MD0152 모바일앱만들기 3 학점

전공선택 IT0102 프로그래밍기초와 실습 3 학점

전공선택 IT0121 소프트웨어공학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MD0119 웹기획 3 학점

전공선택 MD0127 3D애니메이션 3 학점

전공선택 IT0112 Java언어 3 학점

전공선택 IT0117 운영체제이론 및 실습 3 학점

전공선택 IT0147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HCI) 3 학점

전공선택 MC0139 디지털영상합성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MD0114 UI/UX 디자인 3 학점

전공선택 MD0141 모션그래픽스 3 학점

전공선택 MD0148 제품디자인스튜디오 3 학점

전공선택 IT0106 인터넷프로그래밍 및 실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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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비트맵그래픽기초(포토샵) 3 디자인과 인체공학 3

디자인론 3

2
HTML5 3

기초조형공간 3

4 졸업세미나 3 졸업세미나 3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MD0149 편집디자인 3 학점

전공선택 MD0128 공공커뮤니케이션디자인 3 학점

전공선택 MD0151 모바일게임제작 3 학점

전공선택 IT0149 모바일 플랫폼 3 학점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MD0132 3D프린팅 3 학점

전공선택 MD0134 타이포그래피 3 학점

전공선택 EE0128 조명공학 3 학점

전공필수 PA0165 졸업세미나 [학부공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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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창의적아이디어발상법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4 전필 졸업세미나 3 전필 졸업세미나 3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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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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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학부

1) 학부소개

(1) 학부소개
경영학부는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융합경영학과의 3개 학과로 구성됩니다. 경영학과는 일반 경영이론

및 실무능력을 학습할 수 있어 모든 경영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고, 부동산학과는 부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실무적 능력을 갖추어 부동산전문가로서 역량을 학습할 수 있습니

다. 융합경영학과는 문화예술경영트랙, 정보기술경영트랙, 스포츠산업경영트랙의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각 산업분야의 이론, 산업의 이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융합경영학과는

다양한 학문적 융합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2) 교육목표
경영학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사회 환경에서 경영관련 실무능력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의 세분화와 다변화로 전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합니다. 특히 현대 경영에 맞는 최신이론과 사례들을 적극 도입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쌓

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부특징
경영학부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토대를 우선적으로 구축합니다. 학부 공통으로 경제학 원론, 경영학원론, 인문학과 경영, 대중문화의 이

해,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등을 학습하여 기초 공통 지식을 함양 하도록 합니다. 학부 기초 공통 지

식을 토대로 각 산업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 경영학 기본 지식, 그리고 다양한 학문분야를 융합하여 교

육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점차 직업의 다양성과 수명 증가로 인해 직무기회가 증대되는 사회에서

는 비즈니스별 특화 지식이 요구되어, 세부 전공별 트랙에 집중하여 심화 지식을 쌓도록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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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영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2001년 본교 개교와 함께 개설되어 지금까지 16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1,200여명의 학생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6분의 훌륭하신 교수님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0여명의 졸업생

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에는 삼성그룹 임원, 변호사, 의사, 중견기업 CEO, 대기업 간부 등 훌륭한 인재

가 많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 해외에서도 많은 학생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에 성

공한 분들도 많습니다.

본 학과에서는 일반 경영관리를 포함하여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경영정보시스

템, e비즈니스, 회계 등 다양한 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

하기 위하여 여러 전공지식을 응용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 교육목표
“대한민국 경영대학 브랜드 TOP 10”을 향해 나아갑니다.

경영현장의 이슈를 발굴하여 이를 경영이론과 접목하고, 글로벌경영 최첨단 이론과 사례를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혁신적 방식으로 경영교육의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3) 학과특징
① Vision : ‘2020년 대한민국 경영대학 브랜드 순위 TOP1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 Strategy : 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실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의 신속한 대응, 튼튼한 기초교육과 엄격한 학사관리, 콘텐츠 제작 시설 및 도구 개선,

CBE(역량기반 교육), PBL(문제중심학습)의 효과적 교육과정, 산업 및 재학생 등 수요자 중심교육,

빅데이터 등 최신 경영기법 선도, 대학원 준비반 운영, 승진 및 전직 등 재학생 경력관리,

리더십 육성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 멘토링 제도, 인문학과의 융합을 통한 창조적 경영,

교수와 학생간의 수평적이고 유기적 관계

③ 특성화 : 경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제공

멘토링 제도 운영

대학원 준비반 운영

취업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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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자격증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담당교수와 사전계획을 세워 과목을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경

영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종류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물류관리사 세무사

신용위험분석사(CRA)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FP)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국제공인프로젝트관리사

(PMP) 공인회계사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경영학부] → [경영학과]를 참고하

세요.

(5) 동아리 및 스터디
프랩스(PreBS; Pre-Business School), 피터드러커 학습모임, 경영독서 모임

(6) 졸업 후 진로
▪ 일반 기업체 취업(대기업, 공기업, IT기업, 벤처 및 중소기업 등)

▪ 각종 자격증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진출

▪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 기업 등 Small Business 창업

▪ 경영 지도사 또는 컨설턴트

(7) 학위 안내
경영학과 졸업 후 경영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BZ0133 경영경제를 위한 논리적 사고 3 학점

전공선택 BZ0301 경영학원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RE0103 경제학원론Ⅰ [학부공통]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BZ0104 조직행동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11 경영수학 3 학점

전공선택 BZ0144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학부공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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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필수 BZ0107 재무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08 생산운영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17 경영정보시스템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BZ0102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3 학점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필수 BZ0107 재무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08 생산운영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선택 BZ0114 투자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15 소비자행동분석 3 학점

전공필수 BZ0117 경영정보시스템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TA0128 원가회계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BZ0103 경영전략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26 선물옵션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27 광고와 브랜드전략 3 학점

전공선택 BZ0137 비즈니스리더십 3 학점

전공선택 BZ0143 마케팅전략과 사례 3 학점

전공선택 BZ0162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3 학점

전공선택 TA0106 재무회계 3 학점

3학년2학기

전공선택 BZ0154 노사관계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56 보험학원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70 유통관리 3 학점

전공선택 TA0121 중급회계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BZ0123 경영혁신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28 관리회계 3 학점

전공선택 BZ0132 서비스기업경영 3 학점

전공선택 BZ0148 경영의사결정론 3 학점

전공선택 BC0119 기술경영(MOT)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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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교육과정은 기초, 세부 전공(인사/조직, 마케팅, 생산운영/경영과학, 재무, 정보시스템, 회계), 응용으

로 구분하였습니다.

▪ 신입생은 교양과목과 1학년 과목부터, 2학년 편입생은 교양학점이 부족한 경우 교양과목부터, 교양

학점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 1학년/2학년 과목을, 3학년 편입생은 1학년/2학년/3학년 과목을 혼합하

여 수강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저학년 과목일수록 전공 기초과목에 속하고, 고학년 과목일수록 전공 심화과목에 속합니다.

▪ 전공필수 과목인 인적자원관리,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생산운영관리, 경영정보시스템, 회계의 이해는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BZ0122 마케팅조사와 실습 3 학점

전공선택 BZ0139 e비즈니스전략과 구축 3 학점

전공선택 BZ0142 금융상품 3 학점

전공선택 BZ0168 국제경영 3 학점

전공선택 BZ0172 하이테크마케팅과 신제품관리 3 학점

전공선택 LA0108 회사법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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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2

마케팅원론 3 마케팅원론 3

재무관리 3 재무관리 3

생산운영관리 3 생산운영관리 3

인적자원관리 3 인적자원관리 3

경영정보시스템 3 경영정보시스템 3

회계의 이해 3 회계의 이해 3

[학부공통과목]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1-1학기
전선 경영학원론 3

전선 경제학원론Ⅰ 3

1-2학기 전선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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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전공분류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기초 1

전선 경영학원론 3 전선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3

전선 경제학원론Ⅰ 3 전선 경영수학 3

전선
경영경제를 위한 논리적

사고
3

인사/조직

1 전선 조직행동론 3

2 전필 인적자원관리 3 전필 인적자원관리 3

3 전선 비즈니스리더십 3 전선 노사관계론 3

마케팅

2
전필 마케팅원론 3 전필 마케팅원론 3

전선 소비자행동분석 3

3
전선 광고와 브랜드 전략 3 전선 유통관리 3

전선 마케팅전략과 사례 3

4

전선 서비스기업경영 3 전선 마케팅조사와 실습 3

전선
하이테크마케팅과 신제

품관리
3

생산운영/

경영과학

2 전필 생산운영관리 3 전필 생산운영관리 3

3 전선 경영전략론 3

4 전선 경영의사결정론 3

재무

2
전필 재무관리 3 전필 재무관리 3

전선 투자론 3

3 전선 선물옵션론 3 전선 보험학원론 3

4 전선 금융상품 3

정보시스템

2 전필 경영정보시스템 3 전필 경영정보시스템 3

3 전선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3

4 전선 기술경영(MOT) 3 전선 e비즈니스전략과 구축 3

회계

2
전필 회계의 이해 3 전필 회계의 이해 3

전선 원가회계 3

3 전선 재무회계 3 전선 중급회계 3

4 전선 관리회계 3

응용

2 전선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3

3 전선 경영전략론 3

4
전선 경영혁신론 3 전선 국제경영 3

전선 회사법 3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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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동산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및 금융․보험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물론 부동산 및 금융․보험과

관련된 경제, 경영, 법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통하여 자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2) 교육목표

유능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전문인력 양성

재학생 전문인력
네트워크 쳬계적 학습 실무위주

현장교육

부동산 및 금융과 관련된 제도와 실무를 이해하는 이론과 방법을 교육합니다. 경제원리, 경영기법, 부동

산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여 변화하는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3) 학과특징
① 부동산 및 금융 분야 전문 인력 네트워크 활용

▪ 부동산학과에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등의 전문 자격자, 전국 각지의 금융

기관, 건설회사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졸업생 또한 전국적으로 계십니다. 이들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는 학생들

의 활동 분야의 폭과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② 부동산 및 금융의 체계적 학습

▪ 부동산 및 금융은 응용학문으로서 경제, 경영, 법률, 도시계획, 건축, 세무 등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경영학과, 법학과 그리고 세무․회계학과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

산 및 금융뿐만 아니라 경영학, 법학 그리고 세무, 회계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이들

학과와의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부동산 및 금융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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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실무를 중심으로 현장 교육

▪ 교수진은 부동산 및 금융, 세무회계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풍부한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강의는 현장감을 더해 현실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4) 자격증 안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경영학부] → [부동산학과]를

참고하세요.

(5) 동아리 및 스터디 
축구사랑, 터잡기, 부경 산악회

(6) 졸업 후 진로
▪ 부동산회사 : 종합부동산 회사, 부동산컨설팅 회사, 감정평가법인, 건설회사, 중개 법인

▪ 공공기관 : LH공사, 한국감정원, 지적공사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부동산신탁 회사, 부동산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자문 회사, 일반 금융기관

▪ 학업 : 대학원 진학, 해외유학

(7) 학위 안내 
부동산학과 졸업 후 부동산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RE0101 부동산학개론Ⅰ 3 학점

전공필수 RE0103 경제학원론Ⅰ [학부공통] 3 학점

전공필수 RE0107 부동산공법Ⅰ 3 학점

전공필수 RE0152 부동산학개론Ⅱ 3 학점

전공선택 BZ0301 경영학원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LA0201 법학입문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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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

전공필수 RE0101 부동산학개론Ⅰ 3 학점

전공필수 RE0104 부동산정책론 3 학점

전공필수 RE0152 부동산학개론Ⅱ 3 학점

전공선택 BZ0144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LA0201 법학입문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RE0116 부동산조세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45 부동산개발금융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54 부동산자료분석론 3 학점

전공선택 LA0205 민법총칙 3 학점

전공선택 TA0103 회계와 세무의 기초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RE0105 부동산공시법 3 학점

전공필수 RE0112 부동산개발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13 부동산중개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36 부동산공법Ⅱ 3 학점

전공선택 LA0104 채권법총론 3 학점

전공선택 LA0114 물권법 3 학점

전공선택 LA0205 민법총칙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RE0121 부동산마케팅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47 경제학원론Ⅱ 3 학점

전공선택 RE0153 부동산거래실무 3 학점

전공선택 LA0103 채권법각론 3 학점

전공선택 TA0119 회계원리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RE0119 부동산관리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32 부동산컨설팅 3 학점

전공선택 RE0146 부동산시장분석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58 부동산사법 3 학점

전공선택 GE0184 임대차보호법 3 학점

전공선택 TA0119 회계원리 3 학점

전공선택 TA0121 중급회계 3 학점



Ⅳ. 학부(과)소개 및 교육과정

106 www.cuk.edu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RE0115 감정평가이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42 감정평가실무 및 보상 3 학점

전공선택 RE0151 도시계획 및 개발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07 재무관리 3 학점

전공선택 BZ0126 선물옵션론 3 학점

전공선택 TA0130 세무전략과 계획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RE0124 부동산 경매 실무 3 학점

전공선택 RE0156 부동산투자 및 사업성분석 3 학점

전공선택 BZ0107 재무관리 3 학점

전공선택 BZ0142 금융상품 3 학점

전공선택 LA0126 경제법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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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부동산학개론Ⅰ 3 부동산학개론Ⅰ 3

부동산학개론Ⅱ 3 부동산학개론Ⅱ 3

경제학원론Ⅰ 3 부동산정책론 3

부동산공법Ⅰ 3

2 부동산개발론 3

[학부공통과목]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1-1학기
전필 경제학원론Ⅰ 3

전선 경영학원론 3

1-2학기 전선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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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기초과목]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필 부동산학개론Ⅰ 3

1 전필 부동산학개론Ⅱ 3

1 전필 경제학원론Ⅰ 3

1 전필 부동산공법Ⅰ 3

1 전선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3

1 전선 경영학원론 3

1 전선 법학입문 3

2 전선 부동산자료분석론 3

3 전선 경제학원론Ⅱ 3

[부동산정책 및 개발]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필 부동산정책론 3

2 전필 부동산개발론 3

3 전선 부동산시장분석론 3

3 전선 부동산마케팅론 3

3 전선 부동산관리론 3

3 전선 부동산컨설팅 3

4 전선 도시계획 및 개발론 3

4 전선 부동산투자 및 사업성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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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자산관리]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2 전선 부동산조세론 3

2 전선 부동산개발금융론 3

2 전선 회계와 세무의 기초 3

2 전선 부동산중개론 3

3 전선 부동산 거래 실무 3

3 전선 회계원리 3

3 전선 중급회계 3

4 전선 감정평가이론 3

4 전선 재무관리 3

4 전선 세무전략과 계획 3

4 전선 선물옵션론 3

4 전선 감정평가실무 및 보상 3

4 전선 부동산 경매 실무 3

4 전선 금융상품 3

[부동산 법과 제도]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법학입문 3

1 전필 부동산공법Ⅰ 3

2 전선 민법총칙 3

2 전선 부동산공시법 3

2 전선 부동산공법Ⅱ 3

2 전선 채권법총론 3

2 전선 물권법 3

3 전선 채권법각론 3

3 전선 부동산사법 3

3 전선 임대차보호법 3

4 전선 경제법 3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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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융합경영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융합경영학과는 창조적 사고와 혁신으로 정보사회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람과 조직

을 이끌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융합경영학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분야는 문화예술분야,

정보기술분야, 스포츠산업분야의 3개 분야로 21세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이에 융

합경영학과는 기본적인 경영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분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이론과 실무

를 배움으로써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경영학이론과 실무, 비즈니스 커

뮤니케이션, 정보와 미디어 활용 능력 습득, 창조적 사고와 혁신 능력을 함양하여 미래를

이끌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2) 교육목표
융합경영학과는 경영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특정 산업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

다. 현대 비즈니스의 특징인 다양한 학문분야, 산업분야의 융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3) 학과특징
융합경영학과에서는 다양한 산업 중 문화예술산업분야, 정보기술산업분야, 스포츠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각 산업의 시장현황, 산업적 특성, 필요 역량과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산업은 음악과 미

술과 같은 전통적인 예술분야, 미디어, 콘텐츠,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디지털문화를 포괄하는 산업분야

입니다. 정보기술산업은 정보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산업분야, 모바일 기기 및 애플리케

이션산업, 전통적인 기술산업을 포괄하고 있고, 스포츠산업 역시 스포츠미디어산업, 스포츠용품산업, 레

저 및 레포츠산업, 프로스포츠산업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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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경영트랙]

1) 국내현황

▪ 문화융성시대 문화, 예술, 미디어 영역의 비즈니스 실무 역량 강화

▪ 엔터테인먼트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성장

▪ 스마트 환경의 구축과 모바일 콘텐츠 수요 증가

▪ 국경을 초월한 콘텐츠 수요의 성장과 시장의 확대

▪ 한류 3.0 시대를 위한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전략적 대응 필요

▪ 사회적 문화공동체 추진에 필요한 예술적 감각 양성

2) 교육목표

▪ 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공연 등 문화산업의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 문화, 예술, 미디어,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 함양

▪ 비즈니스 지식과 실무를 접목한 문화, 예술, 미디어 영역의 지식 함양

▪ 소비자의 문화예술적 수요와 트렌드 분석 능력 함양

▪ 삶의 예술적 경영을 위한 감성과 창조 능력 함양

▪ 문화예술이론과 문화예술 비평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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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교육분야

예술산업과 관련된 예술경영, 미디어, 매스커뮤니케이션관련 미디어경영,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산업, 문화관련된 콘텐츠산업분야

4) 분야별 진로영역

▪ 예술경영 : 미술관·박물관 경영 및 기획, 공연기획, 큐레이터(학예사)

▪ 미디어경영 : 미디어제작, 운영, 미디어기획, 미디어 설치

▪ 엔터테인먼트산업 : 문화기획, 영상기획, 게임기획, 음악기획, 공연실무, 연예매니지먼트

▪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기획, 축제기획, 공공문화기획, 문화상품개발과 경영

    [스포츠산업경영트랙]

1) 국내현황

▪ 대한민국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수 및 지도자의 역량강화

▪ 건강 및 체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따른 각종 스포츠산업의 발달

▪ 정부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및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확대에 따른 지도자 양성 필요

▪ 주 5일제 정착으로 여가 및 레저 활동활성화로 적정한 스포츠 환경 전문가 필요

▪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다양한 스포츠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필요성 대두

▪ 운동선수의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교육기관 시급

▪ 스포츠 산업체, 스포츠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 기관 필요

2) 교육목표

▪ 체육 및 스포츠 환경의 확산으로 전문 지도자의 통합지도력 역량 강화

▪ 국내 스포츠산업체 및 미디어 종사자의 체육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는 교육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스포츠 의학 전문가 양성 지원

▪ 운동선수의 학습능력 고양을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

3) 세부교육분야

스포츠 역학 및 피트니스, 스포츠 엔지니어링,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 지도자 및 코칭 등

4) 분야별 진로영역

▪ 건강 및 스포츠의학 분야 : 운동처방사, 재활치료사, 의무 트레이너, 건강운동상담사 등

▪ 스포츠산업공학 분야 : 의류, 신발, 가방, 음료, 운동기구, 운동용품, 시설 및 정보미디어 관련

▪ 스포츠마케팅 분야 :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광고홍보대행, 스포츠유통업 등

▪ 스포츠전문지도자 분야 : 선수, 코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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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경영트랙]

1) 국내현황

▪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산업에의 응용

▪ 인터넷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활성화

▪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 기술관련 연구개발의 관리

▪ 소셜네트워크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비즈니스의 변화

▪ 정보기술관련 프로젝트관련 전문성 필요

▪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기반 경영의 대두

2) 교육목표

▪ 정보기술의 트렌드 분석과 기본 지식의 습득

▪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이해와 관련 요소의 학습

▪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와 모바일환경에 대한 이해

▪ 기술경영 관련 다양한 연구개발 관리모델의 학습

▪ 프로젝트관리기법의 이해와 관리능력의 배양

▪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분석능력과 도구의 학습

3) 세부교육분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링 및 분석능력, 데이터기반 경영과 빅데이터분석, 기술경영의 이해 모델학

습, 프로젝트관리방법론

4) 분야별 진로영역

▪ 정보기술 : IT 컨설턴트, 시스템분석가, 정보기술전문가, 데이터베이스전문가, 데이터분석전문가

등

▪ 이비즈니스 : 이비즈니스 창업, 경영자문, 전자상거래 지도사, 모바일마케팅 전문가 등

▪ 기술경영 : 기업의 CIO, 산업기술관련 전문가, 기술경영 컨설턴트, 연구개발관리자, 경영 빅데이

터 분석사 등

▪ 프로젝트관리 : PMP,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기획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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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 안내
1) 졸업학위 및 트랙표기 안내

▪ 융합경영학과 졸업 후 경영학사 취득

▪ 학위증에 트랙표기를 희망할 경우 : 졸업자가 트랙 표기여부 선택

예) 융합경영학과 또는 융합경영학과(스포츠산업경영전공)

▪ 방법 : [ LIX > 학습통계 > 학적부 > 졸업정보 > 전공/학위 선택 > 트랙표기여부]에서 ‘트랙

표기’를 체크하고 작업저장하면 학위증에 트랙이 표기됨. 반대로 체크를 해제하고 작업저장하면 학

과명만 표기됨.

2) 트랙 별도표시 이수 조건(3가지 모두 총족)

▪ 각 트랙별로 설치된 과목 가운데 부전공 이수 학점에 해당하는 21학점(7과목)을 이수

▪ 트랙별로 공통 개설된 경영학과목(학수번호 BZ) 2과목 이상, 해당 트랙과목 5과목 이상 이수

▪ 학과 심사 후 트랙 이수자로 인정 후 학위증, 졸업증명서 표기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01 스포츠산업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BZ0301 경영학원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RE0103 경제학원론Ⅰ[학부공통] 3 학점

전공필수 MC0103 대중문화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AR0101 예술학개론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22 한국체육사 3 학점

전공선택 BC0124 창조적 사고와 혁신 3 학점

전공선택 BZ0144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필수 AC0152 문화산업론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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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03 문화예술기획 3 학점

전공선택 BC0121 스포츠교육학 3 학점

전공선택 BC0125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3 학점

전공선택 GE0181 피트니스와 웰니스 3 학점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07 재무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BZ0117 경영정보시스템 3 학점

전공선택 AR0114 예술경영개론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04 문화예술마케팅 3 학점

전공선택 BC0106 프로젝트 관리전략 3 학점

전공선택 BC0108 프로스포츠산업 3 학점

전공선택 BC0110 스포츠마케팅 3 학점

전공선택 BC0130 콘텐츠 스토리텔링 3 학점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07 재무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GE0186 현대사회와 스포츠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선택 BZ0117 경영정보시스템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07 문화예술과 미디어 3 학점

전공선택 BC0109 인터넷과 모바일마케팅 3 학점

전공선택 BC0113 운동생리학 3 학점

전공선택 BC0123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3 학점

전공선택 BZ0162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12 콘텐츠비즈니스 3 학점

전공선택 BC0114 갤러리 매니지먼트 3 학점

전공필수 BC0116 SNS와 모바일인터넷 3 학점

전공선택 BC0126 스포츠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BC0120 기술혁신과 전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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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대중문화의 이해 3 문화산업론 3

2

마케팅원론 3 마케팅원론 3

회계의 이해 3 회계의 이해 3

인적자원관리 3 인적자원관리 3

3 SNS와 모바일인터넷 3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15 문화법과 저작권 3 학점

전공선택 BC0119 기술경영(MOT) 3 학점

전공선택 BZ0123 경영혁신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28 관리회계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18 오디언스 트랜드분석 3 학점

전공선택 BC0128 소셜 네트워크 분석 3 학점

전공선택 IT0166 빅데이터 처리분석 3 학점

전공선택 BZ0122 마케팅조사와 실습 3 학점

전공선택 BZ0139 e비즈니스전략과 구축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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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통과목]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1-1학기
전선 경영학원론 3

전선 경제학원론Ⅰ 3

1-2학기 전선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3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 분야별 선택과목

[문화예술경영트랙]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AR0101 예술학개론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24 창조적 사고와 혁신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AR0114 예술경영개론 3 학점

전공선택 BC0103 문화예술기획 3 학점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04 문화예술마케팅 3 학점

전공선택 BC0130 콘텐츠 스토리텔링 3 학점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07 문화예술과 미디어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12 콘텐츠비즈니스 3 학점

전공선택 BC0114 갤러리 매니지먼트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15 문화법과 저작권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18 오디언스 트랜드분석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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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경영트랙]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BZ0144 경영통계 및 자료분석론 3 학점

전공선택 BC0124 창조적 사고와 혁신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25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3 학점

전공선택 BZ0117 경영정보시스템 3 학점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06 프로젝트 관리전략 3 학점

전공선택 BZ0117 경영정보시스템 3 학점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BZ0162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3 학점

전공선택 BC0109 인터넷과 모바일마케팅 3 학점

전공선택 BC0123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20 기술혁신과 전략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19 기술경영(MOT)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BZ0139 e비즈니스전략과 구축 3 학점

전공선택 IT0166 빅데이터 처리분석 3 학점

전공선택 BC0128 소셜 네트워크 분석 3 학점



2. 경영학부

www.cuk.edu 119

[스포츠산업경영트랙]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01 스포츠산업의 이해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22 한국체육사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21 스포츠교육학 3 학점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GE0181 피트니스와 웰니스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08 프로스포츠산업 3 학점

전공선택 BC0110 스포츠마케팅 3 학점

전공필수 BZ0105 마케팅원론 3 학점

전공필수 BZ0113 인적자원관리 3 학점

전공필수 BZ0141 회계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GE0186 현대사회와 스포츠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BC0113 운동생리학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26 스포츠심리학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BC0118 오디언스 트랜드분석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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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먼서비스학부

1) 학부소개

(1) 학부소개
휴먼서비스학부는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지적 소양과 전문성을 배

양하여, 21세기 글로벌,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역량 있는 전문

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

과, 보건행정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평생교육학과 등 6개 학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교육목표
① 삶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갖춘 휴먼서비스 전문인 양성

②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통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 양성

③ 현장중심의 실천적 기술을 갖춘 전문인 양성

(3) 학부특징
휴먼서비스학부는 여섯 학문 영역의 다양성을 연계하고, 역동적인 학습생태계를 구축하여, 인간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현장중심의 지식과 실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선도적 교육프로그램

②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국가 및 등록 민간 자격증 과정

③ 원활한 실습과정을 위한 현장형 실습지도

④ 폭넓은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겸비한 최고의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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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담심리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사회적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오는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소외

로 상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상담심리학과는 이론과 실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정신건강 및 상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

체적으로 청소년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전

문상담자로서의 태도와 안목을 탄탄히 다지는 기초단계와 다문화상담을 포함한 현장에 필요한 심화 및

응용 단계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2) 교육목표
① 정신건강 및 상담 분야의 인재양성

② 상담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한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

(3) 학과특징
① 다문화상담 교육과정

▪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문화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상담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문화상담, 용서심리학, 긍정심리학, 아동상담, 노인상담 등의 교과

목을 운영합니다.

②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 건강한 부모와 가정,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상담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가족상담, 부모교

육 및 상담, 부부상담, 성인학습 및 상담, 노인상담, 놀이치료 등의 교과목을 운영합니다.

③ 청소년상담

▪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청소년 상담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가자격증인 청

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 운영 및 청소년상담, 사이버상담, 청소년 성상담과 교

육, 진로상담 등 청소년상담 현장에 필요한 교과목을 운영합니다.

(4) 관련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다문화사회 전문가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휴먼서비스학부] → [상담심리학과]를 참고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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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리 및 스터디
그린스터디 : 상담이론서 및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과목 스터디

청소년상담사 3급 스터디 : 청소년상담사 3급 대비반

(6) 졸업 후 진로
▪ 자격증 취득 : 청소년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 대학원 진학 : 심화 교육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진학

▪ 취업 :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기관 취업

(7) 학위 안내
상담심리학과 졸업 후 문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P0129 발달심리 3 학점

전공선택 AS0101 청소년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ED0101 교육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HA0107 케어기빙의 기초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CP0101 상담심리학 3 학점

전공필수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P0106 부모교육 및 상담 3 학점

전공선택 CP0144 생리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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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전공선택 CP0107 사회심리 3 학점

전공선택 CP0113 청소년 성상담과 교육 3 학점

전공필수 CP0131 이상심리 3 학점

전공필수 CP0134 상담이론 3 학점

전공선택 CP0135 심리연구방법론 3 학점

전공선택 AS0124 집단상담의 기초 3 학점

전공선택 AS0135 학습심리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CP0108 아동상담 3 학점

전공선택 CP0136 성격심리 3 학점

전공선택 CP0142 건강심리학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CP0115 사이버상담 3 학점

전공필수 CP0121 다문화상담과 실제 3 학점

전공선택 CP0133 임상심리 3 학점

전공선택 AS0111 청소년상담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CP0103 상담과정 및 기법 3 학점

전공선택 CP0110 진로상담 3 학점

전공선택 CP0111 가족상담 3 학점

전공선택 CP0114 노인심리 및 상담 3 학점

전공선택 CP0140 심리측정 및 평가 3 학점

전공선택 ED0302 성인학습 및 상담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CP0112 부부상담 3 학점

전공선택 CP0119 상담사례연구 3 학점

전공선택 CP0123 긍정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CP0127 놀이치료 3 학점

전공선택 CP0132 용서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CP0137 중독상담 3 학점



Ⅳ. 학부(과)소개 및 교육과정

124 www.cuk.edu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심리학개론 3 심리학개론 3

상담심리학 3

2
상담이론 3

이상심리 3

3 다문화상담과 실제 3 상담과정 및 기법 3

[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CP0118 상담윤리 3 학점

전공선택 CP0120 심리검사 3 학점

전공선택 CP0122 미술치료 3 학점

전공선택 CP0124 상담수퍼비전 3 학점

전공선택 CP0146 군경상담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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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필 심리학개론 3 전필 심리학개론 3

전선 사회학개론 3 전선 사회학개론 3

전선 교육학개론 3

전선 케어기빙의 기초 3



Ⅳ. 학부(과)소개 및 교육과정

126 www.cuk.edu

◉ 분야별 선택과목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과목 상담심리학과 개설과목  

필수

발달심리 (1-1)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2-1)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3-2)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2-1) 상담이론

학습이론 (2-1) 학습심리(※청소년상담학과 개설)

선택

(2과목 중 택일)

청소년이해론 (2-1) 청소년이해론(※청소년상담학과 개설)

청소년 수련활동론 (2-2) 청소년활동(※청소년상담학과 개설)

[상담심리사 2급]

시험과목 상담심리학과 개설과목  

상담심리학

(1-2) 상담심리학

(2-1) 상담이론 

(3-2) 상담과정 및 기법

발달심리학 (1-1) 발달심리

이상심리학 (2-1) 이상심리

학습심리학 (2-1) 학습심리(※청소년상담학과 개설)

심리검사 (4-2)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2급]

시험과목 상담심리학과 개설과목  

심리학개론 (1-1 / 1-2)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2-1) 이상심리

심리검사 (4-2)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3-1) 임상심리

심리상담

(1-2) 상담심리학

(2-1) 상담이론 

(3-2) 상담과정 및 기법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

영역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 

필수과목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정책론

선택과목
다문화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선택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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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회복지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현대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 외에, 인권과 복지,

기관운영실무에 관한 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의 다양한 소모임과 활동들, 사회복지사 1

급시험 대비반, 사회복지현장 세미나와 오프수업,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공

동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분야에 진

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교육목표
①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사 양성 : 실습전담 교수제 운영

② 사회복지전문분야의 이론적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

③ 사회복지현장실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

(3) 학과특징
① 이론과 실무중심의 다양한 사회복지 교육과정

② 전문성향상을 위한 특화과정(기관운영실무: 융합사회복지 / 인권과 복지: 다문화사회전문가)

③ 교수와 학생 교류 증진을 위한 소그룹 활동

(4) 자격증 안내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다문화사회전문가

◉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학과ㆍ관련학과

☞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지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은 졸업요건과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학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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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관련 개설과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필수

(10과목)

ㆍ사회복지개론
ㆍ인간행동과 사회환경

ㆍ사회복지실천론
ㆍ사회복지조사론
ㆍ지역사회복지론

ㆍ사회복지실천기술론
ㆍ사회복지정책론
ㆍ사회복지행정론
ㆍ사회복지현장실습

ㆍ사회복지법제

선택

(4과목 이상)

ㆍ자원봉사론
ㆍ아동복지론
ㆍ청소년복지(론)
ㆍ사회문제론

ㆍ노인복지론
ㆍ가족복지론
ㆍ사회복지발달사
ㆍ사회복지윤리와 철학
ㆍ프로그램개발과 평가

ㆍ장애인복지론
ㆍ여성복지론
ㆍ의료사회사업론
ㆍ학교사회사업론

ㆍ사회보장론
ㆍ정신보건사회복지론

◉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건강가정사 자격 관련 개설과목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아래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을 득하는 것으로,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타학과

개설과목 중 자격증

인정과목

필수

(5과목

이상)

ㆍ건강가정론

ㆍ가족복지론

ㆍ사회복지행정론 ㆍ가족정책론 ㆍ가족상담(상담심리학과)

선택

(4과목

이상)

ㆍ사회복지개론

ㆍ인간행동과사회환경

ㆍ자원봉사론

ㆍ아동복지론*

ㆍ청소년복지론*

ㆍ노인복지론 ㆍ여성복지론

ㆍ장애인복지론

ㆍ정신보건사회복지론**
ㆍ상담이론(상담심리학과)

ㆍ정신건강(청소년상담학

과)**

선택

(3과목

이상)

ㆍ사회복지실천론

ㆍ지역사회복지론

ㆍ프로그램개발과 평가

ㆍ사회복지실천기술론 ㆍ사례관리론

* 아동복지론과 청소년복지론은 택일 과목으로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됨.

** 정신보건사회복지론과 정신건강은 택일 과목으로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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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이민자 사회통합 및 인권보호, 다문화사회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

적 경험을 겸비한 이민․다문화 전문 인력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다문화사회이해과정 강사의 필수 자격이며, 이민·다문화 과목 개설 대

학(원)에서 관련 법정과목 이수 및 학위취득 후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

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법무부 주관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관련 개설과목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3과목을 이수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총장명의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24학점 이수 후 15시간의 별도 법무부 주관 교육을 받아야 함)

(5) 동아리 및 스터디
사회복지학과 학생회(cafe.kdu.edu/sw), 등대(수화동아리)(cafe.kdu.edu/soohwa)

동서남북(20대모임)(cafe.kdu.edu/wf20age)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휴먼서비스학부] → [사회복지학

과]를 참고하세요.

구분 개설 과목 개설학과
학년-학기

(개설학과 기준)

필수

과목

(5과목)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한국어학과 1-1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한국어학과 2-1

이민ㆍ다문화가족복지론 사회복지학과 4-1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사회복지학과 4-2

이민정책론 사회복지학과 4-2

선택

과목

(택 3과목)

다문화 상담과 실제 상담심리학과 3-1

다문화사회교육론 평생교육학과 2-1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학과 1-2

아시아사회의 이해 교양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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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졸업 후 진로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사

▪ 공공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역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아동복지기관, 청소년복지기관, 여성복지기관, NGO 및 사회복지 관련 시민단체, 사회복

지재단, 기업복지재단, 자활후견기관, 모부자복지시설, 학교상담사, 상담기관 등

▪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연구원, 한국노동 연구원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이주여성쉼

터, 국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기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운영

▪ 대학원 진학

▪ 해외유학

건강가정사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관련 사회복지기관

(7) 학위 안내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문학사 취득

2) 교육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SW01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학점

전공선택 SW0105 아동복지론 3 학점

전공필수 SW0110 사회복지개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SW01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학점

전공선택 SW0103 사회문제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04 자원봉사론 3 학점

전공필수 SW0110 사회복지개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13 청소년복지(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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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전공필수 SW0108 사회복지실천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17 가족복지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33 건강가정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42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3 학점

전공선택 CP0121 다문화상담과 실제 3 학점

전공선택 ED0101 교육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SW0101 사회복지발달사 3 학점

전공선택 SW0106 사회복지조사론 3 학점

전공필수 SW0108 사회복지실천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12 노인복지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19 지역사회복지론 3 학점

전공필수 SW0124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SW0107 사회복지정책론 3 학점

전공필수 SW0109 사회복지행정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11 의료사회사업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15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27 여성복지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41 비영리기관홍보 및 후원관리 3 학점

전공선택 ED0129 다문화사회교육론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SW0109 사회복지행정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14 장애인복지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20 사회복지현장실습 3 학점

전공선택 SW0125 학교사회사업론 3 학점

전공선택 CP0111 가족상담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SW0120 사회복지현장실습 3 학점

전공선택 SW0126 사회보장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35 가족정책론 3 학점



Ⅳ. 학부(과)소개 및 교육과정

132 www.cuk.edu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SW0146 사례관리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55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3 학점

전공선택 HA0107 케어기빙의 기초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HA0117 케어기빙실천론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SW0116 사회복지법제 3 학점

전공선택 SW0122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58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3학점

전공선택 SW0160 이민정책론 3학점

전공선택 HA0108 케어기버의 여정: 케어기빙의 도전과 보상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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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사회복지개론 3 사회복지개론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2
사회복지실천론 3 사회복지실천론 3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

3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정책론 3

[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사회학개론 3 전선 사회학개론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심리학개론 3

2 전선 교육학개론 3

4 전선 케어기빙의 기초 3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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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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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건행정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우리대학 보건행정학과는 보건을 휴먼서비스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람중심의 보건체제 구축과 관리

를 지향합니다. 보건행정학과는 일반인에게 보건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하는 보건교육영역, 병원의 행정

과 관리에 필요한 원무의 실제를 배우는 보건행정영역, 그리고 돌봄인력과 조직의 관리에 꼭 필요한

케어기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교육목표
① 사람중심의 선진적인 보건 관리자의 양성

② 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보건교육사의 양성

③ 돌봄제공자를 관리하고 케어할 케어기빙 전문가 양성

④ 문화적 역량이 있는 보건인력의 양성

(3) 학과특징
① 고려사이버대학교와 미국 RCI(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케어

기빙(Caregiving) 전문교육과정

② 보건교육사 자격 취득 교과목 제공

③ 보건행정 분야의 전문화, 정보화 추세에 대응한 보건행정 전문 인력 육성

④ 문화와 의료를 접목한 의료관광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

(4) 학과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안내
보건교육사 2급 시험 응시 자격, 보건교육사 3급 시험 응시 자격, 케어기빙 전문과정 수료증

◉ 보건교육사 자격증

보건교육사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수여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①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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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사 자격증 관련 개설과목

◉ 케어기빙 전문교육과정

케어기빙 전문교육과정은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으로 구성됨.

필수 선택

케어기빙의 기초
케어기버의 여정
케어기빙 실천론
질병별 케어기빙
케이기빙과 문화
케어기빙 세미나

보건의료인류학
보건의사소통
노인보건
노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노인심리 및 상담

(5) 졸업 후 진로
자격증 졸업 후 진로

보건교육사 보건소, 병원 및 기타 보건관련기관에서 보건교육 담당자로 파견되어
활동

▪ 대학원 진학
▪ 해외유학케어전문가 요양보호사 및 노인돌보미 양성기관에서 이들의 소진예방을 위한 전문적

교육 및 관리자로 활동

보건직 공무원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시·군·구청 위생과, 병원 및
의료원 등 근무

(6) 학위 안내
보건행정학과 졸업 후 보건행정학사 취득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휴먼서비스학부] → [보건행정학

과]를 참고하세요.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개론,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 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2급 총 9과목
3급 총 5과목

선택과목 사회심리, 재활보건, 노인보건,
사회과학통계학(보건통계), 보건정보, 의학용어

2급 총 4과목
3급 총 2과목



3. 휴먼서비스학부

www.cuk.edu 137

2) 교육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HA0101 보건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학점

전공선택 CP0129 발달심리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HA0102 보건교육학 3 학점

전공선택 HA0105 보건행정학 3 학점

전공선택 SW01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HA0103 보건교육방법론 3 학점

전공필수 HA0107 케어기빙의 기초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HA0109 공중보건학 3 학점

전공선택 HA0126 보건정책학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ED0101 교육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HA0104 보건의사소통 3 학점

전공선택 HA0106 보건사업관리 3 학점

전공필수 HA0108 케어기버의 여정: 케어기빙의 도전과 보상 3 학점

전공선택 HA0130 의학용어 3 학점

전공선택 SW0112 노인복지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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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HA0111 보건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학점

전공선택 HA0113 노인보건 3 학점

전공선택 HA0117 케어기빙실천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11 의료사회사업론 3 학점

전공선택 CP0107 사회심리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HA0112 조사방법론 3 학점

전공선택 HA0114 보건의료법규 3 학점

전공선택 HA0115 보건의료와 문화 3 학점

전공선택 HA0118 질병별 케어기빙 3 학점

전공선택 CP0114 노인심리 및 상담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HA0121 보건교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HA0123 케어기빙과 문화 3 학점

전공선택 HA0127 의료재무관리와 회계 3 학점

전공선택 AS0143 사회과학통계학 3 학점

전공선택 SW0135 가족정책론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HA0120 케어기빙 세미나 3 학점

전공선택 HA0124 재활보건 3 학점

전공선택 HA0128 보건정보 3 학점

전공선택 HA0132 의료관광 3 학점

전공선택 SW0122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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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육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보건학개론 3 보건교육학 3

2
케어기빙의 기초 3 보건의사소통 3

케어기버의 여정:케어기빙의 도전과 보상 3

3 조사방법론 3

[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2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학부공통과목]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2-1학기

전필 케어기빙의 기초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사회학개론 3

전선 교육학개론 3

2-2학기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사회학개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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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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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동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아동학과는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지원하는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한 가드너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만의 영재성 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

의성을 위해서는 학교가 힘을 빼야 한다고 켄 로빈슨은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아동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한 바에 기준하지 않으면 모든 아동들을 하나의 틀 안에 넣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을 위해 ‘다양한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 아동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 잠재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으로 준비됩니다.

(2) 교육목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앞으로 아동

이 활동할 미래에 대한 시야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아동 개개인의 차별적인 능력과 강점

에 대해 민감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발견해주는 전문가,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잠재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는 아동기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한 가능성 및 강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아동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아동의 중요한 환경으로서 부모와 가족, 보육 및 교육현장, 나아

가 사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제공하여 아동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기보다는, 보육교사 뿐 아니라 다양한 아동관련 분야에서

의 아동지원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3) 학과특징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는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창의성·영재 영역과 보육

및 교육현장 영역을 운영하여 통합적인 전문성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① 아동의 창의성과 영재성 발굴, 개발과 지원 인력 양성

② 아동기(0-18세) 전체에 대한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③ 실습과 현장관찰 등을 통한 현장 전문가 양성

④ 아동학과 재학생/졸업생의 단합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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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아동학 분야의 전문성 강화

아동학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

추도록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존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

한 현장에서 아동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아동 개개인에 대한 이

해 뿐 아니라, 중요한 환경인 부모 및 가족, 보육 및 교육 현장,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접

근과 전문적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 풍부하고 전문적인 오프라인 수업과 특강

아동학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특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업과 지도를 받는 다

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강화를 지원합니다.

보육교사자격강화에 따라 실시되는 대면교육을 통해 학기 중 출석학습기회에 교과목담당 교수님과

영,유아 지도 및 실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학습을 하며, 보육교사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인

성을 함양하는 양질의 수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격증 안내 
◉ 학과 전문 자격증 과정 안내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

다(단, 보육실습 과목은 B학점 이상 이수).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어린이집이나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며, 경력을 쌓고 일정 교육을 거쳐 보육교사 1급과 시설장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종류 자격증 검정 주관기관

보육교사 2급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학과 관련 자격증 안내

아동학과 재학 중 본교의 다른 학과와 연계하여 아동관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종류 자격증 검정 주관기관

CUK TESOL 고려사이버대학교 (02-6361-1811)

어린이영어지도사 고려사이버대학교 (02-6361-1824)

영어독서지도사 고려사이버대학교 (02-636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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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학년도별 보육교사 자격기준
※ 주요변경사항 : 2016년 개정 (2017.1.1시행)

-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강화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

정 2016.1.12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① 대면교육 강화 : 보육교사의 인성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기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교과목 지정,

일부 출석 수업으로 이수하는 방식

- 실시방법 : 과목당 8시간의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1시간) 응시

- 2017년 이후 아래의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대면 교육 방식으로 이수하게 됨

대면교과목
본교 교과목 개설학기

1학기 2학기

보육교사(인성)론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동작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실습

※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 과목별 출석수업 및 출석시험 일시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출석

수업 및 출석시험 미 완료시 학점취득(3학점)은 가능하나, 자격기준 미충족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불가함

② 보육실습 강화 :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 강화

- 현행 4주 160시간 -> 6주 240시간으로 확대 (2회 분리 실시 가능)

- 기관 :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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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

- 2017. 1. 1. 이후 입학생

영역 및 이수과목(점수)
교과목 개설학기

1학기 개설학과 2학기 개설학과

교사 인성

2과목(6학점)

보육교사(론) 아동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9과목

(27학점)

보육학개론 아동 보육과정 아동

영유아발달 아동 놀이지도 아동

영유아교수방법 아동 언어지도 아동

아동동작 아동 아동생활지도 아동

아동수학지도 아동 아동과학지도 아동

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아동건강교육 아동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동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아동 아동상담 상담심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정신건강 청소년상담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보육 실무

2과목(6학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

보육실습 아동 보육실습 아동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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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1. 이후 입학생

영역 및 이수과목(점수)
교과목 개설학기

1학기 개설학과 2학기 개설학과

보육필수

6과목(18학점) 필수

보육학개론 아동 보육과정 아동

영아발달 아동 유아발달 아동

보육교사(론) 아동

*아동권리와 복지
사회복지

(아동)

발달 및 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 아동생활지도 아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아동상담 상담심리

영유아교육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수방법 아동 놀이지도 아동

아동동작 아동 언어지도 아동

아동수학지도 아동 아동과학지도 아동

영유아프로그램개

발과 평가
아동

건강·영양 및 안전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아동건강교육 아동 정신건강 청소년상담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아동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보육실습 아동 보육실습 아동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2017년 영유아보육법 변경에 따른 교과목 변경으로 해당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교

과목 (2017년 이후 개설)으로 대체인정됨

- 영아발달,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유아발달 +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

달 이수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2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발달 + 발달 및 지

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영역 중 1과목(3학점) 추가 이수

※ 2017년 영유아보육법 변경에 따른 교과목 변경으로 해당과목이 아래의 교과목 (2017년 이후

개설)으로 변경

- 아동복지론 -> 아동권리와 복지(2016년까지 ‘아동복지론’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적용법령과

관계없이 2017년부터 ‘아동권리와 복지’ 대면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 본인의 입학년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취득기준(이수 교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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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경우, 과목명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발급이 되므로 반드시 교과목이 동일한지 확인

하여야 하고, 총 17과목 51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 [휴먼서비스학부] → [아동학과]를 참고하세요.

(6) 졸업 후 진로
보육시설 교사

방과 후 지도교사

(7) 학위안내
아동학과 졸업 후 문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전공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CC0101 보육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CC0129 영유아발달 3 학점

전공선택 SW01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CC0102 보육과정 3 학점

전공선택 CC0130 영재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CC0103 영유아교수방법 3 학점

전공선택 CC0107 보육교사(론) 3 학점

전공선택 CC0113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3 학점

전공선택 CC0131 아동권리와 복지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HA0107 케어기빙의 기초 [학부공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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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CC0106 놀이지도 3 학점

전공선택 CC0136 창의성 발달과 교육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P0106 부모교육 및 상담 3 학점

전공선택 AS0106 정신건강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CC0111 아동건강교육 3 학점

전공선택 CC0121 취약보육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ED0101 교육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CC0105 아동생활지도 3 학점

전공선택 CC0108 언어지도 3 학점

전공필수 CC0112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CC0114 아동 동작 3 학점

전공선택 CC0115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학점

전공선택 CC0119 보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CC0122 아동수학지도 3 학점

전공필수 CC0127 지능유형별 영재교육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CC0119 보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CC0132 아동과학지도 3 학점

전공선택 CC0134 부모자녀관계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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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전공필수]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보육학개론 3 보육과정 3

2 영유아교수방법 3

3 아동건강교육 3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4 지능유형별 영재교육 3

[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2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케어기빙의 기초 3

3
전선 사회학개론 3 전선 사회학개론 3

전선 교육학개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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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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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소년상담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청소년상담학과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과 자아를 개발하여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육성하

는 데 교육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학과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할 청소년전문가

의 양성에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과 이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상담

학과의 졸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청소년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와 청소년상담사의 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교육목표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한 전문지식과 함께 청소년

문제와 보호를 위한 이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다 더 잘 이해

하고,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심리학, 사회학, 상담학, 범죄학 등)

및 실용적 적용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여 이를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응용, 확산시키는 것을

교육적 목표로 합니다.

(3) 학과특징
청소년상담학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론 및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는 실기경험 중심의

응용과목을 병행하여 배우게 됩니다.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 범죄학 등 다문화적 연계에 근거하여 청

소년을 학문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청소년 전문가를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4) 관련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휴먼서비스학부] → [청소년상담학과]를 참고하

세요.

(5) 졸업 후 진로
▪ 정부산하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각 시· 군· 구의 청소년계)

▪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각종 청소년단체)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 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 국내 외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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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 안내
청소년상담학과 졸업 후 문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AS0101 청소년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AS0104 청소년심리 3 학점

전공선택 AS0133 청소년문화 3 학점

전공필수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AS0141 범죄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AS0102 청소년문제 3 학점

전공선택 AS0104 청소년심리 3 학점

전공필수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AS0148 범죄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AS0109 청소년이해론 3 학점

전공선택 AS0113 청소년지도방법론 3 학점

전공선택 AS0135 학습심리 3 학점

전공필수 AS0143 사회과학통계학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P0129 발달심리 3 학점

전공선택 CP0134 상담이론 3 학점

전공선택 ED0101 교육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AS0105 청소년환경 3 학점

전공선택 AS0106 정신건강 3 학점

전공선택 AS0112 청소년활동 3 학점

전공선택 AS0150 청소년비행 3 학점

전공선택 CP0101 상담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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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청소년학개론 3

사회학개론 3 사회학개론 3

2
청소년이해론 3 청소년환경 3

사회과학통계학 3

3 사회조사방법론 3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AS0111 청소년상담 3 학점

전공선택 AS0115 청소년정책론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AS0123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3 학점

전공선택 AS0146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학점

전공필수 AS0152 사회조사방법론 3 학점

전공선택 CP0140 심리측정 및 평가 3 학점

전공선택 SW0113 청소년복지(론)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AS0124 집단상담의 기초 3 학점

전공선택 AS0138 청소년학특강 3 학점

전공선택 HA0107 케어기빙의 기초 [학부공통]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AS0116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3 학점

전공선택 AS0127 레크리에이션활동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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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필 사회학개론 3 전필 사회학개론 3

2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교육학개론 3

4 전선 케어기빙의 기초 3

◉ 분야별 선택과목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검정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필 사회학개론 3 전필 사회학개론 3

전필 청소년학개론 3 전선 청소년문제* 3

전선 청소년심리* 3 전선 청소년심리* 3

전선 청소년문화* 3 전선 범죄심리학 3

전선 범죄학개론 3

2

전필 청소년이해론 3 전필 청소년환경 3

전필 사회과학통계학 3 전선 청소년활동* 3

전선 청소년지도방법론* 3 전선 청소년비행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발달심리 3

3

전선 청소년상담* 3 전필 사회조사방법론 3

전선 청소년정책론* 3 전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3

전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전선 청소년복지(론)* 3

4
전선 청소년학특강 3 전선 청소년기관행정 및 운영 3

전선 레크리에이션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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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검정과목

[청소년문제와 보호]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필 사회학개론 3 전필 사회학개론 3

전필 청소년학개론 3 전선 청소년문제 3

전선 청소년심리 3 전선 청소년심리 3

전선 청소년문화 3 전선 범죄심리학 3

2

전필 청소년이해론* 3 전필 청소년환경 3

전필 사회과학통계학 3 전선 정신건강 3

전선 학습심리* 3 전선 청소년활동*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발달심리* 3 전선 상담심리학 3

전선 상담이론* 3

3
전선 청소년상담 3 전필 사회조사방법론 3

전선 심리측정 및 평가* 3

4
전선 집단상담의 기초* 3 일선 상담수퍼비전 3

전선 청소년학특강 3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필 사회학개론 3 전필 사회학개론 3

전필 청소년학개론 3 전선 청소년문제 3

전선 청소년심리 3 전선 청소년심리 3

전선 청소년문화 3 전선 범죄심리학 3

전선 범죄학개론 3

2

전필 청소년이해론 3 전필 청소년환경 3

전필 사회과학통계학 3 전선 정신건강 3

전선 청소년지도방법론 3 전선 청소년비행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심리학개론 3

3

전선 청소년정책론 3 전필 사회조사방법론 3

전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3

전선 청소년복지(론) 3

4 전선 청소년학특강 3 전선 레크리에이션 활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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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과목 개설과목명 개설학기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 1학기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 상담’ 중 택1
청소년심리-1,2학기

청소년상담-1학기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중 택1
청소년정책론-1학기

청소년육성법규와행정-2학기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론)* 2학기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2학기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문제 2학기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2학기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방법론 1학기

* 사회복지학과 개설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과목 개설과목명 개설학기

필수

발달심리 발달심리* 1학기

집단상담의 기초 집단상담의 기초 1학기

심리측정및평가 심리측정및평가* 2학기

상담이론 상담이론* 1학기

학습이론 학습심리 1학기

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이해론 1학기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활동 2학기

* 상담심리학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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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평생교육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우리 학과는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기존 성인교육과 학교교육을 재해석한 통합적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모든 교과목을 7개의 국가 및 민간 자격증, 3개의 전문가 과정 등 10개 프

로그램으로 밀도 있게 세분함으로써 재학생의 학습결과가 학위뿐 아니라 자격증이라는 전문적 역량으

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학생들이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다양한 평생교육 영역에

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우리 학과 철학의 실천입니다.

(2) 교육목표
평생교육은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직업생활에

어떻게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안내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 함양과 이를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과에서는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진로진

학상담사, 수업설계 및 전문 강사, 인적자원개발전문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러닝 지도사, 방과후지도

사, 코치 전문가 과정 등 성인교육과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과 직업현

장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학과특징
① 사회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한 교육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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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천 역량이 강화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운영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된 최소 이수과목을 1.7배 상회하는 교과목을 개설, 운영합니다. 특히 평생교육사

의 방법론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평생교육사 양성기

관과 차별화되는 우리 학과만의 장점입니다.

③ 사이버 대학 최초 직업상담사 과정 개설

국가자격증인 직업상담사 자격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시험검정뿐 아니라 관련된 과목을 폭넓게 개설

하여 다양한 시험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현장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업무 수행

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④ 사이버대학 최초 진로진학상담사 자격인증과정 운영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진로진학상담사 2급 자격증인증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했

습니다. 진로진학상담사는 진단 및 전문상담역량을 기반으로 진로지도와 진학준비를 종합적, 장기적으

로 관리해 주는 교육컨설턴트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대학의 융합정보대학원에서는 1급 자격증인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⑤ 코치전문가과정 운영

코칭은 급격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도모하는 매개체로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코치협회 인증프로그램으로 "코칭의 이론과 실제"를 개설하였으며, B+

이상 수료하면 전문코치인증시험에 필요한 교육시간 20시간을 면제 받습니다.

⑥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평생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평생

교육사협회, 마포평생학습관, 인천청소년수련관, 광명 문화의 집,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지역의 다

양한 평생교육기관과 교육학술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기업교육 리딩 소사이어티, 한국스피치

강사협회, 한국경력개발협회,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신명나는 문화학교, 숭의여자대학교 등 기업교육

기관 또는 자격증인증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의 관련 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각

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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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문가로서의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각종 평생교육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재학생, 동문 간 네트워크와 끈끈한 연대의식은 우리 학과

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재학생-동문 간 연합세미나인 ‘고평제’는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결정체입니다.

⑧ 멘토링 프로그램 등 재학생 학습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로 혼자 공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⑨ 등록금의 부담 완화와 장학혜택을 통한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

평생교육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우수한 교수진과 양질의 교육과정, 뛰어난 학사운영, 앞선 브랜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재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록금 정책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합니다.

⑩ 학문적 수월성 추구를 위한 상급 대학원 진학

졸업생은 평생교육, 기업교육, 상담심리학, 기타 교과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전공으로 상급 대학원에 진

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현장 지향적 교육과정은 대학원에서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초석입니다. 현재까지 33명의 졸업생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숙명여대 등 20여 대학원의 석

사 또는 박사과정에 진학하였습니다.

(4) 자격증 안내
자격증 종류 자격증 검정 주관 기관 내용

평생교육사 2급(국가자격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과목 및 현장실습 이수

직업상담사 2급(국가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별도의 자격시험 응시

진로진학상담사 2급(민간자격증)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관련과목 이수

인적자원개발사(HRDE)(민간자격증) 한국평생교육협회 별도의 자격시험 응시

e-Learnig 지도사(민간자격증) (사)한국U러닝연합회 별도의 자격시험 응시

방과후지도사(민간자격증) 고려사이버대학교 관련과목 이수 및 별도의 자격시험 응시

코치전문가과정(자격증 대비 과정) (사)한국코치협회 관련과목 이수 및 별도의 자격시험 응시

청소년상담사 3급(국가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졸업 후 자격시험 응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법무부 관련과목 이수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
육 이수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자격증/수료증 안내] → [휴먼서비스학부] → [평생교육학과]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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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업 후 진로

(6) 학위 안내
평생교육학과 졸업 후 교육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ED0101 교육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필수 ED0301 평생교육개론 3 학점

전공선택 CC0101 보육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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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

전공필수 ED0102 교육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ED0112 교육사회학 3 학점

전공선택 ED0302 성인학습 및 상담 3 학점

전공선택 CC0102 보육과정 3 학점

전공선택 AS0139 사회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SW0153 휴먼서비스와 인권 [학부기초]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ED0105 (교수)학습이론 3 학점

전공선택 ED0129 다문화사회교육론 3 학점

전공선택 ED0303 여성교육개론 3 학점

전공필수 ED0305 원격교육활용론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P0129 발달심리 3 학점

전공선택 CC0103 영유아교수방법 3 학점

전공선택 HA0107 케어기빙의 기초 [학부공통]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ED0106 교육공학 3 학점

전공선택 ED0107 직업 · 진로설계 3 학점

전공선택 ED0304 노인교육개론 3 학점

전공선택 CC0106 놀이지도 3 학점

전공선택 CP0101 상담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CP0102 심리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ED0131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ED0133 코칭의 이론과 실제 3 학점

전공선택 ED0307 평생교육방법론 3 학점

전공선택 ED0315 인적자원개발론 3 학점

전공선택 CC0111 아동건강교육 3 학점

전공선택 CP0134 상담이론 3 학점



3. 휴먼서비스학부

www.cuk.edu 161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ED0122 교수설계 3 학점

전공선택 ED0158 직업정보 및 노동시장론 3 학점

전공필수 ED0306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3 학점

전공선택 ED0313 평생교육경영학 3 학점

전공선택 CC0112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필수 ED0113 교육정책 및 제도 3 학점

전공선택 ED0127 평생교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CC0119 보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AS0111 청소년상담 3 학점

전공선택 AS0124 집단상담의 기초 3 학점

전공선택 LA0117 노사관계법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ED0127 평생교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CP0110 진로상담 3 학점

전공선택 CP0140 심리측정 및 평가 3 학점

전공선택 CC0119 보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LA0132 근로관계법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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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교육학개론 3 교육심리학 3

평생교육개론 3

2 원격교육활용론 3

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3

4 교육정책 및 제도 3

[학부기초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전선 휴먼서비스와 인권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필 교육학개론 3

전선 사회학개론 3 전선 사회학개론 3

2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심리학개론 3

전선 케어기빙의 기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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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선택과목
◉ 평생교육기초영역

                                            

평생교육사 - 국가자격증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평가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추구하는 평생교육 전문가

         

수업설계 및 전문강사 - 전문가 과정

체계적 수업설계 원리에 입각한 최적의 수업방법을 처방 및 수행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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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지도사 - 민간자격증

이러닝을 위한 기획자, 튜터, 교수설계 및 개발자, 운영자, 컨설턴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 성인교육영역
직업상담사 - 국가자격증

노동시장 및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의 합리적 구직활동을 돕는 전문가

코치전문가 - 민간자격증

개인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

 



3. 휴먼서비스학부

www.cuk.edu 165

인적자원개발사 – 민간자격증

각종 기업교육 기관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이민자 대상의 사회통합 지원 정책에서 강사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전문인력

◉ 학교교육영역

진로진학상담사 - 민간자격증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기반으로 진로 및 진학준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교육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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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지도사 - CUK 민간자격증

초·중등학생의 방과 후 정규 교과목 지도 및 전인교육에 필요한 제반 역량을 갖춘 전문가

교무행정사 - 교육행정전문가 시험대비 역량 강화 과정

초·중등학교에서 학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교육행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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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용어학부

1) 학부소개

(1) 학부소개
실용어학부는 21세기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는 학부로, 실용

외국어학과(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전공)와 아동영어학과, 한국어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용 중심의 교육과정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감각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춘 창조적인 외국어 전문 인력과 글로벌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2) 교육목표

21세기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외국어 전문가 양성

글로벌시대
세계적 

인재 양성
진취적인

리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글로벌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세계화 마인드를 갖춘 인재 양성

국제적 감각을 갖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리더 양성

(3) 학부특징
①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② 원어민교수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③ 체계적인 외국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④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의 교수진

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생지원체계 구축

⑥ 세계를 향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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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용외국어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실용외국어학과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전공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

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용외국어학과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강좌를 모두 제공하

고 이 중 단일 또는 복수로 언어를 선택하여 전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용중심의 언어능력과

실무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졸업 후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 교육목표 
① 실용외국어 학습 (세 언어 동시 학습)

② 비즈니스외국어 교육 (외국 업무 수행능력 개발)

③ 외국어전문가 교육 (번역사, 가이드 등 전문가 양성)

④ 시험대비 외국어 학습 (언어 인증 자격시험 대비)

⑤ 외국어지도자 양성(TESOL, 일본어지도사, 중국어지도사 과정)

(3) 학과특징
① 선택적, 효율적인 실용외국어 학습

실용외국어학과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전공과정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 언어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언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Option 1 (Monolingual Program) 한 언어만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경우
(영어전공, 일본어전공, 중국어전공)

Option 2 (Bilingual Program) 두 언어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경우
(영어+일본어, 영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등)

Option 3 (Trilingual Program) 세 언어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경우
(영어+일본어+중국어)

② 주언어/부언어 제도 도입

실용외국어학과에서는 주언어/부언어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외국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ption 2, Option 3을 선택할 경우, 각 외국어를 주언어/부언어로 분리하

여 전공할 수 있으며 학위증에도 주언어/부언어로 나뉘어 명기됩니다. 단, 주언어로 선택한 언어는

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39학점, 부언어로 선택한 언어는 전공필수 상관없이 21학점을 이수해

야 합니다.

예) 영어(주언어 39학점) + 중국어(부언어 21학점)

일본어(주언어 39학점) + 중국어(부언어 21학점) + 영어(부언어 21학점)

중국어(주언어 39학점) + 일본어(주언어 39학점) + 영어(주언어 3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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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급학습자를 위한 강의 개설

해당 외국어를 처음 공부하거나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학생들을 위해 각 언어별로 초급과정을 개

설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완전 초보 학생들도 큰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

습니다. 예) 영어회화1, 일본어1, 중국어1

④ 직장인을 위한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JSP(Japanese for Specific Purposes),

CSP(Chinese for Specific Purposes) 과정 제공

다수의 재학생이 직장인이거나 직장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장인을 위한 특

수 과정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문법 중심의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첫 단계부터 실용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쉬운 외국어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전문 분야별 외국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세 언어에 경영, 관광, 번역 등 각 분야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

는 다양한 실무과정을 설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⑤ 맞춤형 외국어교육 실시

▪ 모든 과목은 소속 학년에 상관없이 자신의 외국어 수준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은 수강 후에도 3년 동안 더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충분한 외국어 학습의 기

회가 보장됩니다.

▪ 회화 과목은 대화를 반복해 청취하고 역할극(role play)을 통해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외국어

반복학습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각 언어 원어민 선생님과 전화대화를 하며 1:1로 회화를 실제 연

습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회화 과목에서는 음성 파일을 리포트로 제출하여 교수님으로부터 발음 지도를 받습니다.

▪ 작문 과목과 독해 등의 과목에서도 학습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작문을 더 많이 연습해

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영작문 과목에서는 자동채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피드백을 받는 기

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 수업에서 이루어진 질문은 24시간 안에 교수님으로부터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쌍방향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 시간에도 MP3나 녹음기를 이용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록과 함께 교수님의

음성 강의와 원어민 음성 파일이 제공됩니다.

▪ 수시로 수강 진도나 특별 공지사항을 이메일이나 쪽지, 그리고 SMS를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⑥ 전화 및 화상 대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화 연습 프로그램

실용외국어학과에서는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별 원어민

선생님과의 전화회화 연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화상 대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어민과 면대면(face-to-face) 대화 연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⑦ 현지 대학과의 교류 및 외국문화 체험 연수 실시

연간 1회 정도 일본과 중국의 현지 대학과 교류하고 외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단기 연수를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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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회화 연습 프로그램 사용방법

▪ 학생은 ‘원어민과의 대화신청’에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원어민교수님

께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합니다.

▪ 원어민교수님은 매회 전화통화가 완료되면 학생의 발음, 문법오류, 대화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드립니다.

※ 전화회화 연습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목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학과 차원의 학생 지원체제 구축

지도교수제 실시 각 학번별로 지도교수가 있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합니다.

학과 모임 지원 개강모임, 종강모임, 엠티, 특강, 학과생활안내세미나 등 학과 모임을 통해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역 학생 관리 각 지역모임을 활성화시켜 관심 있는 학생끼리 학업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합니다.

해외네트워크 구성 해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동아리 지원 각 언어별로 스터디 및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자격증 
 ① 자격증 종류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통

고려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CUK TESOL,

어린이 영어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CUK 일본어지도사,

어린이 일본어지도사

CUK 중국어지도사,

어린이 중국어지도사
·

교외 일반 자격증

토익(TOEIC),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등

일본어능력시험(JLPT),

JPT,

JET 등

한어수평고시(HSK),

실용중국어시험(BCT),

중국어능력시험(CPT), 등

관광통역안내사,

번역사, 등

      
② 고려사이버대학교 민간자격증 검정시험

▪ 언어별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별로 정해진 교과목을 졸업 전까지 이수한 후 오프

라인으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 각 검정시험의 시험과목, 합격기준, 그리고 시험시기 및 응시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교 홈페이

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동아리 및 스터디
프렌즈(영어 동아리), 니홍고마니아(일본어 동아리), 하오하오(중국어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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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졸업 후 진로
▪ 공무원(외무직/행정직/기술직 등)

▪ 일반기업체(무역업/사무직/통역직/승무원직/비서직/관리직 등)

▪ 관광업계(국제관광업/여행사/호텔/항공사 등)

▪ 언론기관(케이블 TV 방송국/신문사/잡지사/출판사)

▪ 교육직(강사/교사 등)

▪ 통·번역사(관광가이드/번역사 등)

▪ 교육대학원 등 외국어 관련 대학원 진학

(7) 학위 안내
실용외국어학과 졸업 후 문학사 취득(학위증에 전공한 언어 표기)

사례) 주언어 : 영어 / 부언어 : 일본어, 중국어

2) 교과과정소개  

(1) 영어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PL0401 영어회화1 3 학점

전공선택 PL0403 영작문1 3 학점

전공선택 PL0428 영문법1 3 학점

전공선택 KL0101 언어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PL0401 영어회화1 3 학점

전공선택 PL0402 영어회화2 3 학점

전공선택 PL0403 영작문1 3 학점

전공필수 PL0405 영작문2 3 학점

전공선택 PL0444 영문법2 3 학점

전공선택 CL0130 영미문화의 이해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PL0414 영어교육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PL0416 여행외국어 3 학점

전공선택 PL0425 영어청취1 3 학점

전공선택 CL0123 영어발음연습과 음성학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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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PL0406 비즈니스영어 3 학점

전공필수 PL0415 영어청취2 3 학점

전공필수 PL0418 영어독해 3 학점

전공선택 PL0429 커뮤니케이션 영어 3 학점

전공선택 CL0102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학부공통]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PL0407 영어회화3 3 학점

전공선택 PL0411 영어학의 이해 3 학점

전공필수 PL0426 영작문3 3 학점

전공선택 PL0431 프리젠테이션 및 인터뷰영어 3 학점

전공선택 CL0111 영어어휘연습 3 학점

전공선택 CL0127 어린이영어교육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PL0413 미디어영어 3 학점

전공선택 PL0446 영어교육평가 3 학점

전공선택 PL0450 직업세계와 영어 3 학점

전공선택 CL0110 영어교재 및 교육과정 3 학점

전공선택 CL0112 언어습득론 [학부공통]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필수 PL0409 원어민영어회화1 3 학점

전공선택 PL0417 영어번역연습 3 학점

전공선택 PL0419 영어능력시험연습(토익) 3 학점

전공선택 CL0105 영어교육기관창업 및 운영관리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PL0442 영어교수법 3 학점

전공선택 PL0448 원어민영어회화2 3 학점

전공선택 CL0106 영어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3 학점

전공선택 CL0108 영어교과서지도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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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어 교과과정소개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PL0623 일본어문장연습 3 학점

전공선택 PL0627 문화로 배우는 일본어 3 학점

전공선택 KL0101 언어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GE0203 일본어1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PL0602 일본어2 3 학점

전공선택 PL0625 일본어학입문 3 학점

전공선택 GE0114 한자의 원리 : 부수와 고사성어 3 학점

전공선택 GE0191 일본사회와 문화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GE0203 일본어1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PL0605 일본어3 3 학점

전공필수 PL0607 일본어독해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PL0604 일본어문법 3 학점

전공선택 PL0606 일본어4 3 학점

전공선택 CL0102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L0112 언어습득론 [학부공통]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PL0608 일본어청취연습 3 학점

전공선택 PL0611 원어민일본어회화1 3 학점

전공선택 PL0629 직업세계와 일본어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PL0614 원어민일본어회화2 3 학점

전공필수 PL0615 일본어작문 3 학점

전공선택 GE0152 아시아사회의 이해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필수 PL0617 비즈니스일본어 3 학점

전공선택 PL0619 일본어능력시험연습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필수 PL0624 일본문학과 번역연습 3 학점

전공선택 PL0626 일본어교육의 이해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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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어 교과과정소개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PL0505 중국어발음과 간체자연습 3 학점

전공선택 PL0525 문화로 배우는 중국어 3 학점

전공선택 KL0101 언어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GE0187 중국문화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GE0205 중국어1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PL0502 중국어2 3 학점

전공선택 PL0504 중국어학입문 3 학점

전공선택 GE0114 한자의 원리 : 부수와 고사성어 3 학점

전공선택 GE0205 중국어1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PL0507 중국어3 3 학점

전공선택 PL0534 중국어청취 3 학점

전공선택 GE0189 중국의 정치와 경제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PL0506 중국어4 3 학점

전공선택 PL0508 중국어문법 3 학점

전공선택 CL0102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L0112 언어습득론 [학부공통]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PL0511 중국어독해 3 학점

전공선택 PL0538 원어민중국어회화1 3 학점

전공선택 PL0527 직업세계와 중국어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PL0514 중국어작문 3 학점

전공필수 PL0516 원어민중국어회화2 3 학점

전공선택 GE0152 아시아사회의 이해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필수 PL0519 비즈니스중국어 3 학점

전공선택 PL0521 중국어능력시험연습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필수 PL0522 중국어번역연습 3 학점

전공선택 PL0526 중국어교육의 이해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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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 부언어 선택 시 전공필수 상관없이 21학점 이수

(2) 교과과정 로드맵

① 영어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영작문2 3

2
영어청취2 3

영어독해 3

3 영작문3 3 미디어영어 3

4 원어민영어회화1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언어학개론 3

2 전선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3

3 전선 언어습득론 3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전공필수 18학점 포함) : 주언어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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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실용외국어학습 외국어전문가교육 비즈니스외국어교육 외국어지도사양성 시험대비외국어학습

초급

영어회화1

영작문1

영문법1

영어회화2

영작문2(전필)

영문법2

영미문화의 이해

영어회화1

영작문1

영문법1

영어회화2

영작문2(전필)

영문법2

영어회화1

영작문1

영문법1

영어회화2

영작문2(전필)

영미문화의 이해

언어학개론

영미문화의 이해

영어발음연습과 음성학

영작문2(전필)

영문법2

영작문1

영어회화2

영작문2(전필)

영문법2

영어청취1

중급

영어청취1

영어청취2(전필)

영어독해(전필)

커뮤니케이션 영어

영어회화3

직업세계와 영어

영어발음연습과 음성학

영어청취1

영어청취2(전필)

영어독해(전필)

커뮤니케이션 영어

영어회화3

영어어휘연습

비즈니스영어

영어청취2(전필)

영어독해(전필)

여행외국어

커뮤니케이션 영어

직업세계와 영어

영어교육의 이해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영어학의 이해

어린이영어교육

영어청취2(전필)

영어독해(전필)

영작문3(전필)

미디어영어(전필)

영어청취2(전필)

영어독해(전필)

비즈니스영어

커뮤니케이션 영어

영어회화3

고급

영작문3(전필)

미디어영어(전필)

원어민영어회화1(전필)

영어번역연습

원어민영어회화2

프리젠테이션 및 인터

뷰영어

영작문3(전필)

미디어영어(전필)

원어민영어회화1(전필)

영어번역연습

원어민영어회화2

영작문3(전필)

미디어영어(전필)

원어민영어회화1(전필)

프리젠테이션 및 인터

뷰영어

원어민영어회화2

영어능력시험연습(토익)

영어교육평가

언어습득론

영어교재 및 교육과정

영어교육기관 창업 및

운영관리

영어교수법

영어교육콘텐츠 및 프

로그램개발

영어교과서지도

원어민영어회화1(전필)

영어능력시험연습(토익)

영작문3(전필)

미디어영어(전필)

원어민영어회화1(전필)

영어번역연습

원어민영어회화2

② 일본어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2 일본어독해 3

3
일본어청취연습 3 원어민일본어회화2 3

일본어작문 3

4 비즈니스일본어 3 일본문학과 번역연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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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언어학개론 3

2
전선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3

전선 언어습득론 3

◉ 분야별 선택과목

실용외국어학습 외국어전문가교육 비즈니스외국어교육 외국어지도자양성 시험대비외국어학습

초급

일본어1

일본어2

일본사회와문화의이해

문화로배우는일본어

일본어문장연습

언어학개론

언어습득론

멀티미디어외국어교육

일본어 1

일본사회와문화의이해

문화로배우는일본어

일본어1

일본어2

일본어문법

문화로배우는일본어

일본어1

일본어2

일본어학입문

중급

일본어3

일본어4

일본어독해(전필)

일본어작문(전필)

일본어청취연습(전필)

직업세계와일본어

일본어학입문

일본어독해(전필)

일본어문법

일본어청취연습(전필)

일본어작문(전필)

직업세계와일본어

일본어3

일본어4

일본어독해(전필)

일본어작문(전필)

일본어청취연습(전필)

직업세계와일본어

일본어독해(전필)

일본어3

일본어4

일본어청취연습(전필)

일본어작문(전필)

한자의원리:부수와고사성어

일본어문법

일본어독해(전필)

일본어작문(전필)

일본어청취연습(전필)

고급

원어민일본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일본어(전필)

일본문학과번역연습(전필)

일본어능력시험연습

원어민일본어회화1

원어민일본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일본어(전필)

일본어교육의이해

일본문학과번역연습(전필)

원어민일본어회화1

원어민일본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일본어(전필)

일본문학과번역연습(전필)

원어민일본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일본어(전필)

일본문학과번역연습(전필)

일본어능력시험연습

일본어교육의이해

원어민일본어회화1

원어민일본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일본어(전필)

일본문학과번역연습(전필)

일본어능력시험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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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어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2 중국어3 3

3
중국어독해 3 중국어작문 3

원어민중국어회화2 3

4 비즈니스중국어 3 중국어번역연습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언어학개론 3

2
전선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3

전선 언어습득론 3

◉ 분야별 선택과목

실용외국어학습 외국어전문가교육 비즈니스외국어교육 외국어지도사양성 시험대비외국어학습

초급

중국어1

중국어2

언어학개론

중국어발음과간체자연습

문화로배우는중국어

중국어1

중국어2

중국어3(전필)

중국어학입문

중국문화의이해

중국의정치와경제

문화로배우는중국어

문화로배우는중국어

언어습득론

언어학개론

중국어학입문

중국어1

중국어청취

원어민중국어회화1

중국어문법

중급

중국어3(전필)

중국어4

중국어청취

중국어문법

중국어독해(전필)

직업세계와중국어

원어민중국어회화1

중국어4

중국어문법

중국어독해(전필)

중국어작문(전필)

중국어3(전필)

원어민중국어회화1

중국어독해(전필)

직업세계와중국어

중국어3(전필)

중국어청취

중국어독해(전필)

멀티미디어외국어교육

중국어3(전필)

중국어4

중국어독해(전필)

중국어작문(전필)

고급

원어민중국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중국어(전필)

중국어번역연습(전필)

중국어작문(전필)

원어민중국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중국어(전필)

중국어번역연습(전필)

중국어능력시험연습

원어민중국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중국어(전필)

중국어번역연습(전필)

중국어작문(전필)

원어민중국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중국어(전필)

중국어번역연습(전필)

중국어작문(전필)

중국어교육의이해

원어민중국어회화2(전필)

비즈니스중국어(전필)

중국어번역연습(전필)

중국어능력시험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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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동영어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아동영어학과는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린이 영어교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신의

영어교육이론과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수법을 제공하고 모든 교사들이 영어에 능통할 수 있도록 교육합

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CUK TESOL, 어린이 영어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와 같은 영어교육 관련 자격

증을 취득하게 하여 취업 후 실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도합니다.

(2) 교육목표
최고의 어린이 영어교사

① 수준 높은 영어실력

② 현장 중심 교수법

③ 최신 영어교육이론

④ 다양한 자격증 취득

(3) 학과특징
①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다양한 강의

②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③ 현장 중심의 강의

④ 직장인에게 편리한 수강 방법

⑤ 초급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⑥ 학과 차원의 학생 지원체제 구축

(4) 자격증 안내
CUK TESOL, 어린이 영어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보육교사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 안내] → [실용어학부] → [아동영어학과]를 참고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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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업 후 진로
▪ 아동영어지도과정 이수(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대상의 영어교사 또는 영어교육 관련 회사나 출판사의

연구원)

▪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 이수(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 TESOL 교육과정 이수(어학원 및 대학강사)

▪ 영어교육경영 과정 이수(어학원 및 영어교육관련 사업체 운영)

▪ 영어능력 과정 이수(통번역, 무역, 관광, 호텔직종 등 영어가 요구되는 모든 곳)

(6) 학위 안내
아동영어학과 졸업 후 문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CL0101 교실영어연습 3 학점

전공선택 CL0125 영어어휘지도와 파닉스 3 학점

전공필수 CL0127 어린이영어교육 3 학점

전공선택 ED0101 교육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PL0401 영어회화1 3 학점

전공선택 PL0403 영작문1 3 학점

전공선택 PL0425 영어청취1 3 학점

전공선택 PL0428 영문법1 3 학점

전공선택 KL0101 언어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CL0117 놀이와 게임활용영어교육 3 학점

전공선택 CL0130 영미문화의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ED0102 교육심리학 3 학점

전공필수 PL0446 영어교육평가 3 학점

전공선택 PL0401 영어회화1 3 학점

전공선택 PL0402 영어회화2 3 학점

전공선택 PL0403 영작문1 3 학점

전공선택 PL0418 영어독해 3 학점

전공필수 PL0442 영어교수법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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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전공선택 CL0103 영어동화 및 스토리텔링기법 3 학점

전공선택 CL0105 영어교육기관창업 및 운영관리 3 학점

전공선택 CL0123 영어발음연습과 음성학 3 학점

전공선택 CC0101 보육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PL0407 영어회화3 3 학점

전공선택 PL0411 영어학의 이해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CL0102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학부공통] 3 학점

전공필수 CL0110 영어교재 및 교육과정 3 학점

전공선택 CL0132 영어교육을 위한 교구제작과 활용 3 학점

전공선택 PL0405 영작문2 3 학점

전공선택 PL0415 영어청취2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CL0107 영어회화 및 발음지도 3 학점

전공선택 CL0109 노래와 챈트활용영어교육 3 학점

전공선택 CL0111 영어어휘연습 3 학점

전공선택 CL0129 연극과 뮤지컬활용영어교육 3 학점

전공선택 PL0409 원어민영어회화1 3 학점

전공필수 PL0414 영어교육의 이해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CL0106 영어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3 학점

전공선택 CL0108 영어교과서지도 3 학점

전공필수 CL0112 언어습득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L0114 영어읽기 및 쓰기지도 3 학점

전공선택 CL0134 영유아영어지도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CL0131 영어동화번역 3 학점

전공선택 CL0133 아동영어교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CC0103 영유아교수방법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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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어린이영어교육 3 영어교육평가 3

영어교수법 3

2 영어교재 및 교육과정 3

3 영어교육의 이해 3 언어습득론 3

          

[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언어학개론 3

2 전선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3

3 전필 언어습득론 3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CL0120 영어의미 및 담화지도 3 학점

전공선택 CL0122 아동문학과 영어교육 3 학점

전공선택 CL0124 영어몰입교육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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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아동어지도 과정 영어교육 과정(TESOL)

어린이영어교육(1-1)

영어어휘지도와 파닉스(1-1)

놀이와 게임활용영어교육(1-2)

영어동화 및 스토리텔링기법(2-1)

영어교육을 위한 교구제작과 활용(2-2)

노래와 챈트활용 영어교육(3-1)

연극과 뮤지컬활용 영어교육(3-1)

영어 회화 및 발음 지도(3-1)

영어교과서 지도(3-2)

영어 읽기 및 쓰기 지도(3-2)

영유아영어지도(3-2)

영어동화번역(4-1)

아동영어 교육실습(4-1)

아동문학과 영어교육(4-2)

영어의미 및 담화지도(4-2)

언어학개론(1-1)

교육학개론(1-1)

영어교수법(1-2)

영어교육평가(1-2)

교육심리학(1-2)

영미문화의 이해(1-2)

영어학의 이해(2-1)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2-2)

영어교재 및 교육과정(2-2)

영어교육의 이해(3-1)

언어습득론(3-2)

영어능력 과정 영어교육경영 과정

영어회화1(1-1)

영작문1(1-1)

영어청취1(1-1)

영문법1(1-1)

영어회화2(1-2)

영어독해(1-2)

영어발음연습과 음성학(2-1)

영어회화3(2-1)

영어청취2(2-2)

영작문2(2-2)

영어어휘연습(3-1)

원어민영어회화1(3-1)

교실영어연습(1-1)

영어교육기관 창업 및 운영관리(2-1)

영어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3-2)

영어몰입교육(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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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어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고려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2013년 실용외국어학과 내에 신설된 한국어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014년 독립된 학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교 한국어학과에는 국어학계의 대표 석학이며 국립

국어원장을 역임하신 남기심 교수님이 석좌교수로서 한국어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본교 전임교수들과 함께 훌륭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과는

외국어 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하여 외국어학습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와 ‘읽기와 쓰기

교육’에 대한 심화과정을 마련하여 유능한 한국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교포, 다문

화가정 여성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 과정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위해 훌륭한 사회통합 조력자가 될 수 있는 ‘2급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 교육목표 
① 외국인과 재외교포, 다문화가정 여성 및 그 자녀에게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유

능한 한국어 교육자를 양성합니다.

②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외교사절로서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③ 다문화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조력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합니다.

④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할 학구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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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특징

(4) 자격증과 수료증 안내(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

치는 자를 말합니다.

-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

교사 자격증(교육부)’과는 별개입니다.

-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국적자가 2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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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 방법

▪ 자격증 취득 요건

2급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역별로 필수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필수 이수학

점은 45학점(15과목)으로,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영역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1영역 한국어학 6학점(2과목)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8과목)

4영역 한국문화 6학점(2과목)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1과목)

합계 45학점(1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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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

영역 학기 과목명 학점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1 영역
1-1 한국어학개론 3학점

6학점(2과목)
2-1 한국어어문규범 3학점

2 영역
1-1 언어학개론 3학점

6학점(2과목)
2-2 언어습득론 3학점

3 영역

1-2 한국어발음교육법 3학점

24학점(8과목)

1-2 한국어교육개론 3학점

2-1 한국어표현교육법 3학점

2-2 한국어이해교육법 3학점

3-1 한국어어휘교육법 3학점

3-1 한국어교재론 3학점

3-2 한국어문법교육론 3학점

3-2 한국어한자어교육론 3학점

3-2 한국문화교육론 3학점

4-1 한국어평가론 3학점

4 영역

1-1 한국문화론 3학점

6학점(2과목)
1-2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3학점

2-1 한국문학개론 3학점

2-2 한국민속학개론 3학점

5 영역 4-2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1과목)

▪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진로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국외 한국문화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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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이민자 사회통합 및 인권보호, 다문화사회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겸비한 이민․다문화 전문 인력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다문화사회이해과정 강사의 필수 자격이며, 이민·다문화 과목 개설 대

학(원)에서 관련 법정과목 이수 및 학위취득 후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

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법무부 주관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관련 개설과목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3과목을 이수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총장명의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24학점 이수 후 15시간의 별도 법무부 주관 교육을 받아야 함)

(5) 동아리 및 스터디
한국문화유산답사 동아리, 사물놀이 동아리 및 한국어교육 스터디

구분 개설 과목 개설학과
학년-학기

(개설학과 기준)

필수

과목

(5과목)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한국어학과 1-1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한국어학과 2-1

이민ㆍ다문화가족복지론 사회복지학과 4-1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사회복지학과 4-2

이민정책론 사회복지학과 4-2

선택

과목

(택 3과목)

다문화 상담과 실제 상담심리학과 3-1

다문화사회교육론 평생교육학과 2-1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학과 1-2

아시아사회의 이해 교양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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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졸업 후 진로

(7) 학위 안내
한국어학과 졸업 후 문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KL0101 언어학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KL0103 한국어학개론 3 학점

전공필수 KL0105 한국문화론 3 학점

전공선택 KL0127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3 학점

전공선택 PL0401 영어회화1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KL0102 한국어발음교육법 3 학점

전공선택 KL0104 한국어교육개론 3 학점

전공필수 KL0106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3 학점

전공선택 PL0401 영어회화1 3 학점

전공선택 PL0402 영어회화2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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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KL0107 한국어어문규범 3 학점

전공필수 KL0109 한국어표현교육법 3 학점

전공선택 KL0111 한국문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KL0129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3 학점

전공선택 GE0203 일본어1 3 학점

전공선택 GE0205 중국어1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KL0108 한국어이해교육법 3 학점

전공선택 KL0110 한국민속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CL0102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CL0112 언어습득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GE0203 일본어1 3 학점

전공선택 GE0205 중국어1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KL0115 한국어어휘교육법 3 학점

전공선택 KL0117 한국어교재론 3 학점

전공선택 KL0131 다문화 이해를 위한 세계문학 감상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KL0112 한국어문법교육론 3 학점

전공선택 KL0114 한국어한자어교육론 3 학점

전공선택 KL0116 한국문화교육론 3 학점

전공선택 PL0502 중국어2 3 학점

전공선택 PL0602 일본어2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KL0118 한국어교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KL0121 한국어평가론 3 학점

전공선택 KL0123 한국문화의 세계화 3 학점

전공선택 KL0125 독서지도의 이론과 방법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KL0118 한국어교육실습 3 학점

전공선택 KL0120 한국문화유산탐방 3 학점

전공선택 KL0124 토픽(TOPIK)의 이해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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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정해진 과목 숫자만큼 반드시 수강하여 이수

하여야 합니다(1영역 2과목, 2영역 2과목, 3영역 8과목, 4영역 2과목, 5영역 1과목).

▪ 5영역 과목인 교육실습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골고루 수강하여 최소 10과목을 미

리 수강하여야 하며(1, 2, 4영역 각각 1과목이상, 3영역 4과목 이상), 신편입후 최소 3학기 이상이

되었을 때에야 교육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교육실습에 대해서는, 과목 수강신청기간 전에 학과공

지를 통해 안내문이 나갈 것이니, 이를 참고로 신청 절차를 밟아주세요.).

▪ 교육실습 방식이 2017년 2학기까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

나, 2018년 1학기부터는 오프라인 교육실습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국립국어원 결정사항). 실

습과목은 선수과목 10과목 이수 후에야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입학생은 일괄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실습 방식이 적용됩니다. 실습 수강은 정규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미리 학과에서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실습을 위한 오프라인 교실 수업 날짜를 확인 후, 본인의 일정을 조절하

여,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실력을 갖춘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 과목을 전공선

택 과목으로 선택하여 공부하길 권장합니다.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 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 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 학점

(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한국문화론 3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3

2 한국어표현교육법 3 한국어이해교육법 3

3 한국어어휘교육법 3 한국어문법교육론 3

3) 학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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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통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1 전선 언어학개론 3

2
전선 멀티미디어 외국어교육 3

전선 언어습득론 3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전공심화과정]

영역 2급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정

1영역 -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어문규범 (택2)

2영역 - 일반언어학  언어학개론, 언어습득론 (택2)

3영역 -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발음교육법, 한국어표현교육법,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어어휘교육법,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한자어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택8)

4영역 - 한국문화  한국문화론,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한국민속학개론, 한국문학개론 (택2)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실습 (택1)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

영역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정 

필수과목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정책론

선택과목 다문화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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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세무학부

1) 학부소개

(1) 학부소개
법·세무학부는 법학과와 세무·회계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영역뿐만 아니라 전문법영역 및 경

찰사법 분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법학과에 더하여 세무·회계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한 분야의

법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세법에 대한 교육과정은 법학교육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법학

과에서 운영되는 법학의 기초 교육과정은 세무·회계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세법교육의 내용을 보다 충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목표
법·세무학부는 경쟁력 있고 유능한 법학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법학과와 세무와 회계분야의 전문

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세무·회계학과의 개별 학과 차원의 교육목표에 기초하여 양 학과의 교육과정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 학과의 교육목표를 보다 풍부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3) 학부특징
법학, 세무학, 회계학은 개인이나 기업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므로 이론은 물론 실

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학부에서는 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에 적합한 교

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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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법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법학과에서는 법학에서의 기초법 및 기본법 과목과 더불어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영역의

법지식을 교육합니다. 법학과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법률서비스의 확충과 법률서비스의 국제화라는 시

대적 변화 속에서 경쟁력 있고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및 형사사법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사법 영역과 세법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법 영역을 비롯하여 여러 특화된

교과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2) 교육목표
기초법 및 기본법과목뿐만 아니라 전문법 영역의 법과목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회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합니다.

(3) 학과특징
① 기초법과목과 기본법과목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② 기본법분야의 법학지식을 응용·심화시킨 전문법 영역의 법학교육을 실시하여 법률전문가를 양성합

니다.

③ 경찰·사법 영역을 특화하여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연습, 경찰학개론, 범죄학개론, 범

죄심리학 등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및 형사사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4) 자격증안내
경찰공무원·법원공무원·검찰공무원 등 각종 공무원시험과 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주택관리사 등 각

종 자격증시험 준비 및 국내외 로스쿨 진학을 대비한 법학교육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법·세무학부] → [법학과]를 참고하

세요.

(5) 동아리 및 스터디
고려사이버대 법학과 학우들의 모임방

(6) 졸업 후 진로
▪ 경찰공무원 및 법원·검찰공무원 및 행정, 교육, 기술직 관련 공무원

▪ 일반기업체

▪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주택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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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위 안내
법학과 졸업 후 법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LA0201 법학입문 [학부공통] 3 학점

전공필수 LA0203 헌법일반이론 3 학점

전공필수 LA0205 민법총칙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RE0103 경제학원론Ⅰ 3 학점

전공선택 TA0103 회계와 세무의 기초 3 학점

전공선택 GE0197 법과 사회정의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LA0102 기본권론 3 학점

전공선택 LA0104 채권법총론 3 학점

전공필수 LA0201 법학입문 [학부공통] 3 학점

전공필수 LA0203 헌법일반이론 3 학점

전공필수 LA0205 민법총칙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LA0118 법철학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LA0101 국가권력론 3 학점

전공선택 LA0103 채권법각론 3 학점

전공필수 LA0207 형법총론 3 학점

전공선택 LA0211 상법총칙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LA0106 형법각론 3 학점

전공선택 LA0108 회사법 3 학점

전공선택 LA0114 물권법 3 학점

전공필수 LA0204 행정법총론 3 학점

전공선택 TA0108 세법개론 [학부공통] 3 학점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LA0111 어음·수표법 3 학점

전공선택 LA0113 친족상속법 3 학점

전공선택 LA0115 행정법각론 3 학점

전공필수 LA0206 민사소송법Ⅰ 3 학점

전공선택 LA0142 형사연습 3 학점

전공선택 TA0118 법인세법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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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LA0138 보험해상법 3 학점

전공선택 LA0140 민사소송법Ⅱ 3 학점

전공선택 LA0209 형사소송법 3 학점

전공선택 GE0184 임대차보호법 3 학점

전공선택 TA0116 부가가치세법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LA0117 노사관계법 3 학점

전공선택 LA0119 국제거래법 3 학점

전공선택 LA0123 경찰학개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07 부동산공법Ⅰ 3 학점

전공선택 TA0130 세무전략과 계획 3 학점

전공선택 AS0141 범죄학개론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LA0126 경제법 3 학점

전공선택 LA0132 근로관계법 3 학점

전공선택 AS0148 범죄심리학 3 학점

전공선택 TA0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학점

전공선택 TA0114 소득세법 3 학점

전공선택 RE0105 부동산공시법 3 학점

전공선택 SW0116 사회복지법제 3 학점



5. 법·세무학부

www.cuk.edu 197

(2) 교과과정 로드맵

전문법 영역 
교과과정

경찰·사법영역

 형사연습(3-1) 경찰학개론(4-1) 범죄학개론(4-1) 범죄심리학(4-2)

세법 영역
  세법개론(2-2)법인세법(3-1)
부가가치세법(3-2)
상속세및증여세법(4-2)
소득세법 (4-2)

노동법영역

노사관계법(4-1)근로관계법(4-2)
사회복지법제(4-2)

부동산법 영역

임대차보호법(3-2)부동산공법Ⅰ(4-1)부동산공시법(4-2)

기본법 교과과정

공법영역

․ 헌법 헌법일반이론(1-1,1-2)
 기본권론(1-2)
 국가권력론(2-1)
․ 행정법 행정법총론(2-2)
 행정법각론(3-1)         
 경제법(4-2)

민상사법영역

 ․ 민법  민법총칙(1-1,1-2)
  채권법총론(1-2)
  채권법각론(2-1)
  물권법(2-2)
  친족상속법(3-1)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Ⅰ (3-1)
  민사소송법Ⅱ (3-2)
 ․ 상법  상법총칙(2-1)
  회사법(2-2)
  어음·수표법(3-1)
  보험해상법(3-2)         
  국제거래법(4-1)

형사법영역

  형법총론(2-1)  형법각론(2-2)
  형사소송법(3-2)

기초법 교과과정
  법학입문(1-1, 1-2)        법철학(1-2)         법과 사회정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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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법학입문 3 법학입문 3

헌법일반이론 3 헌법일반이론 3

민법총칙 3 민법총칙 3

2 형법총론 3 행정법총론 3

3 민사소송법Ⅰ 3

[학부공통과목]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필 법학입문 3

전필 민법총칙 3

1학년 2학기

전필 법학입문 3

전필 민법총칙 3

2학년 2학기 전선 세법개론 3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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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무ㆍ회계학과

1) 학과소개

(1) 학과소개
세무․회계학과에서는 기업과 개인 등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회계와 세무분야에 대

한 기초 원리와 개념, 이론과 실무, 관련 법규나 제도 등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회계와 세무분야의 실무는 물론 성공적인 경제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무전략의 수립과 회계정보

의 설계가 가능한 회계와 세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의 체계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와 세무분야의 전문자격증인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등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교육목표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회계와 세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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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과특징
① 체계적 과목

회계와 세무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

고 있습니다.

② 현실응용

세무․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에 직접 응용해 봄으로써 실무활동의 효

과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③ 관련분야 응용

회계와 세무관련 교과목 외에도 경영학, 경제학, 법학계열의 교과목 운영을 통해 회계와 세무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자격증 안내
① 자격증 소개

세무와 회계분야의 대표적인 자격증에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

감사분야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세무조정대리나 기장대리 업무의 경우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에게만 업무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세무나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는 한국세무사회, 삼일회계법인 등이 주관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② 관련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주관 자격증(전산세무1급, 2급/전산회계1급, 2급), 삼일회계법인

주관 자격증(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2급) 등

       

Tip 자세한 자격증 소개는 홈페이지 → [학생지원센터] → [자격증/수료증 안내] → [법․세무학부] → [세무․회계학

과]를 참고하세요.

(5) 동아리 및 스터디
학과 동아리(세무․회계학과 소통을 위한 자리)

(6) 졸업 후 진로
세무와 회계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수요가 많습니다.

▪ 회계와 세무담당자 : 일반기업체의 회계 또는 세무관련 부서 근무

▪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에 근무하거나 회계사무소 개업

▪ 회계와 세무업무 지원자 : 회계 및 세무사무소 근무

▪ 세무사 : 세무법인에 근무하거나 세무사무소 개업

▪ 세무 공무원 :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근무

▪ 회계와 세무 교육담당자 : 학교나 학원 등의 강사로 활동

▪ 전략적 세무 회계관리자 : 컨설팅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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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위 안내
세무ㆍ회계학과 졸업 후 회계학사 취득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전공선택 TA0103 회계와 세무의 기초 3 학점

전공선택 TA0119 회계원리 3 학점

전공선택 BZ0301 경영학원론 3 학점

전공선택 LA0201 법학입문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LA0205 민법총칙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RE0103 경제학원론Ⅰ 3 학점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TA0108 세법개론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TA0119 회계원리 3 학점

전공선택 TA0132 회계원리연습 3 학점

전공선택 TA0136 세무회계원리 3 학점

전공선택 LA0201 법학입문 [학부공통] 3 학점

전공선택 LA0205 민법총칙 [학부공통] 3 학점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TA0104 민법과 세법 3 학점

전공필수 TA0106 재무회계 3 학점

전공선택 TA0123 세무회계 3 학점

전공선택 BZ0107 재무관리 3 학점

전공선택 LA0211 상법총칙 3 학점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TA0116 부가가치세법 3 학점

전공필수 TA0121 중급회계 3 학점

전공선택 TA0125 회계정보시스템 3 학점

전공선택 TA0128 원가회계 3 학점

전공선택 BZ0107 재무관리 3 학점

전공선택 LA0108 회사법 3 학점



Ⅳ. 학부(과)소개 및 교육과정

202 www.cuk.edu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3) 학업가이드

(1) 이수기준
졸업최저 이수학점 132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39학점 (전공필수 18학점 포함)

교양최저 이수학점 30학점

3학년1학기

전공선택 TA0102 재정학 3 학점

전공선택 TA0107 고급회계 3 학점

전공선택 TA0115 중급회계연습 3 학점

전공필수 TA0118 법인세법 3 학점

전공선택 BZ0117 경영정보시스템 3 학점

전공선택 RE0116 부동산조세론 3 학점

전공선택 RE0147 경제학원론Ⅱ 3 학점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TA0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학점

전공선택 TA0112 회계감사 3 학점

전공필수 TA0114 소득세법 3 학점

전공선택 BZ0114 투자론 3 학점

전공선택 BZ0117 경영정보시스템 3 학점

4학년 1학기

전공필수 TA0124 회계학연습 3 학점

전공선택 TA0130 세무전략과 계획 3 학점

전공선택 BZ0128 관리회계 3 학점

전공선택 LA0111 어음·수표법 3 학점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TA0105 재무제표분석 3 학점

전공선택 TA0117 국제조세 3 학점

전공선택 TA0122 조세판례연구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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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과정 로드맵
◉ 공통과정

[학과필수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2
재무회계 3 부가가치세법 3

중급회계 3

3 법인세법 3 소득세법 3

4 회계학연습 3

[학부공통과목]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1-1학기
전선 법학입문 3

전선 민법총칙 3

1-2학기

전선 법학입문 3

전선 민법총칙 3

전선 세법개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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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선택과목

[전공기초]

분야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세무학의 기초

1-1 전선 회계와 세무의 기초 3

1-2 전선 세법개론 3

1-2 전선 세무회계원리 3

회계학의 기초

1-1

1-2
전선 회계원리 3

1-2 전선 회계원리연습 3

법학의 기초

1-1

1-2
전선 법학입문 3

1-1

1-2
전선 민법총칙 3

2-1 전선 상법총칙 3

2-2 전선 회사법 3

4-1 전선 어음·수표법 3

경영학의 기초

1-1 전선 경영학원론 3

2-1

2-2
전선 재무관리 3

3-2 전선 투자론 3

3-1

3-2
전선 경영정보시스템 3

경제학의 기초
1-1 전선 경제학원론Ⅰ 3

3-1 전선 경제학원론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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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분야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세무학의 이론과

실무

2-2 전필 부가가치세법 3

3-1 전필 법인세법 3

3-2 전필 소득세법 3

회계학의 이론과

실무

2-1 전필 재무회계 3

2-2 전필 중급회계 3

4-1 전필 회계학연습 3

[전공선택]

분야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세무학의 이론과

실무

2-1 전선 민법과 세법 3

2-1 전선 세무회계 3

3-1 전선 부동산조세론 3

3-1 전선 재정학 3

3-2 전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4-1 전선 세무전략과 계획 3

4-2 전선 국제조세 3

4-2 전선 조세판례연구 3

회계학의 이론과

실무

2-2 전선 회계정보시스템 3

2-2 전선 원가회계 3

3-1 전선 중급회계연습 3

3-1 전선 고급회계 3

3-2 전선 회계감사 3

4-1 전선 관리회계 3

4-2 전선 재무제표분석 3

* 단, 전공필수는 2017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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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대비 관련 과목

[공인회계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세무․회계학과 관련 과목

1차 시험

회계학 재무회계, 중급회계, 원가회계, 중급회계연습

세법개론 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경영학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경제원론 경제학원론Ⅰ, 경제학원론Ⅱ

상법 상법총칙, 회사법, 어음·수표법

2차 시험

재무회계 재무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중급회계연습

원가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회계감사 회계감사

재무관리 재무관리, 투자론

[세무사 시험]

세무사 시험 과목 세무․회계학과 관련 과목

1차 시험

회계학개론 재무회계, 중급회계, 원가회계

세법학개론
세법개론, 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또는 민법 회사법, 민법총칙, 민법과 세법

재정학 경제학원론Ⅰ, 경제학원론Ⅱ, 재정학

2차 시험

세법학 1부 세법개론,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중급회계연습

회계학 2부 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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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양과정

1) 과정소개

(1) 교양과정 소개

미래 사회의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전인적 교양교육, 각 학과의 전공 과정의 기초가 되는 지식 교육

과 다양한 분야의 교양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인재 양성에 기여합니다.

교양과정에서는 각 학과의 전공과정 기초가 되는 지식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쌓아 전인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VERITAS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교양

과정 이수를 통해 전임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준비한 인문사회, 정보미디어, 외국어, 자기계발, 경영경

제, 생활 및 환경에 관한 다양한 과목들로 지적 소양과 정신적 성숙을 갖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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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과정의 특장점

교양과정에서는 본교 학생을 대학인이자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폭넓은

지적 소양을 갖춘 지성인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교양과정의 특징은 대학인으로

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다방면에 관한 기본 교양교육과 함께, 시대 변화에 발맞춘 실용적이고

시의성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다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재학생들은 각 학문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

본 이론을 공부할 것이며, 동시에 새롭고 첨단적인 정보지식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

게 될 것입니다.

2) 교과과정소개

학기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1학기 교양선택

GE0118 현대인의 재테크 3 학점

GE0126 대학생활을 위한 읽기와 쓰기 3 학점

GE0129 현대인의 건강관리 3 학점

GE0131 사이버교육의 기초 3 학점

GE0145 생활법률 3 학점

GE0155 실용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학점

GE0158 매너와 이미지메이킹 3 학점

GE0161 생활영어 3 학점

GE0163 현대인의 자기관리 3 학점

GE0166 자기혁신리더십 3 학점

GE0170 현대인을 위한 클래식 음악 3 학점

GE0179 고대그리스이야기 3 학점

GE0181 피트니스와 웰니스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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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교양선택

GE0183 환경과 생태 3 학점

GE0185 정보기술의 진화 3 학점

GE0187 중국문화의 이해 3 학점

GE0189 중국의 정치와 경제 3 학점

GE0193 스페인어Ⅰ 3 학점

GE0197 법과 사회정의 3 학점

GE0199 경력개발과 리더십 3 학점

GE0201 대학일반수학 3 학점

GE0203 일본어1 3 학점

GE0204 SW코딩의 기초 3 학점

GE0205 중국어1 3 학점

GE0206 인문학과 경영 3 학점

2학기 교양선택

GE0109 대인관계심리학 3 학점

GE0114 한자의 원리 : 부수와 고사성어 3 학점

GE0118 현대인의 재테크 3 학점

GE0129 현대인의 건강관리 3 학점

GE0131 사이버교육의 기초 3 학점

GE0145 생활법률 3 학점

GE0146 생활속의 음악여행 3 학점

GE0152 아시아사회의 이해 3 학점

GE0155 실용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학점

GE0157 미술의 이해 3 학점

GE0158 매너와 이미지메이킹 3 학점

GE0161 생활영어 3 학점

GE0179 고대그리스이야기 3 학점

GE0184 임대차보호법 3 학점

GE0186 현대사회와 스포츠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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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교양선택

GE0188 과학의 이해 3 학점

GE0191 일본사회와 문화의 이해 3 학점

GE0198 철학의 이해 3 학점

GE0200 스페인어Ⅱ 3 학점

GE0202 일반상대성이론 3 학점

GE0203 일본어1 3 학점

GE0204 SW코딩의 기초 3 학점

GE0205 중국어1 3 학점

GE0206 인문학과 경영 3 학점

GE0208 논리와 사고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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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가이드

(1) 교과과정 로드맵

[문화와 예술]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교양

현대인을 위한 클래식 음악 3 생활속의 음악여행 3

중국문화의 이해 3 미술의 이해 3

일본사회와 문화의 이해 3

[과학과 기술]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교양

환경과 생태 3 과학의 이해 3

정보기술의 진화 3 일반상대성이론 3

SW코딩의 기초 3 SW코딩의 기초 3

대학일반수학 3 3

[역사와 철학]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교양

실용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실용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고대그리스이야기 3 고대그리스이야기 3

중국의 정치와 경제 3 철학의 이해 3

아시아사회의 이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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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교양

매너와 이미지메이킹 3 매너와 이미지메이킹 3

생활영어 3 생활영어 3

중국어1 3 중국어1 3

일본어1 3 일본어1 3

스페인어Ⅰ 3 스페인어Ⅱ 3

현대인의 건강관리 3 현대인의 건강관리 3

현대인의 자기관리 3 대인관계심리학 3

경력개발과 리더십 3

[윤리와 논리]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교양

대학생활을 위한 읽기와 쓰기 3 논리와 사고 3

사이버교육의 기초 3 사이버교육의 기초 3

생활법률 3 생활법률 3

법과 사회정의 3 임대차보호법 3

한자의 원리 : 부수와 고사성어 3

[학문융합]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교양

인문학과 경영 3 인문학과 경영 3

현대인의 재테크 3 현대인의 재테크 3

피트니스와 웰니스 3 현대사회와 스포츠 3

자기혁신리더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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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전공

1) 부전공 필수과목 안내

   [전기전자공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전기전자공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기계제어공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기계제어공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소프트웨어공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정보관리보안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정보관리보안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디자인공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디자인공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경영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경영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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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부동산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융합경영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융합경영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상담심리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상담심리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사회복지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보건행정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보건행정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아동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아동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청소년상담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청소년상담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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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평생교육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실용외국어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실용외국어학과 전공과목 중 1개의 언어에 대해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아동영어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아동영어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한국어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한국어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법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법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세무·회계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세무·회계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선택

계 7과목 21학점

2) 부전공 학위 안내

① 소정의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학과의 부전공이 인정되며, 학위증에 부전공이 표기됩니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전공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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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전공 

1) 복수전공 필수과목 안내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IT0101 컴퓨터학개론 3

IT0109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

IT0113 컴퓨터구조 3

IT0132 컴퓨터네트워크 3

IT0143 정보통신개론 3

PA0165 졸업세미나 3

소프트웨어공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EE0101 기초전자공학 3

EE0104 신호 및 시스템 3

EE0108 디지털논리설계 3

EE0109 회로이론 3

EE0127 데이터통신 3

PA0165 졸업세미나 3

전기전자공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ME0101 기계설계학개론 3

ME0105 재료역학 3

ME0109 열역학 3

ME0113 제어공학 3

ME0114 기계요소설계 3

PA0165 졸업세미나 3

기계제어공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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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PA0154 IT서비스관리 3

PA0162 정보시스템감사 3

PA0169 인터넷보안 3

PA0171 인터넷윤리 3

PA0176 암호이론과 응용 3

PA0165 졸업세미나 3

정보관리보안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MD0102 비트맵그래픽기초(포토샵) 3

MD0103 디자인론 3

MD0110 HTML5 3

MD0107 디자인과 인체공학 3

MD0137 기초조형공간 3

PA0165 졸업세미나 3

디자인공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BZ0105 마케팅원론 3

BZ0107 재무관리 3

BZ0108 생산운영관리 3

BZ0113 인적자원관리 3

BZ0117 경영정보시스템 3

BZ0141 회계의 이해 3

경영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RE0101 부동산학개론Ⅰ 3

RE0103 경제학원론Ⅰ 3

RE0104 부동산정책론 3

RE0107 부동산공법Ⅰ 3

RE0112 부동산개발론 3

RE0152 부동산학개론Ⅱ 3

부동산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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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경영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BZ0105 마케팅원론 3

BZ0113 인적자원관리 3

BC0116 SNS와 모바일인터넷 3

BZ0141 회계의 이해 3

AC0152 문화산업론 3

MC0103 대중문화의 이해 3

융합경영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CP0101 상담심리학 3

CP0102 심리학개론 3

CP0103 상담과정 및 기법 3

CP0121 다문화상담과 실제 3

CP0134 상담이론 3

CP0131 이상심리 3

상담심리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SW01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SW0107 사회복지정책론 3

SW0108 사회복지실천론 3

SW0109 사회복지행정론 3

SW0110 사회복지개론 3

SW0124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HA0101 보건학개론 3

HA0102 보건교육학 3

HA0104 보건의사소통 3

HA0107 케어기빙의 기초 3

HA0108 케어기버의 여정: 케어기빙의 도전과 보상 3

HA0112 조사방법론 3

보건행정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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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평생교육학과]

   [실용외국어학과(영어)]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CC0101 보육학개론 3

CC0102 보육과정 3

CC0103 영유아교수방법 3

CC0111 아동건강교육 3

CC0112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CC0127 지능유형별 영재교육 3

아동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AS0101 청소년학개론 3

AS0105 청소년환경 3

AS0109 청소년이해론 3

AS0139 사회학개론 3

AS0143 사회과학통계학 3

AS0152 사회조사방법론 3

청소년상담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ED0101 교육학개론 3

ED0102 교육심리학 3

ED0113 교육정책 및 제도 3

ED0301 평생교육개론 3

ED0305 원격교육활용론 3

ED0306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3

평생교육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PL0405 영작문2 3

PL0409 원어민영어회화1 3

PL0413 미디어영어 3

PL0415 영어청취2 3

PL0418 영어독해 3

PL0426 영작문3 3

실용외국어학과(영어)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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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외국어학과(일본어)]

   [실용외국어학과(중국어)]

   [아동영어학과]

   [한국어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PL0607 일본어독해 3

PL0608 일본어청취연습 3

PL0614 원어민일본어회화2 3

PL0615 일본어작문 3

PL0617 비즈니스일본어 3

PL0624 일본문학과 번역연습 3

실용외국어학과(일본어)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PL0507 중국어3 3

PL0511 중국어독해 3

PL0514 중국어작문 3

PL0516 원어민중국어회화2 3

PL0519 비즈니스중국어 3

PL0522 중국어번역연습 3

실용외국어학과(중국어)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CL0110 영어교재 및 교육과정 3

CL0112 언어습득론 3

CL0127 어린이영어교육 3

PL0414 영어교육의 이해 3

PL0442 영어교수법 3

PL0446 영어교육평가 3

아동영어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KL0105 한국문화론 3

KL0106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3

KL0108 한국어이해교육법 3

KL0109 한국어표현교육법 3

KL0112 한국어문법교육론 3

KL0115 한국어어휘교육법 3

한국어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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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세무·회계학과]

 
2) 복수전공 학위 안내

① 소정의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합니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LA0201 법학입문 3

LA0203 헌법일반이론 3

LA0204 행정법총론 3

LA0205 민법총칙 3

LA0206 민사소송법 I 3

LA0207 형법총론 3

법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TA0106 재무회계 3

TA0114 소득세법 3

TA0116 부가가치세법 3

TA0118 법인세법 3

TA0121 중급회계 3

TA0124 회계학연습 3

세무․회계학과 전공과목 중 7과목(21학점)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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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종로경찰서에서 하차하여 2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시거나 창덕궁 정류장에 하차하여 안국역 2번 출구에서 2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감사원, 고려사이버대학교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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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안내

■ 상담대표번호 : 02-6361-2000

■ 학과별 전화번호

학부 학과 전화번호

창의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02-6361-1861

기계제어공학과 02-6361-1828

소프트웨어공학과 02-6361-1834

정보관리보안학과 02-6361-1869

디자인공학과 02-6361-1867

경영학부

경영학과
02-6361-1832
02-6361-1857

부동산학과 02-6361-1977

융합경영학과 02-6361-1825

휴먼서비스학부

상담심리학과
02-6361-1888
02-6361-1821

사회복지학과
02-6361-1827
02-6361-1858

보건행정학과 02-6361-1862

아동학과 02-6361-1833

청소년상담학과 02-6361-1862

평생교육학과 02-6361-1889

실용외국어학부

실용외국어학과
02-6361-1830(영/일)
02-6361-1811(영)
02-6361-1849(중)

한국어학과 02-6361-1801

아동영어학과 02-6361-1824

법·세무학부
법학과 02-6361-1974

세무·회계학과 02-6361-1868

◎ 교양과정 : 02-6361-1809, 1889, 1833

◎ 사회복지현장실습 : 02-6361-1829

◎ 평생교육실습, 보육실습 : 02-6361-1826

◎ 케어기빙연구소 : 02-636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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