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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집 원서접수기간

2022. 06. 01.(수) 10:00 - 2022. 07. 12.(화) 21:00

2022. 07. 22.(금) 10:00 - 2022. 08. 16.(화) 21:00

2차 모집 원서접수기간

주소   (0244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ㆍ학생처

입학지원센터 https://go.khcu.ac.kr

입학상담 02-959-0000

학부 학과·전공 연락처 팩스

미래·문화·

글로벌 

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2-3299-8641 02-959-0837

AI사이버보안전공 02-3299-8645 02-959-0837

ICT융합콘텐츠전공 02-3299-8631 02-959-0837

산업디자인전공 02-3299-8618 02-959-0837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02-3299-8616 02-959-0837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02-3299-8659 02-3299-8829

공공안전관리전공 02-3299-8678 02-3299-8829

보건의료관리학과 02-3299-8681 02-3299-8899

한방건강관리학과 02-3299-8615 02-3299-8889

후마니타스학과 02-3299-8623 02-3299-8899

NGO사회혁신학과 02-3299-8626 02-3299-8769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2-3299-8621 02-3299-8889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02-3299-8634 02-3299-8889

노인복지전공 02-3299-8686 02-3299-8889

청소년·가족전공 02-3299-8657 02-3299-8889

아동·보육전공 02-3299-8638 02-3299-8889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02-959-0837

일본학과 02-3299-8671 02-3299-8899

중국학과 02-3299-8676 02-3299-8829

미국문화영어학과 02-3299-8666 02-3299-8889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02-3299-8654 02-959-0837

이민·다문화전공 02-3299-8654 02-959-0837

한국어학과 02-3299-8648 02-959-0837

스포츠경영학과 02-3299-8662 02-3299-8829

실용음악학과 02-3299-8643 02-3299-8889

문화예술경영학과 02-3299-8673 02-959-8889

미디어영상홍보학과 02-3299-8674 02-959-8889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02-3299-8651 02-3299-8899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02-3299-8651 02-3299-8899

글로벌경영학과 02-3299-8611 02-3299-8889

세무회계학과 02-3299-8661 02-3299-8566

자산관리학부
금융전공 02-3299-8636 02-3299-8889

부동산전공 02-3299-8683 02-3299-8889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02-3299-8899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02-3299-8656 02-3299-8829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02-3299-1390 02-3299-8829

외식조리경영학과 02-3299-8664 02-959-0837

학부 연락처 팩스

교양학부 교양학부 02-3299-1317 02-3299-8844

입학 · 학과 상담 연락처
2022학년도 2학기

신 · 편입생 모집 안내



70여 년 교육 전통의 경희대학교가 설립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01년 설립되어 
개교 20주년을 맞은 전통 있는 명문 사이버대학입니다.

온·오프라인과 국경을 넘나들며 글로벌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노력은 교육, 교수진, 학생 활동, 학습 프로그램, 동문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래 · 문화 · 
글로벌 
리더십계열 

IT·디자인융합학부   

06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8 AI사이버보안전공

10 ICT융합콘텐츠전공

12 산업디자인전공

14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           

16 재난방재과학전공

18 공공안전관리전공

                          

20 보건의료관리학과

22 한방건강관리학과

24 후마니타스학과

26 NGO사회혁신학과

28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30 사회복지전공

32 노인복지전공

34 청소년·가족전공

36 아동·보육전공

                            

38 상담심리학과

40 일본학과

42 중국학과

44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                          

48 한국어교육전공 

49 이민·다문화전공 

                          

50 한국어학과 

52 스포츠경영학과

54 실용음악학과

56 문화예술경영학과

58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60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62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64 글로벌경영학과

66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부                 

68 금융전공

70 부동산전공

                          

72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74 관광레저경영전공

76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78 외식조리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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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EE CYBER UNIVERSITY

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41 | E-mail | dimul@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은 정보통신망, 컴퓨터 기술 그리고 방송이 통합되는 환경에서의 급격한 정보통신기술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IT 전문 인력으로서의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선도하고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의 기술적 응용을 바탕으로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21세기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4차산업시대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습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리드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융합콘텐츠진화 3 문화콘텐츠코딩 3

이진법의세계 3 인간과디자인 3

디지털소통과표현 3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3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3 차세대4차산업기술의이해 3

2학년 생태문명과기술 3 지속가능한디자인 3

객체지향프로그래밍(C++/C#) 3 빅데이터기획및응용 3

자료구조의이해 3 컴퓨터아키텍쳐 3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3 웹프로그래밍 3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R입문 3 파이썬프로그래밍 3

로보틱엔지니어링&AI 3

알고리즘및문제해결 3

3학년 자바프로그래밍 3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3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3 데이터사이언스개론 3

운영체제 3 아두이노코딩 3

4학년 빅데이터분석및기술 3 모바일통신시스템 3

소프트웨어공학 3 클라우드컴퓨팅 3

컴퓨터네트워크보안 3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베이스보안 3

총계

15과목 45 17과목 51

32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01 졸업 후 진로
ㆍ 코딩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ㆍ 영화와 광고, 방송,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ㆍ 인터넷 관련 ISP 및 응용소프트웨어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업체, 이동통신 업체

ㆍ 졸업자 자신이 창출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ㆍ 일반 및 교육대학원 진학 등

02 관련자격증
ㆍ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ㆍ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ㆍ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데이터분석전문가

ㆍ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ㆍ IT국제공인자격증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뉴미디어+클라우드+디지털 융합”을 기반으로 u-Network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

2.   4차산업시대의 정보통신 기술 패러다임(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 및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IT 인력 양성

3.   유비쿼터스 사회의 요구에 따른 정보통신 및 관련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응용 제품을 생산, 연구, 개발하는 전문 인력양성

4.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를 위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산학협력 실무 위주의 전공 교육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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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EE CYBER UNIVERSITY

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45 | E-mail | security@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AI사이버보안전공은 사물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방어책을 찾기 위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컨설팅, 보안관제요원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가정보보호기반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클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융합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4차산업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부 내 전공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해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동시에 지닌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리드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융합콘텐츠진화 3 문화콘텐츠코딩 3

이진법의세계 3 인간과디자인 3

디지털소통과표현 3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3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3 차세대4차산업기술의이해 3

2학년 생태문명과기술 3 지속가능한디자인 3

자료구조의 이해 3 컴퓨터아키텍쳐 3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3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 3

AI입문 3 로보틱엔지니어링&AI 3

3학년 AI머신러닝 3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3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3 정보보호프로그래밍 3

운영체제 3 AI를활용한정보보호 3

IT거버넌스와정보보호관리체계 3 사물인터넷과기술 3

4학년 지능형소프트웨어 3 정보보호법제도 3

컴퓨터네트워크보안 3 디지털포렌식 3

사이버수사입문 3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베이스보안 3

총계

15과목 45 15과목 45

30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IT·디자인융합학부 AI사이버보안전공

01 졸업 후 진로
ㆍ 정보보호 전문업체, 기업 및 금융 기관의 보안 관리자, 포털 사이트 보안 담당자

ㆍ   정보보호관련 연구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금융보안연구원(FSA) 등

ㆍ 정부 기관 : 국가 정보원, 사이버 수사대, 국방부 등

ㆍ 국가공인인증기관, 정보보호 제품 평가/인증기관

ㆍ 다양한 IT 관련 업체

ㆍ 일반 및 교육대학원 진학

02 관련자격증
ㆍ 정보보호 전문 자격증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CISSP, CISA
ㆍ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 CCNA, CCNP, CCIE
ㆍ IT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MCSA, MCSE, OCP

03 학과(부)·전공 매력
1. AICBM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분야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2. 인공 지능 기술의 기본 사항과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3. 4차산업 분야를 스스로 설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 중심 교육

4. 보안 동향 평가 및 모범사례 인식을 통한 IT 보안 기술 개발 및 위협 대응 중심 교육

0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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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31 | E-mail | convergence@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ICT융합콘텐츠전공은 현대 산업사회의 다변화되는 요구에 따라 통합적 문제해결능력과 디자인 실무역량을 겸비한 공학과 디자인 

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ICT(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비즈니스, 문화,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다학제적 융합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고, 

증강/가상현실 콘텐츠, 홀로그램, 모바일 앱, 게임디자인, 코딩기술 등 ICT·디자인융합 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실무 능력을 배양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리드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융합콘텐츠진화 3 문화콘텐츠코딩 3

이진법의세계 3 인간과디자인 3

디지털소통과표현 3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3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3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3

2학년 생태문명과기술 3 지속가능한디자인 3

AR/VR콘텐츠의이해 3 웹프로그래밍 3

게임학 3 UI/UX디자인 3

아이디어발상 3 인간공학디자인 3

3학년 객체지향프로그래밍(C++/C#) 3 아두이노코딩 3

3D그래픽 3 앱개발 3

게임프로그래밍 3 홀로그램표현기법 3

모션그래픽디자인 3 영상편집 3

4학년 융합캡스톤프로젝트Ⅰ 3 캡스톤프로젝트Ⅱ 3

게임제작 3 환경공간디자인 3

뉴미디어테크놀로지 3 AR/VR콘텐츠제작 3

총계

15과목 45 15과목 45

30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IT·디자인융합학부 ICT융합콘텐츠전공

01 졸업 후 진로
ㆍ SW/앱 개발자 : 게임,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분야 등의 소프트웨어나 앱을 개발

ㆍ 게임, 콘텐츠, 웹 등의 분야에서 개발 기능과 융합된 디자인 업무 수행

ㆍ 기획자 :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업무 수행

ㆍ 벤처창업 :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게임, 인터넷,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창업

ㆍ 차세대 가상산업 융합형 콘텐츠 개발자 : VR/AR, 홀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ㆍ 대학원/유학 : 연구원, 교수, 고급인력으로의 취업 등을 목표로 학업을 계속

02 관련자격증
모바일앱개발전문가(MAP),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융합이 기본이 되는 4차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실천적 인재 양성

2. 공학·디자인·인문·예술 간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3.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새로운 융합 분야를 창조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

4. 스마트 콘텐츠 분야와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친화적인 교육과정 운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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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18 | E-mail | industrial@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새로운 변화를 리드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

21세기는 스마트 지식기반의 정보사회로서 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영역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 디자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디자인전공에서는 첨단 기술과 감성적 예술을 통합한 글로벌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범학문적 지식을 습득케 하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며,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탐구합니다. 또한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제품·생활환경 그리고 공간 

간의 관계를 유기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상호소통 하는 미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합니다.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융합콘텐츠진화 3 문화콘텐츠코딩 3

이진법의세계 3 인간과디자인 3

디지털소통과표현 3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3

디자인의이해 3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3

2학년 생태문명과기술 3 지속가능한디자인 3

기초산업디자인 3 UI/UX디자인 3

색채학 3 모델링 3

3학년 아이디어발상 3 인간공학디자인 3

제품디자인프로세스 3 리빙프로덕트디자인 3

3D그래픽 3 생활속의공공디자인 3

디자인마케팅 3

4학년 제품환경디자인캡스톤프로젝트Ⅰ 3 캡스톤프로젝트Ⅱ 3

인터렉티브프로덕트디자인 3 환경공간디자인 3

총계

13과목 39 12과목 36

25과목

※ 상기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정확한 개설 여부는 수강신청 시 확인바람

3.   21세기 4차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 첨단기술 + 인문학적 소양 기반

의 융합산업 선도형 전문 인력 양성

4. 실험정신과 창조력 함양을 위한 ‘Fast Follower’와 ‘First Mover’를 준비하는 실무형 차세대 디자이너 양성

5. 창조와 혁신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친환경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화 교육과정 운영

6. 매년 해당 관련 전문분야 진출 및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한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IT·디자인융합학부 산업디자인전공

01 졸업 후 진로
제품 디자인, 모바일디자인, 환경제품 디자인, 실내디자인, AI로봇디자인, 드론디자인, 3D프린터 디자인, UX/UI 디자인, 

웨어러블 제품 기획 및 디자인, 정보기기디자인, 운송디자인, 의료 및 산업기기디자인, 가구 및 조명디자인, 공공 디자인,  

생활ㆍ환경(시설물, 공간) 디자인, 레저스포츠 제품디자인, (도시)환경계획, 환경(공공)시설물 분야, 공간코디네이션 분야, 

공간전시기획 및 디자인 분야, VMD, POP디자인 분야, 실내디자인 분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분야, 리빙디자인 분야,  

실내건축회사, 전시산업(Convention Industry)관련회사, 산업공학 관련회사, 휴먼인터랙션 디자인 관련회사, 조선ㆍ 

의료기ㆍ산업장비ㆍ플랜트ㆍ환경ㆍ색채 관련 산업기기 디자인 관련회사, 뉴미디어 및 영상기기 개발 회사, 게임 및 캐릭터  

디바이스 및 제품디자인 개발회사, 공간ㆍ인테리어 코디네이터, 주택관리사, 지역 환경ㆍ공간 컨설턴트, 해당 전공 관련 

부서 공무원, 연구소, 대학원 진학, 관련분야 창업 및 이직 등

02 관련자격증
디자인공무원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 영역 자격증 트랙 운영

ㆍ기술사  제품디자인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조경기술사, 포장기술사 등

ㆍ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3D프린팅개발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도시계획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등

ㆍ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사, 포장기사, 가구설계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인간공학기사 등

ㆍ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탁월한 연구 및 산업체 실무경력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

2.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산업구조 및 소비형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 중심의 융합 커리큘럼 운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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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16 | E-mail | design@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시각적 소통과 예술적 감성!”

현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는 디자인 방법과 그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시각미디어디자인의 중요성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적 변화는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비주얼 

디자인 영역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첨단 미디어테크놀로지와 적극적으로 통합ㆍ상호작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각미디어디자인 전공은 예술적 디자인 감성을 바탕으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융ㆍ복합적 커리큘럼으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 특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시각미디어디자인 전문가는 물론 

기획, 설계, 제작 능력까지 두루 갖춘 창의적인 미래 융합형 전문 디자인 리더를 양성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리드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융합콘텐츠진화 3 문화콘텐츠코딩 3

이진법의세계 3 인간과디자인 3

디지털소통과표현 3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3

디자인의이해 3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3

2학년 생태문명과기술 3 지속가능한디자인 3

색채학 3 현대예술의이해 3

웹디자인기초 3 웹디자인 3

드로잉 3 타이포그래피 3

3학년 3D그래픽 3 생활속의공공디자인 3

편집디자인 3 웹툰제작과표현 3

캐릭터디자인 3 영상편집 3

생활속의공공디자인 3 스토리보딩및스토리텔링 3

디자인마케팅 3 홀로그램표현기법 3

4학년 캡스톤프로젝트Ⅰ 3 캡스톤프로젝트Ⅱ 3

인포그래픽디자인 3 1인미디어크리에이터 3

모션그래픽디자인 3

총계

16과목 48 15과목 45

31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01 졸업 후 진로
ㆍ  창의적인 시각/미디어 디자인 분야 및 미래형 융합 디자인 전문 분야 진출

ㆍ  미디어콘텐츠 디자인을 이용하는 예술가, 영화와 광고,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모바일 등의 콘텐츠 기획, 제작, 

설계 및 디자인 전문가,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가 및 관련 직종의 회사, 창업, 벤처기업, 프리랜서, 대학원 진학 등

ㆍ  유튜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방송국, 프로덕션, 영상편집디자이너, 애니메이터,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영상광고  

디자이너, 비디오 촬영기사, 뮤직비디오 제작자, 기업홍보물 제작자, 영화큐레이터, 웹디자이너, 웹툰개발 및 디자인,  

공연기획사 등 영상문화와 관련된 직업

ㆍ  유학, 석·박사과정에서 학문의 재충전 과정을 통해 학교, 학원 등의 유사 교육기관 진출

02 관련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 디자인 기능사, 게임그래픽 전문가,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영사산업기사, 인쇄기사/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어도비자격증(ACE, ACS, ACA, 

GTQ, ACI)

03 학과(부)·전공 매력
1. 대학 개교와 함께 개설된 최초의 창의융합 디자인전공

2. 창의적 교육역량과 각 디자인 분야별 전문적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

3. 아이디어 발상과 기획·창의적인 디자인·프레젠테이션 스킬 등 탄탄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4.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특화 융합 커리큘럼 운영

5. 매년 해당 관련 전문분야 진출 및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한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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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59 | E-mail | prevention@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재난방재과학전공은 태풍·지진·화재·산업재해와 같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갖춘 

소방·방재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아울러, 화공·전기·가스·위험물 안전 및 작업환경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안전관리 능력

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방재 및 산업안전 두 분야의 통합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며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소방, 방재, 산업안전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21세기형 안전 전문가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소방학개론 3 전기공학개론 3

재난관리론 3 기계공학개론 3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3 산업안전관리론 3

ESG경영개론 3 도시방재론 3

2학년 화재공학 3 위험물안전관리론 3

해외선진방재론 3 인간공학 3

빅히스토리와기후변화 3 북극곰의운명 3

건축방재공학개론 3 경영학원론 3

공법개론 3 ESG혁신경영사례 3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 3

3학년 소방관계법규 3 산업위생학개론 3

소방시설의구조원리 3 소방조직운영론 3

무의식과에코토피아 3 죽음과마음의미래 3

재난과통신망 3 드론의응용 3

4학년 재난과GIS 3 기계안전관리 3

소방전기시설의설계및시공 3 전기안전관리 3

산업환기공학 3 화재모델링과피난시뮬레이션 3

창직브랜드마케팅 3

총계

18과목 54 16과목 48

34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04

01 졸업 후 진로
1. 소방방재분야 : 소방·방재공무원, 소방방재관련기업, 특수재난전문가, 재난대응정책관, 재난안전연구원 등

2. 산업안전분야 : 일반산업체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관리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직공무원 등

3. 4년제 공학사 학위 취득 후 국내외 대학원 진학 및 관련 연구소(화재, 건축방화, 전기안전) 취업

02 관련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소방방재 및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

2. 교과과정 이수 후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소방설비(산업)기사 시험 응시 자격 충족

3. 다양한 현장 실무 활동 경험

4. 전국적 소방방재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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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78 | E-mail | safety@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공공안전관리전공은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겸비하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취업, 창업, 창직 등 전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군 전역 후 성공 리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인재역량 강화를 통한 국방 핵심 인재로 도약!
전직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공 리더로 발전!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국가안보와정보 3 민군관계론 3

경찰학개론 3 산업안전관리론 3

ESG경영개론 3 경영학원론 3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3

2학년 공법개론 3 경비업법 3

빅히스토리와기후변화 3 군경조직행동론 3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 3 군리더십이론과실제 3

ESG혁신경영사례 3

북극곰의운명 3

국제관계론 3

3학년 경호학 3 국방경제와방위산업 3

범죄학 3 군안전관리의실제 3

재난과통신망 3 드론의응용 3

기계경비개론 3 죽음과마음의미래 3

무의식과에코토피아 3

4학년 민간경비론 3 위기관리론 3

사이버국방 3 군사심리학 3

군상담이론과실제 3 군사전략론 3

창직브랜드마케팅 3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및실습 3

총계
16과목 48 17과목 51

33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래인간과학스쿨 공공안전관리전공
04

01 졸업 후 진로
1.   국방 핵심 인재로 도약 

- 군장교, 중견간부, 선임부사관, 특수병과전문기술관, 병영생활상담관 등 

2.   미래 성공 리더로 발전  

- 창업, 창직을 통한 전문 경영인, CEO, 보안/경호업체, 안전, 조직 관리 등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진출

02 관련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창직지도사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사이버대학 최초의 전직 역량 교육

2. 성공하는 리더의 휴먼 네트워크

3. 군역량강화인증, 청년창직역량강화인증 나노디그리 취득

4. 다양한 현장 실무 활동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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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81 | E-mail | public@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경희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관리학과의 학문적 베이스인 경희학원에는 보건의료관리와 관련하여 양대 지적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

다. 의료분야 임상 인프라로서 경희대학교병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있으며, 각각의 병원에는 서양의학 중심의 경희대학병원, 치

의학분야의 치과대학병원, 그리고 한의학 중심의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관리의 학문적 인프라로서 경희대학교 공공대

학원에 의료관리학과와 경영대학원에 의료경영MBA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론과 실제를 모두 겸비한 경희학원의 보

건의료 인프라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지적측면과 실용적 측면에서 튼튼한 지적기반으로서 높은 수준의 학문적 환경과 경쟁력을 지

니고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관리학과는 보건 및 의료분야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이론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관리의 ‘제너럴+스페셜리스트’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공중보건학 3 보건의료행정학 3

미래정부와행정 3 사회심리학 3

보건의사소통 3 경영관리론 3

2학년 조직관리 3 조직관리 3

보건의료법규 3 보건의료법규 3

조사방법론 3 보건교육방법론 3

보건교육학 3 보건의료리더십 3

3학년 보건경제학 3 보건의료와사회복지 3

보건의료인적자원 3 보건의료정보 3

의학용어 3 보건교육실습 3

지역사회보건 3

4학년 보건사업관리 3 노인보건 3

인간발달론 3 건강의료보험학 3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3 병원원무관리 3

총계

14과목 42 13과목 39

27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관리학과

01 졸업 후 진로
보건교육사,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사회복지사, 보건소·병원 등 보건관련 관공서 및 민간기업 취업, 사회복지 관련기

관 취업, 노인요양 관련기관 취업, 보건의료산업 취업, 보건직 (※ 보건직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및 보건교육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 및 사회복지공무원,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

02 관련자격증
보건교육사2·3급, 병원행정사 및 건강보험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위생사, 산림치유지도사2급, 의료기기RA전문가

2급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경희학원의 튼튼한 의료분야 임상 인프라와 학문적 인프라 구축

2. 보건교육사2·3급 자격증(국가자격) 취득 지원

3. 교내 관련학과(사회복지, 상담심리) 교과목 이수 시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취득 가능

4. 보건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위한 맞춤형 교과목

5. 경희학원의 우수한 교수진과 보건관련 실무자들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용중심 교육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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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15 | E-mail | oriental@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인 동시에 극심한 경쟁사회입니다. 불균형한 식생활 때문에 육체적 건강을 챙기기도 어렵고, 경

쟁사회 안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건강을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정신적 피폐를 극복하고 인간 내면의 평화를 조명하며 몸과 정신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상을 올바르게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의 중

요성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보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이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한의학, 약선, 동양사상, 철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융합 학문

을 창조,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병이 일어난 뒤 현상을 치료하는 서양의학과 다르게 병의 근본적인 방법을 찾고 치유·예방하

는 한의학(韓醫學)은 보건 의료적 관점에서 현대인에게 훨씬 가깝게 다가가고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이런 한의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음식을 먹음으로써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약선(藥膳)과정, 약초에 대한 지식 

습득을 통해 약초의 채취부터 재배, 활용까지 연구하는 한약초(韓藥草)과정, 인간을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르치는 마인드·명상(冥想) 과정을 함께 가르칩니다.

본 학과는 국내 최고 한의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희학원으로서 경쟁력있는 최고 수준의 한방건강관리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

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스스로의 삶과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 성찰하며 행동하는 자주적인 인재, 인간의 심신안정에 기여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배양하는 인류애적 인재로 키워내고자 합니다.

한방과 동양철학 융합을 통해 몸과 정신의 
토탈건강을 책임지는 한방건강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약용자원학  3 약용자원학 3

명상학개론  3 명상학개론 3

한의학용어와기초한문  3 한의학개론 3

한방약선이론 3 인체생리학 3

한의학과몸의발견 3 마케팅원론 3

2학년 건강심리학 3 약선동의보감 3

약선동의보감 3 한방양생학 3

식품과영양 3 발효학 3

스트레스입문 3 보건의료법규  3

3학년 약선본초학  3 질병과체질에따른약선식이 3

한방병리학  3 통합명상 3

한방산업과건강  3 약선포제학 3

4학년 한방약선학2  3 약선처방학 3

태극권  3 한방음악치료 3

산림치유학  3 수지요법학 3

총계

15과목 45 15과목 45

30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방건강관리학과
04

01 졸업 후 진로
약선조리전문가, 식이컨설턴트, 건강식품제조업, 한방테라피스트, 요가전문지도자, 명상지도전문가, 약초관리사,  

산림치유사, 스트레스관리전문가, 한방병원 코디네이터, 헬스케어 컨설팅, 대학원 진학

02 관련 학과 인증서
한약초관리사, 한방약선조리사, 통합명상지도사

03 학과(부)·전공 매력
1. 국내 최고 한의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희학원의 노하우가 담긴 교과과정

2. 해당 분야 실무자의 실용 중심 교육

3. 국내 유일 한방과 정신관리를 융합한 학문 교육

4. 풍부한 실습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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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23 | E-mail | humanitas@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후마니타스학(Humanitas Studies)은 국내·외 유일의 ‘인문사회과학’ 전공이며, 인문학(文·史·哲)과 사회과학 전공과목들을 융·복

합적으로 결합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AI·VR시대 대학교육의 핵심은 다양한 학문 분과들 간의 벽을 넘나드  

는 자유로운 융·복합적 접근법을 통해 전대미문의 새로운 창조성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본 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학문  트렌드에 적극 부응하여 풍부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실사구시의 사회과학적 합리성을 겸비하고, 인문

학적 소양, 창의적 마인드, 사회적 실천 의지를 두루 갖춘 실천적 지식인, 21세기적 문화세계 창조에 이바지할 네오르네상스형 인재

육 성에 최적화된 독특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  시 후마니타스학사(BA in Humanitas Studies) 학위를 수여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창의·융합형 인재의 산실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인간은누구인가? 3 인공지능과인간의미래 3

고대인류문명탐험 3 인물로배우는정치학-서양 3

한국의역사,문화,그리고한국인 3 인물로배우는정치학-동양 3

2학년 젠더와세대이해 3 한중일의문화심리학 3

연설문작성과발표기법 3 시민운동의어제와오늘 3

유럽과중동의도시와문화 3 대만과홍콩의사회문화 3

3학년 글로벌폴리틱스 3 전쟁,평화,그리고종교 3

아름다움의과학 3 기후변화와문명의성쇠 3

자본주의와사회주의 3 몸,문화,그리고정체성정치 3

논어맹자중용대학강독 3

4학년 아렌트정치미학 3 대중문화와고급문화 3

미래사회와리더십 3 호모커뮤니쿠스와소통이론 3

4차산업혁명과인류문명 3 북한의변화와한반도의미래 3

총계

13과목 39 12과목 36

25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후마니타스학과

01 졸업 후 진로
언론·출판계의 인문·교양 프로그램 작가 프로듀서 및 진행자, 아나운서, 기자, 뉴스 리포터, 문화평론가, 출판기획, 작가, 

문화예술교육사2급, 독서하브루타 지도사, 하브루타 전문강사, 아동스피치 지도사, 교과서 서술 논술지도사, 인문독서지도

사, 인문학지도사, 숲·강 해설사, 문화재해설사,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민사회·NGO활동가, 시·군·구 의원 및 보좌관 등

02 관련자격증
독서논술 지도사, 독서토론지도사, 독서지도사, 독서하브루타 지도사, 아동스피치 지도사, 교과 서술논술 지도사,  

인문독서 지도사, 인문학 지도사,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기주도학습지도사, 한국사지도사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사학 명문 경희학원의 교육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 실현을 선도하는 자부심 높은 학과

2.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21세기 미래 사회와 삶의 양식에 요구되는 인문학적 소양, 사회과학적  

지식과 현실적 응용능력을 두루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3.   후마니타스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인 “독서토론회” & “후마니타스컬쳐클럽(HCC)” 참여 활동을 통하여 토론역량을 키  

우고 인문학적 소양, 문화감수성, 창의성을 함양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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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26 | E-mail | cyberngo@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NGO사회혁신학과는 경희학원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희사이버대학교 개교와 함께 설립된 NGO학과의 전통을 계승하고 

사회혁신과 기후위기의 극복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학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민주제

도의 수립과 경제 성장 우선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협치 사회, 사회적 합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민

주사회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문명적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한데 모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후위기, 팬데믹 등 문명적 위기를 극복할 혁신적 체제와 사회적 

디자인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NGO사회혁신학과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갈 의욕과 정열을 가진 분들과 함께 연구하

고 함께 토론하는 시민적 혁신의 마당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적 사회혁신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시민지도자의 산실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빅데이터로본한국사회 3 한국사회이슈따라잡기 3

한국의민주주의와시민정치 3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전환문명 3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거버넌스 3 NGO와젠더 3

기후변화와문명사 3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3

2학년 기후변화정책론 3 디지털민주주의 3

디지털사회혁신 3 기후변화글로벌거버넌스 3

빅히스토리와 기후변화 3 CSR과 지속경영론 3

ESG경영개론 3 북극곰의운명 3

3학년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운영론 3 한국의시민사회와NGO 3

블록체인과시민사회 3 ESG기 환경경영 3

공공데이터활용론 3

탄소중립거버넌스 3

4학년 지방자치와참여예산제 3 NGO의조직과운영 3

시민사회와인권의지평 3 ESG혁신경영사례 3

총계

14과목 42 12과목 36

26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NGO사회혁신학과

01 졸업 후 진로
ㆍ  시민운동 :   기후변화, ESG, 여성· 인권, 사회적 경제 등 사회 및 환경정책 분야

ㆍ  취업 : 환경교육 및 환경정책 분야, ESG 경영, 사회혁신센터,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국내·외NGO, 기업의 사회공

헌 팀, 사회복지기관 등 진출

ㆍ  시민정치 :   시·군·구·도의원 출마,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보좌관, 지방행정직 공무원 등

ㆍ  진학 :   국내·외 NGO대학원, 행정대학원, 정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환경대학원 등

02 관련자격증
경희 나노디그리 ESG 리더십 과정 

03 학과(부)·전공 매력
1.   NGO사회혁신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전공에 대한 소양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특강 시리즈’를 개최 

※   KHCU나노디그리 ‘ESG리더십과정’ 신설 - 관련 전공과목 이수 후 인증서 발급

2. 후마니타스 장학제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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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21 | E-mail | moon@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사이버대학은 시간과 공간과 나이의 제약이 없습니다. 공부의 열정만이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이라고 사이버 공간에서 수동적으로 강

의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문예창작학과는 실시간 화상세미나, 오프라인 수업, 다양한 창작동아리 등 역동적이고 즐거운 학습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해 많은 작가와 문화콘텐츠 인재를 배출해온 미디어문예창작과와 함께 꿈에 도전

하세요.

더 나은 삶과 세계를 위한 작가의 꿈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시창작기초 3 시론 3

소설론 3 희곡과드라마작법 3

문화예술사 3 예술사회학 3

2학년 현대작가론 3 웹소설장르소설특강 3

문예교육의이론과실제 3 영화미학과비평 3

한국문학사 3 한국문학사 3

스토리텔링과생각의진화 3 스토리텔링과생각의진화 3

현대시인론 3 현대시인론 3

콘텐츠스토리텔링 3

3학년 논술과독서지도론 3 정신분석이론특강 3

시창작세미나2 3 시창작세미나1 3

문학과문화예술인 3 수필창작의이해와실제 3

소설창작세미나1 3

일본애니메이션의이해 3

4학년 동화창작세미나 3 아동문학창작세미나2 3

시창작연습1 3 시창작연습2 3

영상으로읽는문화콘텐츠 3 소설창작연습1 3

소설창작연습2 3

대중음악의이해 3

총계
16과목 48 17과목 51

33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1 졸업 후 진로
소설가, 드라마작가, 시나리오작가, 문화평론가, 대학원 진학

02 관련자격증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1급)

03 학과(부)·전공 매력
1. 매해 꾸준한 등단자 배출(개교 이래 현재까지 80여명 등단)

2. 실시간 화상세미나 수업 진행

3. 고려대·경희대·중앙대·국민대 등 유명 대학원 진학

4.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 발급 (1급)

5. 시·소설·비평·아동문학·드라마 등 각 분야의 우수 교수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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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34 | E-mail | welfare@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사회복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대처방안을 모

색하고 적용하는 실천학문입니다. 사회복지전공에서는 가족 및 아동,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

제에 대응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지향형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사회복지학개론 3 사회복지학개론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가족과젠더 3 사회복지역사 3

자원봉사론 3

사회문제론 3

2학년 사회복지실천론 3 사회복지실천론 3

사회복지조사론 3 사회복지법제와실천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가족복지론 3 지역사회복지론 3

아동복지론 3 청소년복지론 3

건강가정론 3 정신건강론 3

3학년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행정론 3

가족상담 3 사회복지정책론 3

교정복지론 3 사회복지현장실습 3

국제사회복지론 3 여성복지론 3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복지국가론 3

4학년 사회복지현장실습 3 다문화사회복지 3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사회보장론 3

사례관리론 3 학교사회복지론 3

가족정책론 3

총계
18과목 54 19과목 57

37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01 졸업 후 진로
ㆍ 사회복지사(각종 전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재단, 병원, 학교 등)

ㆍ 건강가정사(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 군, 읍, 면, 동사무소 : 5ㆍ7ㆍ9급)

ㆍ 사회복지기관 설립 및 운영

ㆍ 대학원 진학

ㆍ 연구직 및 기타 관련 분야

02 관련자격증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학교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다문화사회복지전문가(총장명의 수료증)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지역별 우수 사회복지기관 협약 및 체계적인 실습수업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의 우수성

2.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특강ㆍ수어통역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특강 개최

3.   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학교사회복지사·주거복지사 등 다양한 국가·민간자격증 취득 가능

04



32 33

KYUNG HEE CYBER UNIVERSITY

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86 | E-mail | welfare@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노인복지전공에서는 미래고령사회를 선도할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노인복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학문적 이론 및 현장에서 요

구하는 실천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론과 연계한 실습 및 훈련을 강화하여 현장

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실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 고령사회를 선도할 노인복지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사회복지학개론 3 사회복지학개론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노인돌봄복지개론 3

2학년 노인복지론 3 의료사회복지론 3

장애인복지론 3 사회복지실천론 3

노인돌봄기술론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사회복지실천론 3 노인요양보호론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학년 노인작업치료 3 노인간호 3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 노인레크리에이션 3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사회복지정책론 3

사회복지행정론 3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사회복지행정론 3

4학년 호스피스와사회복지 3 노인사례관리론 3

치매노인돌봄 3 고령친화산업의이해 3

시니어재무컨설팅 3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론 3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3 재가복지론 3

총계

15과목 45 16과목 48

31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01 졸업 후 진로
노인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노인복지시설(노인종합복지관, 요양원, 호스피스병원, 데이케어센터, 재가복지센터 등) 취업, 

대학원진학, 연구직 및 관련분야, 노인돌봄복지전문가

02 관련자격증
노인레크리에이션(2급), 노인돌봄복지전문가(총장명의 수료증), 생애설계사전문가(총장명의 수료증),  

호스피스전문가(총장명의 수료증)

03 학과(부)·전공 매력
1. 노인복지 관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특강 및 행사 개최

2. 노인레크리에이션(2급) 자격증 취득 가능

3.   총장명의 수료증 취득 가능 

- 노인돌봄복지전문가 

- 생애설계사전문가 

- 호스피스전문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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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57 | E-mail | welfare@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최근 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성장·발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이 시기에 필요한 교육 및 

신체 발달, 예절 등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는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

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가족 전공은 청소년의 삶의 질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 및 주변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

문적 상담 서비스, 보호 및 위기 개입, 지역사회 기관 연계,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사회복지학개론 3 청소년문화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청소년복지론 3

가족과젠더 3 사회복지학개론 3

자원봉사론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2학년 청소년활동 3 사회복지실천론 3

가족복지론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사회복지실천론 3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부모상담 3

아동복지론 3

장애인복지론 3

3학년 청소년문제와보호 3 청소년지도방법론 3

가족상담 3 청소년심리및상담 3

건강가정론 3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행정론 3

4학년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청소년육성제도론 3

청소년인권과참여 3 가족정책론 3

교정복지론 3 학교사회복지론 3

다문화사회복지 3

총계

17과목 51 15과목 45

32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부 청소년 · 가족전공

01 졸업 후 진로
청소년 지도사, 건강가정사, 대학원진학, 연구직 및 관련분야

02 관련자격증
청소년지도사(2급), 건강가정사, 다문화사회복지전문가(총장명의 수료증), 가족사례관리전문가(총장명의 수료증),  

부모역할교육전문가 (총장명의 수료증)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청소년·가족전공 관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특강 및 행사

2. 2급 청소년 지도사,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 가능

3.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실천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실무경험 획득

04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가족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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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경희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전공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아동보육전문가인 보육교사(2급)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전공에서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아동스토리텔링전문가와 아동중심행동전문가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 취업·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등 최고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스터디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경희 캠퍼

스에서 다양한 축제를 통해 동료, 선후배들과 재미있는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동·보육현장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싶은 여러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동의 행복조건을 만들어가는 아동보육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아동권리와복지* 3 보육과정 3

영유아발달 3 보육학개론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2학년 놀이지도* 3 보육교사론* 3

아동안전관리* 3 언어지도* 3

아동미술* 3 아동문학교육 3

가족복지론 3

3학년 아동수학지도* 3 아동관찰및행동연구* 3

통합교육 3 영유아교수방법론 3

특수교육학개론 3 부모교육론 3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부모상담 3

스토리텔링과생각의진화 3 다문화사회복지 3

아동상담 3

4학년 보육실습 3 보육실습 3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3 개별화교육계획 3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3 언어치료학개론 3

가족상담 3 특수교육측정및평가 3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 3 아동보육취업역량강화 3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3

총계
19과목 57 16과목 48

35과목

* 표시 과목 : 대면교과 (8시간 출석 수업 및 시험 진행,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희망 시 필수 이수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부 아동 · 보육전공

01 졸업 후 진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놀이 치료, 연구원, 대학원 진학

02 관련자격증
보육교사 2급(국가자격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국가자격증), 

아동스토리텔링전문가(총장명의 수료증), 아동중심행동전문가(총장명의 수료증), 

부모역할교육전문가(총장명의 수료증)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지역별 우수기관 협약 및 실습수업 등 체계적인 보육현장실습 운영

2. 아동복지 관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특강 개최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   아동보육전공 국가자격증 

- 보육교사 2급 취득가능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가능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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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28 | E-mail | counseling@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행복한 삶과 인간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이해,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심리학과는 이론과 실

제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신건강 및 상담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ㆍ통합적ㆍ전문적

인 지식과 상담기술 및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사회구현을 선도하는 창의적ㆍ진취적ㆍ건설적인 역량 있는 상담인재를 양성합니

다. 관련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운영은 물론 기초 단계의 상담심리 교육과정과 영역별 심화 및 응용 단계의 교육과정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교육과정을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지도 받아 다양한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전문 상담가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융합적ㆍ통합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휴먼서비스 영역 상담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상담심리학 3 상담심리학 3

심리학개론 3 심리학개론 3

발달심리학 3 이상심리학 3

학습심리학 3

2학년 아동상담 3 노인심리상담 3

가족상담의이해 3 부모상담 3

직업심리학 3 현대인과중독 3

상담윤리 3 성격심리학 3

3학년 집단상담 3 내러티브상담 3

호스피스상담 3 부부상담 3

코칭 3 청소년이해와상담 3

성심리와상담 3 조직관리및인사코칭 3

4학년 상담실습및사례연구 3 상담실습및사례연구 3

심리검사와평가 3 직업상담 3

군경상담의실제 3 음악치료 3

놀이치료 3 미술치료 3

총계

15과목 45 16과목 48

31 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학과
04

01 졸업 후 진로
ㆍ  전문상담기관 :   아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부부상담센터, 가족상담센터, 코칭센터, 노인상담센터,  

치매상담센터,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성폭력상담기관, 중독상담센터 등

ㆍ 일반기업 : 기업부설 상담소, 직업상담소, 기업연수원, 컨설팅회사 등

ㆍ 교육기관 :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센터 등

ㆍ 사회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ㆍ 의료기관 : 정신보건센터, 호스피스, 병ㆍ의원 등

ㆍ 공공기관 : 국방부, 경찰청 등

ㆍ 심리치료센터 :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야기치료, 드라마심리치료센터 등

ㆍ 대학원 진학 : 상담ㆍ심리 대학원, 사회복지 대학원 등

02 관련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내러티브상담사, 전문코치자격증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정신건강 및 상담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상담가 양성

2. 가족상담·교육상담·복지상담·기업상담·의료상담·군경상담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커리큘럼

3. 청소년상담사ㆍ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관련 교과목 운영



40 41

KYUNG HEE CYBER UNIVERSITY

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71 | E-mail | japan@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일본학과는 일본전문가(일본어·일본문화및일본비즈니스·콘텐츠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2003년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물

적·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련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일본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학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기초일본어1 3 기초일본어1 3

일본학개론-한국인의일본관 3 일본학개론-한국인의일본관 3

일본역사의이해 3 기초일본어2 3

일본의기업이야기 3 일본의기업이야기 3

2학년 일본대중문화의이해 3 중급일본어1 3

중급일본어2 3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1 3

일본어문법 3 한일관계론 3

일본문화의이해 3

3학년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2 3 일본어의세계 3

일본의문화와전통 3 일본어와자격시험1(JPT) 3

일본애니메이션의이해 3 일본어한자의이해 3

일본경제의이해 3

4학년 일본어통번역연습 3 비즈니스일본어 3

일본어와자격시험2(JLPT) 3 일본사회의이해 3

현대일본특강 3

총계

14과목 42 13과목 39

27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본학과

01 졸업 후 진로
일본계 기업 취업, 통·번역가, 관광가이드, 국내 및 일본대학원 진학 등

02 관련자격증
JLPT, JPT, SJPT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매년 방학기간 중 일본대학 내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2. 일본현지답사 및 탐방 프로그램 실시

3. 일본대학과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실시

4. 원어민이 진행하는 일본어캠프 및 카페 운영(온·오프라인)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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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76 | E-mail | china@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 사건은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국학과는 중국의 과

거,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진정한 중국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중국어학습의 기초 위에 중국학 및 중국경제&비즈

니스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국전문가 배양!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중국어회화1(공통) 3 중국어회화1(공통) 3

중국어회화2(공통) 3 중국어회화2(공통) 3

중국의역사와인물 3 중국의문화지리 3

2학년 중국어회화3(공통) 3 중국어회화3(공통) 3

용어로풀어보는중국 3 중국어문법작문 3

중국문화의이해 3 중국의정치와지도자 3

중국의영화와대중문화 3 중국의문화산업과문화정책 3

중국경제의이해 3 한중일의문화심리학 3

3학년 중국어통·번역테크닉 3 미디어·매체중국어 3

관광·여행중국어 3 의료·미용중국어 3

현대중국사회의이해 3 대만과홍콩의사회문화 3

중국경제와환율전쟁 3 중국과미래산업 3

논어맹자중용대학강독 3

4학년 新HSK분석·전략 3 실무비즈니스중국어 3

뉴스로배우는중국어 3 한중관계의변화와이슈 3

총계

15과목 45 14과목 42

29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과목은 학년과 상관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중국학과

01 졸업 후 진로
1. 교육계 : 중등학교 정교사(중국어), 중국학·중국어학 교수, 중국어학원강사 등

2. 번역ㆍ통역 : 번역가, 통역가, 한중MC 등

3. 무역ㆍ해외영업 : 국내기업 해외업무, 해외영업원, 무역금융사무원 등

4. 관광ㆍ항공 : 항공승무원, 여행사무원, 유학원/어학원 사무원, 호텔지배인 등

02 관련자격증
新HSK, TSC/OPIC(말하기테스트), BCT(비즈니스중국어테스트),  

ITT(비즈니스통번역자격증) 등 중국어 능력 시험 응시가능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중국어는 물론 중국의 문화, 비즈니스 감각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과정

2. 매년 1회 중국 현지 문화 탐방 시행

3. 다양한 프로그램 및 스터디 모임을 통한 이론과 실무 연계

4. 선후배 및 동문, 교수진과의 오프라인 활동 활성화

5. 교수진 및 학우들의 우수한 논문과 보고서 모음집 <중국문화> 발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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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66 | E-mail | english@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미국문화영어학과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콘텐츠와 영어학습을 결합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온라인교육의 특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교수법과 학습법을 결합하여 학습자가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지식탐구를 할 수 있도

록 안내합니다. 본 학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과과정을 통하여 세계시민과 소통하는 지구적 민주시민

의 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합니다.

영어는 기본! 국제적 시각 갖춘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Basic English 3 실용영문법 3

영화와미국사회의이해 3 영어독해와작문: 심화 3

영어독해와작문: 기초 3 Cross-CulturalCommunications 3

브로드웨이뮤지컬로배우는영어 3

2학년 미국문화의이해 3 미국문화의이해 3

미국드라마생활영어1 3 미국드라마생활영어2 3

Global English 3 Global English 3

American Expression 3

3학년 미국사로배우는영어1 3 미국사로배우는영어2 3

뉴스청취로익히는미국영어 3 미국소설로배우는영어 3

원어민회화1 3 원어민회화2 3

다인종다문화사회미국 3 미국영화로영어문장익히기 3

4학년 미국과세계 3 미국의여성과가족 3

인공지능영어학습 3 미국비즈니스영어 3

총계

14과목 42 12과목 36

26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국문화영어학과

01 졸업 후 진로
영어교육 종사자, 각 기업 및 언론, 단체의 미국문화 전문가, 문화 관련 통ㆍ번역가, 대학원 진학 및 유학

02 관련자격증
TOEIC,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TOEFL, IELTS, TEPS, OPIC 등

외국어능력인증시험, 번역능력인정시험(TCT), ITT(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 관광통역안내사

03 학과(부)·전공 매력
1. 미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과정

2. 미국·캐나다·아시아 등 세계 각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학과

3. 원어민 영어캠프, 원어민 스터디, 통번역 스터디, 전문가 특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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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54 | E-mail | korean@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과정 안내

한국어문화학부

전공 한국어교육 이민·다문화

공통
한국어교육개론(1-1)

한국어교수방법론(1-2)

한국어어문규범(2-2)

한국문화와타문화의비교(2-1)

사회언어학(3-2)

국제개발협력의이해(2-1)

국제개발협력의이슈(4-1)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언어학개론 언어학개론 해외동포사회이해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학개론 국제지역학입문 아시아사회의이해

한국의현대문화 한국어교수방법론

한국민속의이해

다문화시대의한국사회

2학년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문규범 국제개발협력의이해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표준화법 국적법의이해 이민법제론

한국문화와타문화의비교 한국어교육과정론 국제이주와노동정책 이주노동자상담과실제

한국의음식문화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의복식문화

3학년 한국어의미론 사회언어학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 국제이주와사회통합

외국어습득론 대조언어학 이민정책론 국제인권법

한국어교재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 현장한국어교육

한국의고전문학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

한국역사의이해

한국미술의이해

4학년 한국어교육현장실습 한국어교육현장실습 국제개발협력의이슈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한국어평가론 멀티미디어활용한국어교육 지역사회와사회통합 국경관리와체류의이해

아동청소년대상한국어교육 한국음악의이해

특수목적한국어교육 한국어수업세미나

한국의건축문화

총계 18과목 23과목 9과목 9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사이버대학 최초로 설립된 한국어문화학과가 

다문화사회전문가 및 ODA 전문가 배출의 목적을 더하여 한국어문화학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한국어문화학부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한국어 교원의 배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문화 교과목을 통해 한국문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슈로 단기 및 장기 이민이 늘어나면서 국내외 다문

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어문화학부에서는 이민·다문화사회 전문가, ODA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민·다문화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한국어 교원, 한국 문화 전문가 배출
다문화 사회 전문가, ODA 전문가 양성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문화학부

지구촌과 함께하는 한국어문화교육

한국어 교원, 한국 문화 전문가 양성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다문화 사회, 국제협력 사회를 준비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ODA전문가 양성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ODA 일반 자격증

한국어교육전공 이민·다문화전공

문화적 포용력이 높은 한국어 교육 전문 | 한국어 • 한국문화 이해력 높은 다문화사회전문가



48

KYUNG HEE CYBER UNIVERSITY KYUNG HEE CYBER UNIVERSITY

이민·다문화전공은 다문화사회 및 ODA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어문화학부에 전공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법무부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에 맞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국제협력 시대를 

맞아 ODA 일반 자격증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ODA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소통하는 이민·다문화전공
 다문화 사회, 국제협력 시대를 준비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ODA전문가 양성!

01 졸업 후 진로
1.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 이해 과정 담당 강사

2.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3. 한국사회,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자

4. 이민통합지원센터의 이민·다문화 및 사회통합 업무 담당자

5. 다문화가정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 강사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강사 및 직원

7. 유치원·초·중·고·대학생·일반인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

8.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업무 담당자 및 해외 파견자

9. 관련 학과 대학원 진학

02 관련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ODA 일반 자격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03 학과(부)·전공 매력
1. 한국어 교육 전공과의 시너지 창출

2. 세계 60여 개국의 재학생과 졸업생 네트워크

3. 전문가 특강, 한누리교육현장 이야기, 학술문화제 등 다양한 오프라인 학습 기회

4. 지역별 스터디, 동아리 등 활발한 학생 자치 활동

5. 국제개발협력 기관을 통한 다양한 해외 파견 경험 기회

6.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국내외 봉사 활동

한국어문화학부 이민·다문화전공

49

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사이버대학 최초로 설립된 한국어문화학과의 교육 철학을 이어갑

니다.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어 교원 자격 요건에 맞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국내외 현장의 요

구에 부합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사이버대학교에서 유일하게 개설,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 관련 석사과정인 글로벌한국

학 전공과 연계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합니다.

지구촌과 함께하는 한국어문화교육
글로벌 시대 한국어 교원, 한국 문화 전문가 양성!

01 졸업 후 진로
1.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의 강사

2.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

3. 한국어 및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자,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4.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학 사업 담당자

5.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과정 담당 강사

6.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예비학교 강사 및 직원

8. 관련 학과 대학원 진학

02 관련자격증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ODA 일반 자격증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사이버대학 중 최초 한국어 교육 전공 학과, 사이버대 대학원 내 유일한 한국학 전공 개설

2. 세계 60여 개국의 재학생과 졸업생 네트워크

3. 다양하고 차별화된 한국 문화 교육과정 운영

4. 전문가 특강, 한누리교육현장 이야기, 한국어교육실습 워크숍, 학술문화제 등 다양한 오프라인 학습 기회

5. 지역별 스터디, 동아리 등 활발한 학생 자치 활동

6. 경희사이버대 한국어센터, 경희대 국제교육원의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 진행

7. 다양한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 탐방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싱가포르, 캄보디아 등 해외 한국어교육기관 실습)

8. 한국어교육현장의 요구에 밀접한 신규교과목의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교육 제공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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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48 | E-mail | ikorean@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대학한국어기초회화 3 대학한국어회화1 3

대학한국어기초듣기 3 대학한국어청취1 3

대학한국어기초문법 3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1 3

대학한국어기초읽기 3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1 3

대학한국어기초쓰기 3

2학년 대학한국어회화2 3 대학한국어회화3 3

대학한국어청취2 3 대학한국어청취3 3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2 3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3 3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2 3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3 3

공인한국어능력시험1 3 공인한국어능력시험1

K-POP한국어 3 드라마·예능한국어 3

3학년 한국의일상문화와언어 3 학문적읽기2 3

학문적읽기1 3 학문적쓰기2 3

학문적쓰기1 3 외식·조리한국어 3

비즈니스한국어1 3 무역실무한국어 3

대학강의와학술어휘 3 비즈니스한국어2 3

4학년 한국어프레젠테이션 3 관광·항공한국어 3

공인한국어능력시험2 3

총계
18과목 54 16과목 48

34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학과

한국어학과는 한국어·한국문화에 능통한 외국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사이버대학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

을 갖춘 외국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인재, 국내외 기업 및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호텔, 관광, 외식, 경영, 실용음악 등의 전공 분야와 연

계하여 실용적 지식과 융합적 지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시대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재 양성
학업 역량, 취업 실무 역량 강화

01 졸업 후 진로
1. 한국 및 자국의 글로벌기업 취업

2. 복수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3. 다문화 강사,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

4. 기업, 호텔,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국어 통역 및 번역 실무 담당

5. 실용음악, 문화예술경영 등 대중문화 산업에 종사

6. 관련 전공의 대학원 진학

02 관련자격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1~6급 취득

한국어문화학과 복수 전공 이수 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한국어문화학과 부전공 이수 시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취득

03 학과(부)·전공 매력
1. 한국어 교육으로 유명한 ‘경희’의 체계적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2. 교수자 - 학습자 간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

3.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 및 튜터의 학습 지원

4. 한국 4년제 대학의 정규 학사 학위 취득

5. 흥미로운 한국 언어·문화 캠프

04



52 53

KYUNG HEE CYBER UNIVERSITY

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62 | E-mail | sportsmng@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21세기 스포츠 분야는 미디어 가치 개발, 고부가 가치 창출, 생산적 국민복지 등의 스포츠 비즈니스 가치가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 스포츠 발전과 국민 스포츠 참여율의 급증으로 스포츠 마케팅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영 관

리사 및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영학과는 시대적 변화의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지식기반 정보화 시

대에 걸맞은 스포츠 사업의 전문 경영 인력과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풍부한 인프라와 교수진으로 스

포츠 분야 국내 최고 위치에 있는 경희학원의 역량에 더해 스포츠산업, 경영까지 아우르는 통섭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식 기반 스포츠 산업을 이끌어갑니다.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스포츠산업경영론 3 스포츠산업경영론 3

스포츠윤리 3 스포츠관광론 3

스포츠관광론 3 운동생리학 3

한국체육사 3

2학년 스포츠마케팅론 3 스포츠마케팅론 3

스포츠사회학 3 운동역학 3

해양스포츠및응급처치 3 동계스포츠및운동상해 3

골프 3 골프2 3

3학년 스포츠심리학 3 스포츠심리학 3

체육측정평가 3 운동처방 3

병태생리학 3 스포츠시설론 3

4학년 스포츠교육학 3 운동상해 3

기능해부학 3 스포츠영양학 3

체육지도자 자격증 세미나(Ⅰ) 3 운동부하검사 3

총계

13과목 39 14과목 42

27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경영학과

01 졸업 후 진로
스포츠지도자,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전문기자, 연구원, 체육공무원, 운동처방사, 스포츠센터 코칭 및 운영자, 편입 및  

대학원 진학

02 관련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

03 학과(부)·전공 매력
1. 국내외 최고 스포츠경영 교수진 및 경희대 체육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2. 스포츠경영 기반의 융복합 교과목으로 미래형 스포츠경영 인재 양성

3. 스포츠경영관리사·생활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등 자격증 맞춤형 교육과정

4. 국내외 스포츠시설 탐방·인턴십·특강 등 실무능력 강화 위환 프로그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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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43 | E-mail | musicstar@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실용음악학과는 서양고전음악, 동양전통음악, 대중음악, Jazz를 결합, ‘21세기 신음악’을 창조한다는 커다란 이

념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음악의 대중성ㆍ실용성을 강조하며 또한 이를 위해 진취적이고 자유로우며 도전적인 음악

적 실험을 교과목 및 학과, 그리고 학과 내 동아리 운영에 중심을 둡니다.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준전문적인 소양과 학습 경험은 물

론, 음악과 관련된 제반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관심,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세계에 대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실험정신 뿐만 아니라 강

도 높은 학습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 등을 갖출 수 있습니다.

21세기 신음악 즐겨라! 도전하라! 창조하라!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피아노클래스 3 피아노클래스 3

음악의기초 3 음악의기초 3

실용음악작곡기초 3 실용음악작곡기초 3

전공실기1(음악창작과음악저작권) 3 문화예술교육개론 3

시창청음 3

2학년 홈레코딩기법 3 전공실기4(컴퓨터사보법) 3

블루스클래스 3 리듬클래스 3

대중음악의역사 3

3학년 화성법 3 전공실기6(유럽음악기법) 3

전공실기5(실용음악편곡법) 3 실용음악작곡법 3

실전작곡과편곡 3 재즈즉흥연주기법 3

무대조명과극장기술 3 실전베이스연주법 3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3 음악교수학습방법 3

4학년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3 화성분석 3

전공실기7(보컬편곡법) 3

K뮤직비지니스 3

대중음악의이해 3

총계
13과목 39 16과목 48

29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용음악학과

01 졸업 후 진로
ㆍ음악제작업 :   A&R맨, 레코딩 프로듀서(레코딩 디렉터), 레코딩 엔지니어, PA(Public Address), 뮤직비디오 디렉터,  

음반 제작자

ㆍ음악 미디어 전문직 :   쇼 프로듀서, 음악FM프로듀서, 라디오 DJ, 방송작가, 음악전문 기자, 평론가, 칼럼니스트,  

사운드 디자이너, 광고음악 코디네이터, 음향 엔지니어, 음악매니지먼트 회사원

ㆍ크리에이터 :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연주가, 뮤지컬 배우, 가수, 클럽 DJ, 뮤직 테라피스트(Music Therapist),  

매니퓨레이터(Manipulater)

ㆍ교육 :   교수, 음악학원, 음악치료, 문화예술사, 대학원 진학 및 유학

02 학과(부)·전공 매력
1. 교수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탄탄한 이론을 담은 체계적 커리큘럼을 통한 전문음악인 양성 교육

2. 프로패셔널 뮤지션의 특강, 마스터클래스 제공(코로나 상황 종료 시)

3. 외부 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견학 및 특강 제공

4.   실용음악학과 스터디(기초화성학, 리듬트레이닝, 작곡) 동아리: 조규찬 학과장이 재학생 지원자들을 직접 맞춤형으로 

지도(코로나 상황 종료 시)

5.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창작음원 제작 및 발매: 재학생 지원자 선발, 녹음과 발매 전 과정 예산 학과지원, 조규찬 학과

장(학과 교수진 협업) 직접 지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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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73 | E-mail | artculture@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오늘날 문화예술은 순수 창작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문화산업의 콘텐츠로서 뚜렷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

다. 특히 문화예술의 창작 분야는 물론 향유방식과 계층에 있어서도 새로운 차원의 질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예술욕구를 선도하기 위해 문화예술경영학과는 급변하는 문화의 

시대에 발맞춰 공연, 전시, 기획, 유통 등의 문화산업에 첨단의 경영원리를 접목하여 문화예술경영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 예술가다!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문화예술사 3 예술사회학 3

예술사회학 3 문화예술사 3

예술세계의이해 3 문화예술홍보와재원조성 3

경영학원론 3 문화예술교육개론 3

마케팅원론 3

2학년 박물관/미술관학개론 3 현대미술관연구 3

공연예술기획론 3 전시기획론 3

대중문화와미디어 3 지역문화정책론 3

미국문화의이해 3

3학년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3 지역문화예술기획 3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 3 지역예술공간탐방 3

K-공연예술의세계 3 사운드엔지니어링 3

무대조명과극장기술 3 공연예술과종교 3

4학년 생활예술론 3 K뮤직비즈니스 3

문화정책과예술현장 3 대중음악의이해 3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3 현대미술읽기 3

총계

14과목 42 16과목 48

30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학과

01 졸업 후 진로
문화예술기획자, 문화비평가, 학예연구원, 예술행정가, 공연 및 이벤트 기획자, 공연단체 경영, 기초/광역문화재단 및 국공

립 문화 정책기관 실무자, 지역문화매개자, 생활예술매개자, 문화콘텐츠 상품 설계 및 기획자, 정책전문가, 대학원 진학 등

02 관련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무대예술전문인

03 학과(부)·전공 매력
1.   글로벌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갈 전문 예술경영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  

문화예술의 전반적 이해부터 현장의 경영지식까지 

2.   시대의 흐름에 맞는 트랙과 교과목 개발 : “K-ART트랙”, <생활예술론>,  <문화정책과예술현장>, <K-공연예술의세계>,  

<현대미술읽기>

3.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네트워킹

4.   현장밀착형 학과 특성화 사업 : 전시, 공연, 축제의 기획 및 홍보

5.   다양한 스터디 모임 : 전람학개론, 강예사, 문화’s talking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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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영상홍보학과는 날로 커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및 영상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홍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교육수요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반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최신 IT 트렌드에 대한 심층있는이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온라인 광고 및 홍보 시장에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

력을 갖춘 실용적ㆍ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디지털미디어시대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사람을 이해하는 미디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재

미디어영상홍보학과

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74 | E-mail | mcmail@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대중문화와미디어 3 정보사회의쟁점 3

디지털미디어의이해 3 문화콘텐츠개론 3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3

2학년 SNS의이해 3 디지털마케팅 3

PR과캠페인 3 콘텐츠스토리텔링 3

미디어윤리와미디어리터러시 3 커뮤니케이션론 3

3학년 영상제작실무 3 모바일과사회변동 3

미디어와여론 3 온라인홍보전략 3

광고의이해 3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 3

4학년 미디어플랫폼비즈니스전략 3 디지털방송의현재와미래 3

영상으로읽는문화콘텐츠 3 방송스피치 3

SF영화와인공지능로봇 3 크리에이티브광고전략 3

데이터커뮤니케이션 3 미디어콘텐츠비즈니스 3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3

총계

13과목 39 13과목 39

26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03

01 졸업 후 진로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영상 기획 및 제작, 뉴미디어 창업,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사, 미디어 기업, IT기업, 언론,  

문화산업, 광고, PR, NGO 미디어 운영, 비영리기관 온라인 홍보, 공공기관 홍보업무 및 대학원 진학 등

02 학과(부)·전공 매력
1. 2013 교육부 선취업-후 진학 특성화 학과 선정

2. 디지털미디어ㆍ온라인 홍보 분야 미래형 전문 인재 ‘테크놀로지+비즈니스+콘텐츠’ 교육

3. 기술, 인문, 경영 등 다학제간 융합 교육

4. 미디어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의 교강사진

5. 모바일/영상/미디어 관련 미래형 전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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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51 | E-mail | marketing@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마케팅ㆍ지속경영리더십전공은 마케팅 및 리더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경영학 지식

뿐만 아니라 마케팅 및 리더십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현업 성과 개선과 미래 변화 대비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마케팅과 리더십 전문가로의 도약!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경영학원론 3 경영학원론 3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3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3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3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3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3 경제학원론 3

2학년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분석 3 무역학개론 3

조직행동론 3 마케팅조사방법 3

재무관리 3 소비자행동과마케팅심리 3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 3

3학년 뷰티패션산업의이해 3 영업관리 3

프랜차이즈마케팅 3 리더십과기업경영 3

인사관리                   3 빅데이터마케팅 3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 3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3

뷰티패션소비자의이해 3 온라인·소셜마케팅 3

뷰티패션마케팅전략 3

4학년 비즈니스협상론 3 소매유통경영 3

창직브랜드마케팅 3 CSR과지속경영론 3

고객관계관리              3 혁신과전략경영 3

뷰티패션디지털마케팅 3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및실습 3

뷰티패션스타일테크    3

   글로벌무역실무 3

총계
17과목 51 19과목 57

36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 · 지속경영리더십전공

01 졸업 후 진로
마케터, 광고 및 홍보 에이전트, 경영 컨설팅, 무역회사, 기업 CEO, 매장관리 전문가, 경영 교육 전문가, 유통 관리 전문

가, 리더십교육 전문가, 고객서비스(CS) 전문가, 대학원 진학

02 관련자격증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브랜드관리사, 경영진단사, 마케팅조사분석사, 홍보광고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소비자전문

상담사, 컨벤션기획사, 물류관리사, 가맹거래사, 유통관리사, 컨벤션기획사, 소기업마케팅지도사

03 학과(부)·전공 매력
1. 마케팅 전문가의 산실 -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교육과정

2. 성공하는 리더의 휴먼네트워크 - 다양한 업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동문들과의 네트워크

3. 탁월한 성공사례를 만드는 학과 - 매년 재취업, 승진, 창업, 진학 등 성공사례 배출

4. 높은 대학원 진학률 - 경영관련 학과 중 최다 진학율

5. 전문 센터 운영을 통한 실무 전문가 역량 개발

6. 해외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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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51 | E-mail | marketing@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뷰티·패션마케팅 전공은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뷰티·패션 관련 창업과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미적 감각을 개

발하고, 뷰티·패션 산업과 마케팅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며,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여 뷰티·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마

케팅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K-뷰티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뷰티·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마케팅 전문가 양성 
K-뷰티의 리더로 성장!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경영학원론 3 경영학원론 3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3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3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3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3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3 경제학원론 3

2학년 조직행동론 3 무역학개론 3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분석 3 마케팅조사방법 3

재무관리 3 소비자행동과마케팅심리 3

청년창직 아이디어개발론 3

3학년 뷰티패션산업의이해 3 영업관리 3

색채학 3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 3

뷰티패션소비자의이해 3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3

인사관리                   3 뷰티패션마케팅전략 3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  3 뷰티패션코디네이션 3

     온라인·소셜마케팅 3

4학년 뷰티패션머쳔다이징     3 소매유통경영 3

뷰티패션디지털마케팅  3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및실습 3

창직브랜드마케팅              3 글로벌무역실무 3

뷰티패션스타일테크          3

        뷰티패션매장관리론 3

총계
16과목 48 18과목 54

34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뷰티 · 패션산업마케팅전공

01 졸업 후 진로
1.   뷰티패션 산업 분야 : 화장품, 헤어, 네일, 의류, 액세서리 등 관련 기업

2. 뷰티패션 마케팅 분야 : 마케팅 매니저, 브랜드아티스트, MD, VMD 등

3. 아티스트 분야 : 메이크업디자이너, 패션스타일리스트, 헤어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등

4. 크리에이터 분야 : 뷰티패션크리에이터, 온라인마케터, 뷰티패션웹서비스기획자 등

5. 교육 분야 : 대학원 진학, 기업교육강사, 이미지메이킹전문가 등

02 관련자격증
뷰티스타일리스트, 샵마스터, 컬러리스트,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미용사, 경영지도사, 브랜드관리사,  

마케팅조사분석사, 홍보광고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유통사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뷰티패션마케팅 전문가의 산실 -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교육과정

2. 성공하는 리더의 휴먼네트워크 -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동문들과의 네트워크

3. 탁월한 성공사례를 만드는 학과 - 매년 재취업, 승진, 창업, 진학 등 성공사례 배출

4. 전문 센터 운영을 통한 실무 전문가 역량 개발

5. 해외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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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11 | E-mail | mis@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글로벌경영학과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초경영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글로벌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경영 환경과의 교류로 기업의 합리적 운영 및 전략경영을 이끌어내고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

다.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 경영사례 교육을 통해 글로벌경영학과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학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세계무대를 향해 뛸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능숙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글로벌경영학과에 서는 우수

한 교수진과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대 중 최초로 ‘글로벌경영’을 학과명으로 사용하며 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결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전문경영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이며 전문화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현실적인 비즈니스 문제의 창의적 해결 능력과 혁신적인 국제 감각을 소유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 미래 경영 ‘열린 리더’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경영관리론 3 경영관리론 3

마케팅원론 3 마케팅원론 3

운영관리 3 경영통계 3

생활속의세금 3 회계의첫걸음 3

2학년 신상품개발론 3 인적자원관리 3

서비스경영 3 경영과사회 3

노사관계론 3 조직관리 3

리더십과변화관리 3

3학년 싱글이코노미시대의소비자 3 싱글이코노미시대의소비자 3

마케팅포지셔닝 3 품질경영 3

물류관리 3 국제경영 3

재무관리 3 브랜드관리론 3

유통관리 3

소비자행동론 3

4학년 그린경영 3 환경-IT경영사례 3

지식경영 3 CRM/SCM 3

판매촉진관리 3 전략마케팅 3

경영특강 3 경제학원론 3

경력관리론 3

총계
17과목 51 17과목 51

34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경영학과

01 졸업 후 진로
각종 연구소, 금융 기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경영컨설팅 회사, 다국적기업, 병원, 정부부서 등 다양한 분야 진출 및  

대학원 진학, 경영관련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혁신, 컨설턴트, 비서, 전략분석 전문가, 인사/노무전문가로서 사회에 진출

02 관련자격증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사회조사분석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판매관리사, 아웃소싱지도자 2ㆍ3급, 경영진단사,  

소비자 상담사, 소비자재무설계사, 직업상담사

03 학과(부)·전공 매력
1.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교육을 통해 글로벌경영에 대한 넓은 시야와 안목 배양

2. 이론뿐 아니라 실무경험까지 갖춘 우수 교수진

3. 매년 해외기업 탐방을 통한 선진 경영 노하우 함양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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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61 | E-mail | dta@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세무회계학과는 국내 최초의 세무 및 회계 관련학과로 전체 사이버대학 세무회계학과 커리큘럼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무ㆍ회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적 접근을 병행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약을 

맺어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의 조화!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회계의첫걸음 3 회계의첫걸음 3

회계원리 3 회계원리 3

경영통계 3 경영통계 3

생활속의세금 3 조세법의이해 3

2학년 중급재무회계1 3 중급재무회계2 3

전산회계 3 소득세회계 3

회사법 3 간접지방세 3

상속증여세 3 정부·비영리회계 3

경영과사회 3

3학년 원가회계 3 창업과세무관리 3

법인세회계1 3 관리회계 3

고급회계 3 법인세회계2 3

기업진단 3 재정학 3

재무관리 3 경영분석 3

경제학원론 3

4학년 회계감사 3 회계학이론 3

회계실무적용사례 3 세무실무적용사례 3

경영관리론 3 부동산조세론 3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3 마케팅원론 3

부동산학원론 3 글로벌경제의이해 3

총계
18과목 54 20과목 60

38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학과

01 졸업 후 진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대학원 진학

02 관련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7ㆍ9 급, 관세사, 감정평가사, 재경관리사, 보험계리사, IFRS관리사,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ㆍ2급, 회계관리 1ㆍ2급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한국세무사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협약 등 실무에서 인정받는 학과

2. 세무청ㆍ세무서 등 국세공무원, 세무사 등 현직 종사자들이 입학하는 학과

3. 1인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세무사ㆍ회계사를 비롯한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커리큘럼 구성

4. 세무ㆍ회계 관련 경진대회 지원 및 자격증 취득 대비 특강 진행

5. 오프라인 행사 및 스터디 모임 통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6. 학과 특성화 국내 및 해외 탐방 프로그램 운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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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36 | E-mail | fortune@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ㆍ 국내 최초로 금융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금융 전문가 양성의 요람

ㆍ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학문적 기반을 제공

ㆍ 저명한 교강사들의 탄탄한 강의로 실무적이며 실용적인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Total Life Care”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재무관리 3 재무관리 3

경제학원론 3 경제학원론 3

자산관리원론 3 자산관리원론 3

은퇴자산설계 3 은퇴자산설계 3

투자명저읽기 3 금융상품시장론 3

부동산학원론 3 부동산투자론 3

2학년 글로벌경제의이해 3 글로벌경제의이해 3

증권시장론 3 투자론 3

부동산공법 3 글로벌경영환경 3

부동산시장정책론 3 부동산마케팅론 3

생활속의세금 3 부동산사법 3

3학년 투자행동심리 3 보험설계론 3

글로벌투자의이해 3 글로벌금융시장론 3

금융관계법 3 부동산개발컨설팅 3

부동산평가론 3

4학년 빅데이터투자분석 3 파생상품시장론 3

채권시장론 3 핀테크실무 3

경영학원론 3 소자본창식과금융전략 3

경영관리론 3 경영통계 3

회계의첫걸음 3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3

총계
19과목 57 20과목 60

39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학부 금융전공

01 졸업 후 진로
ㆍ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으로 다양한 전문분야로 진출 가능 

 -   관련직종 : 은행, 보험 및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금융 전문가,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금융 자산관리 전문가, 대학원 진학 등

ㆍ 중장년층 은퇴 후 창업 및 제2의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

02 관련자격증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재무설계사(FP), S-MAT(주식운용능력평가), 금융공인재무분석사

(CFA), 금융투자분석사(CRA), 보험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외환관리사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자산관리학부 내 금융전공, 부동산전공 심화과정 운영  

- 재학생은 동시 전공 가능한 교육시스템

2. AFPK 자격인증 공식 교육기관

3.   금융전문가과정 운영 

- AFPK 전문가과정 운영 : 자산관리전문가과정 수료증 부여 

- S-MAT(주식운용능력평가) 자격증과정 운영 : S-MAT 전문가과정 수료증 부여

4. 자산관리학부만의 다양한 특별장학제도

5. 종합 자산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6.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학위와 자격증을 한번에!

7. 금융 관련분야의 넓은 인적 네트워크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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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83 | E-mail | realestate@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ㆍ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부동산 관리 시스템과 부동산관리 서비스 교육의 장

ㆍ 인구구조변화와 녹색환경을 중시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실용학문으로서 심화되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구축

ㆍ 학문적 이론과 산업현장의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는 저명한 교강사 강의체계 완성

“Total Life Care” 부동산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부동산학원론 3 부동산투자론 3

경제학원론 3 재무관리 3

자산관리원론 3 글로벌경제의이해 3

은퇴자산설계 3 자산관리원론 3

은퇴자산설계 3

2학년 부동산공법 3 부동산사법 3

부동산시장정책론 3 부동산마케팅론 3

부동산평가론 3 글로벌경영환경 3

생활속의세금 3

3학년 재건축재개발실무론 3 주택관리행정론 3

주택관리기술론 3 부동산조세론 3

주거복지정책론 3 부동산상권분석론 3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실천론 3

노인돌봄복지개론 3

4학년 미래도시계획론 3 부동산개발컨설팅 3

부동산공시론 3 부동산거래론 3

부동산조사실무론 3 부동산경매실무 3

회계의첫걸음 3 회계원리 3

총계
16과목 48 17과목 51

33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학부 부동산전공

01 졸업 후 진로
ㆍ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으로 다양한 전문분야로 진출 가능 

   관련직종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주거복지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컨설팅 회사 등 부동산 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부동산관리 전문가, 대학원 진학 등

ㆍ 중장년층 은퇴 후 창업 및 제2의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

02 관련자격증
공인중개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임대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자산관리학부 내 금융전공, 부동산전공 심화과정 운영  

- 재학생은 동시 전공 가능한 교육시스템

2. 주거복지사(국토교통부 제2016-2호) 자격증 취득 위한 사전이수과목 교과목 편성

3.   부동산세무전문가과정 운영 

- 부동산전공과 세무회계학과 협동과정 운영 

- 부동산세무전문가과정 수료증 부여

4. 자산관리학부만의 다양한 특별장학제도

5. 종합 자산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6.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학위와 자격증을 한번에!

7. 부동산 관련분야의 넓은 인적 네트워크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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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EE CYBER UNIVERSITY

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46 | E-mail | hotel@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호텔ㆍ레스토랑경영학과는 21세기 유망 산업인 환대(Hospitality)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합니다. 현장 실무와 학문적 기반을 두루 

갖춘 다양한 전공의 전임 교원과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훌륭한 교수진,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전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풍부한 실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추구하는 환대 산업 전문가 (Hospitality Specialist)로서의 

꿈을 이루는 데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사회에 진출한 2500명의 선배와 500명에 달하는 재학생들과 함께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개설된 호텔외식MBA는 학부와 석사 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열망을 더욱 심도 깊게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텔리어ㆍ외식 전문가 양성의 요람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호텔경영론 3 호텔경영론 3

경영학개론 3 호텔관광서비스론 3

관광학원론 3 호텔프론트객실실무 3

레스토랑사업경영론 3

2학년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 3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 3

서비스산업경영 3 서비스산업경영 3

호텔회계원리 3 고객서비스마케팅 3

푸드체인시스템의 이해 3 급식경영론 3

세계식문화의이해 3

3학년 CRM & CS Leader 3 외식서비스위생학 3

와인과소믈리에의이해 3 호텔현장학습 3

컨벤션산업론 3 외식창업과상권분석 3

이벤트기획론 3 외식프랜차이즈산업의이해 3

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의이해 3 푸드코디네이트 3

한식과식재료 3

4학년 세계문화와관광사 3 관광법규 3

카페레스토랑창업론 3 티블렌딩의이해 3

제과제빵론 3 호텔레스토랑경영 3

외식기업경영사례연구 3 서양조리실무 3

총계
18과목 54 17과목 51

35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텔 · 레스토랑경영학과

01 졸업 후 진로
국내·외 호텔, 외식업체, 호텔 관광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소, 호텔 및 레스토랑창업, 대학원진학, 교수 등

02 관련자격증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커피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컨벤션기획사, 국제전시기획사

03 학과(부)·전공 매력
1. 1975년 경희호텔전문대학으로부터 이어진 명문의 전통

2. 호텔·외식·서비스·창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학과

3. 국내·외 유명 호텔 등 현장 학습&전문가 특강

4. 호텔 및 외식 관련 석사 과정인 호텔외식MBA 전공 운영

5. 호텔·외식 산업과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교육과 대응능력 제공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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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경영전공은 최고의 본교 교수진과 함께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진 및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관광레저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21세기는 소득증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여가의 

시대입니다.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관광전문 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산업의 리더를, 현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레저실습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한 수많은 졸업생과 연계하여 관광 및 레저산업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情 & FUN’ 즐겁게 일하며 공부합니다.

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56 | E-mail | tourism@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관광학개론 3 관광학개론 3

레저산업경영론 3 레저산업경영론 3

관광한국지리 3

국제문화의이해 3

2학년 관광개발론 3 관광자원론 3

관광소비자행동론 3 여행사경영론 3

관광인적자원관리 3 지상레저실무및실습 3

관광정책론 3

3학년 관광세계지리 3 관광서비스경영 3

해양·항공레저실무및실습 3 관광마케팅 3

웰리스관광 3 관광콘텐츠기획과개발 3

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 3 리더십과기업경영 3

관광빅데이터분석과활용 3 항공운송사업론 3

4학년 리조트개발및경영 3 관광법규론 3

문화관광론 3 관광이벤트기획및경영 3

관광상품개발전략 3 관광조사방법론 3

스마트관광 3

서비스산업경영 3

총계

15과목 45 16과목 48

31과목

※ 상기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정확한 개설 여부는 수강신청시 확인바랍니다.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01 졸업 후 진로
여행사, 컨벤션,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체 취업 및 운영, 관광숙박업 창업 및 취업, 관광분야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행정요원, 리조트 취업, 스포츠센터 창업 및 지도자, 기업체 상품기획, 마케팅 부서, 온라인/오프라인 대학원 진학으

로 관광연구소, 대학 등 학계 진출

02 관련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해외여행전문 인솔자(T/C), 컨벤션기획사(1, 2급),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동력수상조정면허, 윈드서핑 

지도자, 스쿠버다이빙 인스트럭터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국내·외 관광지 답사 및 문화탐방 등 다양한 현장실습 시행으로 관광시장 및 산업 이해

2. 다양한 고급 레저실습 및 라이센스 취득(승마, 스쿠버다이빙, 레저용경비행기, 스키 등)으로 여가활동 및 취·창업

3. 오프라인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4. 1:1 개별 면담을 통한 진로 상담 및 학생 개별 지도

5. 관광·레저산업에 종사할 졸업생들을 통한 취·창업 지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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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1390 | E-mail | tourismair@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감각과 세련된 매너, 서비스 마인드를 습득해 21세기 

신 성장 동력인 항공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항공·공항 서비스 인재를 육성합니다. 항공사 객실 승무원 및 지상 승무원을 양성하기 위

하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등 풍부한 경력의 교수진이 직접 강의와 특강을 담당하면서 취업과 일체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 설립 후 20여 년간 축적한 경희만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와 더불어, 오프라인 대면 교육, 

취업 역량 강화 특성화 교육이 혼합된 선진화된 교육시스템, 대학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은 서비스업계 전 분야에서 활약할 글

로벌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항공전문가로 거듭나는 전공’
즐겁게 일하며 공부합니다.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항공업무론 3 항공업무론 3

항공기내서비스실무 3 항공기내서비스실무 3

관광학개론 3 레저산업경영론 3

국제문화의이해 3

2학년 항공예약시스템(CRS) 3 공항운송경영론 3

관광소비자행동론 3 공항여객운송실무 3

항공운항과안전 3 여행사경영론 3

3학년 항공사취업과인사관리 3 항공취항지연구 3

항공법해설 3 항공운송사업론 3

항공커뮤니케이션 3 항공실무영어 3

관광세계지리 3 관광서비스경영 3

해양항공레저실무및실습 3 지상레저실무및실습 3

4학년 면접이미지메이킹&스타일링 3 해외공항·항공사취업전략 3

항공영어인터뷰 3 항공사면접 3

리조트개발및경영 3 항공특화세미나 3

항공실무일본어 3 관광자원론 3

총계

15과목 45 16과목 48

31과목

※ 상기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정확한 개설 여부는 수강신청시 확인바랍니다.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항공 · 공항서비스경영전공

01 졸업 후 진로
항공사 객실 승무원 및 지상직 직원, 공항 지상 서비스직 취업, 국제 크루즈선 승무원, 각종 기업체 비서직, 온라인/오프

라인 대학원 진학으로 항공서비스 교육자로 성장

02 관련자격증
CRS(항공예약발권시스템), SMAT(서비스경영자격증), 항공서비스실무능력자격증, CS Leaders(관리사)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기내서비스 및 공항 실무 수료 프로그램

2. 실시간 항공 예약·발권 시스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3. 항공사 출신 교수진이 지도하는 스터디를 통한 항공사 지상직 및 객실승무원 취업교육

4. 이미지 메이킹, 스타일링 실무 교육

5. 항공사 면접 실습 프로그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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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과 상담 (교육과정/자격증/수강신청/수업관련/학사/졸업후 진로 등) | Tel | 02-3299-8664 | E-mail | vam7@khcu.ac.kr
ㆍ 입학 상담 (입학문의/입시장학/입학서류제출/산업체위탁교육 등) | Tel | 02-959-0000 | Fax | 02-3299-8769

외식조리경영학과는 외식 및 조리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며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지향합니다.

외식산업 푸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교육 과정을 통해 농ㆍ축ㆍ수산 생산 현장에서부터 유통ㆍ가공ㆍ조리ㆍ메뉴개발ㆍ경영 현장까지 외

식 및 관련 산업 전 분야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 학문과 충분한 사례연구 및 실무 중심

의 교육을 통해 경영 마인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와 외식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Farm to Table’, 외식산업푸드시스템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1학년 Hospitality고객행동의이해 3 Hospitality고객행동의이해 3

외식경영개론 3 외식조리경영전략 3

관광학개론 3

2학년 외식산업마케팅 3 외식산업마케팅 3

푸드체인시스템의이해 3 커피하우스창업론 3

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 3 세계식문화의이해 3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 3 Hospitality서비스경영 3

급식경영론 3

3학년 프랜차이즈마케팅 3 푸드코디네이트 3

외식산업브랜드관리 3 외식산업과법규 3

한식과식재료 3 중식조리실무 3

외식창업실무 3 한식조리실무 3

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의이해 3 커피바리스타매장실무 3

와인과소믈리에의이해 3 외식서비스위생학 3

유통관리 3

4학년 외식고객관계관리 3 외식산업전시및기획 3

제과제빵론 3 서양조리실무 3

외식기업경영사례연구 3 파티쉐실무 3

3 외식산업커뮤니케이션 3

총계
15과목 45 19과목 57

34과목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식조리경영학과

01 졸업 후 진로
ㆍ   외식산업체, 산업체급식, 식품제조업체, 식품유통업체, 위탁급식전문업체 등 취업 및 창업

ㆍ   외식/급식관련 언론정보업체, 급식행정기관, 외식벤처산업체, 호텔 식음료 부서 등 취업 및 창업

ㆍ   전문 레스토랑 창업 및 운영

ㆍ   외식 업체 창업 및 경영 컨설턴트

ㆍ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공기업 취업·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수대학 유학, 전문 연구기관 취업 및 

관련분야 연구직 및 교수직 진출

02 관련자격증
조리기능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장, 제빵·제과 기능사/기능장, 푸드코디네이터,  

바리스타자격증, 외식경영관리사, 마케팅분석전문가, 베이커리위생관리사, 유통관리사, 식음료관리사, 식품기사 등

03 학과(부)·전공 매력
1. 외식·조리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관련 행사 및 대회 참가를 통한 외식조리경영 전문가 양성

2. 산업체와의 협력·외부인사 초청특강·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지원

3. SPC그룹 MOU (SPC기업대학 입학추천, 위탁교육, 식품과학대학 학점교류, 나노디그리과정 개설 등)

4. 우수 실무경력 교원 확보 멘토링(Mentoring)제 도입

5. 대학원 진학 지원으로 높은 대학원 진학률

6. ‘커피바리스타매장실무(2학기)’ 과목 수강을 통하여 국가인증 민간자격증인 바리스타 자격 취득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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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EE CYBER UNIVERSITY 교양선택 과목 안내 (졸업이수요건 : 18학점 이수)

구분 영역 개설과목

배분

이수

교과

생명, 몸, 공생체계 한의학과몸의발견

자연, 우주, 물질, 기술 기후변화와문명사 | 모두를위한물리학 | 인공지능과우리의삶

의미, 상징, 공감

나를찾아가는명시여행 | 문학에서세상을만나다 | 신들의여행-실크로드위에새겨

진예술 | 한국어의어원과유래 : 우리말의뿌리를찾아서 | 예술,정신분석과만나다 | 

생활속심리학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

창업과경영관리이해 | 지구를식히는상상력-기후변화뛰어넘기 | 100세시대생애설

계 | 경제뉴스에서경제를배우다 | 미래형인재를위한자기개발과리더십 | 경력관리

와취업전략 | 대학생을위한실용금융 | 메타버스,,가상경제의길을열다 | 블록체인,

금융혁신을꿈꾸다

평화, 비폭력,  

윤리, 문명

도시메타플래닝-우리도시이야기 | 포스트코로나시대의전환문명 | 한국근현대철

학의거장들 | 현대인의생활법률 | 문화콘텐츠와저작권

역사, 문화, 소통

서양미술의역사와감상 | 세상을바꾼한국사 | 여행을통한인간삶의가치증진 | 영화

에서시대를읽다 | 현대국제사회의이해 | 한국전통식문화이해 | 와인과맥주,카페이

야기 | 메타버스,예술을혁신하다

논리, 분석, 수량세계 생활과회계 | OA배우기-파워포인트와엑셀

자유

이수

교과

자유 이수 영역

시사영어-뉴스로공부하는영어 | 초급어휘와영문법 | 초급영어작문 | 영화영어 |  

AI시대의컴퓨터적사고 | 예술디자인과사상력 | 일본어 | 문화와함께배우는중국어 

| 메타버스콘텐츠영어

사회적 수요 반영 영역 전쟁과문명 | 국가와나

※ 별도 표기 외의 과목은 3학점 

※ 교육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경희 학원의 기치 아래 대학의 가치와 역할을 깨닫고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이 

사회와 인류 문명에 지고 있는 책임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지식에 갇히지 않고 가

깝게는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의 미래에 대해 폭넓게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에 교양 교육 과정의 역할은 필

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는 교양 교육 과정 학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희인을 키워내도록 인문학에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진취성 건설적 협동

교양 교육 과정

01 교양교육의 목표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는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이라는 경희 정신에 입각한, 창의적이고 진취적

이며 건설적 협동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02

※ 글쓰기2 (1학점) 과목은 자유롭게 추가 수강 가능

2. 문명의역사와철학1 (구,인간의가치탐색) (3학점)

3. 지구시민의꿈-전환의시대, 상생의길(구,지구의꿈 : 미래로가는길) (3학점)

글쓰기1: 강원국의글쓰기기초 (2학점)

글쓰기2: 실용적글쓰기 (1학점) 

or 글쓰기2: 논리적글쓰기 (1학점)

or 글쓰기2: 스토리텔링글쓰기 (1학점)

+

교양필수 과목 안내 (졸업이수요건 : 9학점 이수)

1. 글쓰기는 1과 2로 구성. 2는 세 과목 중 하나만 수강하면 졸업이수요건 충족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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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입학하고 싶습니다. 수능점수가 필요한가요?

A1.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을 가진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기소개(80%)와 인성검

사(20%) 두 가지로 신ㆍ편입생을 뽑습니다. 수능 점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년에 두 차례

(12~2월, 6~8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Q2. 입학금과 등록금이 궁금합니다.

A2.   입학금은 99,000원이며 모든 내국인(재외국민, 외국인, 보훈대상자 제외. 단, 보훈장학 입학금 기수혜자 중 

자비납부 해야하는 자는 포함)은 입학금 감축 대응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어 실납부액은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나 외국인, 보훈대상자는 입학금 감축 대응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99,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1학점당 8만원입니다. 한학기 18학점을 수강한다면 약 144만원 입니다. 오프라인 대학교 대비 1/3수

준입니다.

Q3. 사이버대학과 오프라인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A3.   수업과 시험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4년제 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학식, MT, 체육대회, 축제를 비롯한 학교 행사는 경희대학교 캠퍼스에

서 진행됩니다.

Q4. 제가 전공관련 기초지식이 부족한데요, 전공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A4.   기초적인 과목부터 단계별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좌를 미리 체험하실 수

도 있습니다. 또 학과 스터디 모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Q7. 장학금 유형을 알고 싶습니다.

A7.   다양한 입시장학과 생활장학, 그리고 성적장학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실제 신편입생(2021-2학기 기준)  

99%가 장학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go.khcu.ac.kr와 입학

팀 02)959-0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6. 조기 졸업 가능한가요?

A6.   140학점 이상 이수하고,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하면 3년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포함 1년에 총 48학

점 수강할 수 있으므로, 최대 1년까지 학위 수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Q5.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협력기관 리스트
KYUNG HEE UNIVERSITY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