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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십시오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버대학교 설립 

•2004년 종합대학교 체제 구축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전 영역 ‘최우수’ 평가 

•2009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 (4년제 정규 학사학위 수여기관) 

•2011년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설립 

•삼성, 서울시 등 170여 개 기업 및 공공기관과 위탁교육협약 체결 

•현재 6개 학부 19개 학과 개설 

•졸업생 약 11,000여 명, 재학생 약 12,000여 명 

✽‘사이버대학’은 컴퓨터 및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에서 강의와 학습활동, 제반 학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학사 및 석사 학위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대학 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추구하며 세계적 온라인 명문 대학의 전범을 일궈 온 

경희사이버대학교가 평등과 공존, 배려와 나눔의 지구공동체를 위해 

소통과 화합의 학문세계를 이뤄 나갑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내일의 대학’을 생각합니다 

대학이 직업양성소로 변해버린 시대에 ‘대학은 무엇이고 어떤 학생을 키워야 하는가?’ , ‘대학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대학의 진정성을 고민하고 세대와 국가를 초월한 지식의 실천, 대학다운 

미래대학이라는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통해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새로운 

교양교육의 패러다임을 열어 재학생은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하고, 세계를 향한 글로벌 

교육을 실현해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은 ‘더 큰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  본 <경희가 열어가는 미래대학> 내용은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 ‘경희-UNAI 국제회의 기조연설’, ‘개교 10주년 기념사’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점증하는 불황의 조짐과 생존의 무게,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우리 삶의 조건, 개인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짜인 대학교육 체계, 그리고 흔들리는 대학의 신뢰성과 정체성… 누구나 느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자 자화상입니다. 

대학이 개인의 생존과 안위영달에 치중하며 이웃의 고통과 소외를 외면하는 교육에 몰두할 때, 대학의 존재는 위축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과 대학의 미래는 경쟁과 성취의 외길에 놓이게 됩니다. 드류 파우스트 하버드대학교 총장은 현대 대학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긴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풀길 원합니다. 개인적 성취와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적 현안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학은 이를 위해 지식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등교육은 

더 큰 문제, ‘세계를 통찰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근원적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 졸업식사 중) 

개인의 영달과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의 본원적 필요입니다. 대학은 물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만이 다가 아닙니다. 대학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발전과 사적성취,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공동 善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깃든 학문적 탁월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지구는 바로 그런 노력과 함께 탄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을 넘어 궁핍과 풍요, 소외와 포용, 고통과 연민의 

간극을 좁혀가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학문탐구, 열린 세계와의 대화를 주선하며, ‘성찰적 인간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인류와 지구를 위한 학문적 실천, 창조적 봉사가 더욱 견고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경희-UNAI 국제회의 기조연설 중) 

우리 대학은 설립 초 평생교육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기관으로 출범했

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의 체계적인 결합으로, 무한한 학문의 미래를 열어가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탁월한 

개인을 양성하고,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지향하며, 더 나은 학술기관의 새 모습을 열어가자는 포부를 학내 외에 선포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대와 설립정신을 같이 합니다. 미래가치를 공유합니다. 교수, 학생, 교과목 교류도 매우 활발합니다. 

양교는 이를 통해 더욱 강화된 교류, 협력의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큰 시너지’ , ‘더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희의 미래는 그래서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의 미래를 아우릅니다. 대학과 인류의 미래를 마주합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란 

교시를 공유하는 두 대학의 동반성장.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만들 “학문과 평화”의 세계. 이 세계가 우리 경희인, 경희가족 

모두가 함께 열어가야 할 미래일 것입니다. 

(개교 10주년 총장 기념사 중) 

총장  조  인  원 

지금은 ‘더 큰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21세기 대학의 새로운 역할은 

공익과 지구현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하버드대 드류 파우스트 총장 -

“대학의 역할은 차분한 자세로 진실을 추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해를 촉진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키워가는 것이다.” 
- 프린스턴대 존 아이켄베리 석좌교수 – 

“대학은 단순히 졸업장을 받기 위한 곳이 아니다.  

현재 미국 내 대학교육의 고민의 초점은 

졸업장 자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의 질로의 전환이다.” 

- 뉴욕대학교 리차드 아럼 사회학과 교수 -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교육의 기회가 상실된 채 소외된 사람들…  

세상엔 우리가 함께 돌봐야 할 문제들이 많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더 큰 시야로 더 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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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_ Transversity 2020

대학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인류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미래대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설립정신으로 한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온라인 기반의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대학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평생 삶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일궈 온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나온 10년을 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합니다. 

✽비전 Transversity2020의 의미 : 온·오프라인의 창조적 융합으로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미래대학  

대학다운 대학의 기본을 다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학과 사회, 지역과 지구를 창조적으로 

아우르면서 지속가능한 문명을 추구하는 것이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설립정신을 같이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학문의 미래를 여는 

대학’ ,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대학’을 향해 함께 도약합니다. 

앞으로 ‘대학’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한 ‘내일의 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미래대학의 원형을 만들어 

개방강좌를 통한 교양내용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지리적 공간을 

초월한 쌍방향 화상강의 등으로 용인, 뉴욕, 파리, 동경, 북경에서 

교육·연구·실천하는 미래대학으로 거듭나 지구촌캠퍼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래보다 더 빨리 오는 미래,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멀리 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미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창조적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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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with UN 
인류평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경희가 만들어갑니다

1982년 이후 매년 Peace BAR Festival 개최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World Civic Forum 2009 개최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경희-UNAI 국제회의’ 개최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가 

곧 경희의 미래입니다

세계평화의 날이 제정된 1982년부터 매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Peace BAR Festival)’를 

개최해 온 경희는 2009년 5월 시민교육을 위한 세계 최초의 행사로 평가 받는 세계시민포럼(WCF)과 세계

시민청년포럼(WCYF)를 창립하였으며, 국제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UN 및 국제기구에 파견·활동하는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평화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2011년 5월에는 유네스코 석좌기관(UNESCO Chair)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9월 15일에는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Give Peace Another Chance)’를 주제로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경희-UNAI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뉴욕 UN

본부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시간 여 동안 동시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과 미래대학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협력방안을 나눴습니다. 

교육의 힘, 지성의 힘을 통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새 세계, 새 마음을 열어가자는 UNAI의 설립 취지에 

맞춰 후마니타스 칼리지 설립,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출범, 실천인문학 프로그램, 의료봉사 등 교육 

·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는 경희의 모습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UN본부와 경희대 평화의 전당을 실시간으로 연결한 쌍방향 화상회의로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되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뛰어난 영상시스템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세계평화의�날 : 세계평화의 날은 1981년 11월 30일 모든 국가와 국민이 평화의 이상을 기리고, UN 회원국, UN 산하 모든 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 단체를 포함해 

모든 국민과 개인이 ‘교육적 수단’을 통해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 경희의 발의로 제정, 선포되었습니다.  

•�Peace�BAR�Festival : 세계평화의 날이 제정된 1982년부터 경희대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Peace BAR Festival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

으로 풍요로우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Humanly Rewarding)” 지구공동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세계시민의 학술·문화의 축제입니다. 

•�세계시민포럼2009 : 2009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시민포럼 2009>는 경희와 UN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시민교육을 위한 세계 최초의 행사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현안들을 각 단체와 정부기관, 언론, 교육 및 연구기관이 참여해 논의하는 국제포럼입니다.

•�UN�Academic�Impact�(UNAI) : UNAI는 2010년 11월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반기문 사무총장 주도로 설립된 UN 산하 기구

입니다. ‘2011 경희-UNAI 국제회의’ 는 UNAI가 세계평화의 날 취지를 실행에 옮기는 첫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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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의 

강의를 들으며 

지구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세계적 우수교수 초빙, 

에미넌트·인터내셔널 스칼라 제도 도입으로 

강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문적 교류를 실천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세계적 우수교수를 초빙 하고자 에미넌트 스칼라(Eminent Scholar, E·S)·인터

내셔널 스칼라(International Scholar, I·S) 제도를 도입해 재학생들에게 세계적 석학의 강의를 제공합

니다. 이 제도는 대학의 교육 탁월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와 세계화, 장기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의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학문적 교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좌·석학교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학자를 

석좌교수로 모시며, 탁월한 연구업적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인사를 석학교수로 선임해 

학문적 수월성을 높여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미넌트�스칼라�Eminent�Scholar�: 세계적 실천가 또는 해당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의 해외학자로서 대학운영 

기조를 완성하거나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미래지향적 학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임용된 교수 

•�인터내셔널�스칼라�International�Scholar : 연구능력이 탁월한 해외학자로서 대학의 연구 성과 증진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임용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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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s College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세계적 수준의 교양교육

경희대학교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교양대학 

후마니타스(Humanitas)는 라틴어로 ‘이상적 인간’이라는 뜻으로,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 나라의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을 조화시키며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적 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양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 봄학기부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대학교의 교양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

(Humanitas College)와 연계해 세계적 수준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활용

하고 있습니다. 

‘교양 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깊어야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넓어야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찰하는 인간, 실천하는 인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없다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다큐멘터리 프라임 (2011. 5)>에서 경희

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양교육을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21세기 대학의 모델로 비중 있게 소개한 바 있듯이, 교양교육은 

나와 이웃, 세계를 성찰하는 한 차원 높은 배움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하는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이 되십시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만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구성

중핵교과

Core Courses

자유이수교과

Electives

배분이수교과

Distributional
Requirements

기초교과

Required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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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지구적 실천은 

경희의 오랜 전통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역적·지구적 사회공헌을 실천해 온 경희는 2010년 

9월 경희학원 전체 차원의 봉사활동을 기획, 추진하는 경희지구사회

봉사단(GSC)을 결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본격화하였습니다. 경희는 

GSC를 통해 대학 사회공헌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며 억압과 갈등, 기아와 

질병, 기후 변화, 에너지와 식량, 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 받는 인류사회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지구적 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Global Service Corps)은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지향하는 동시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과 지구사회에 기여하는 거교적 사회공헌 

기구입니다. GSC의 핵심 사업은 사회공헌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공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내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는 업무도 병행합

니다. 2011년 3월에는 일본 동북부 지역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단을 조직하고 전 구성원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에 앞서 1월에는 아프리카 케냐 빈민촌 아동을 위해 ‘지라니 아트스쿨’ 

건립을 위한 공연과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경희 의료기관이 주축이 된 국제봉사는 1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열린 교육’의 실천, OCW(Open Course Ware) 운영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시작된 OCW는 대학의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20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교육자원 공유운동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08년 3월 OCW컨소시엄에 가입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팟에 우리 대학교육 채널을 오픈해 문화, 

교양, 인문,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교육강좌를 무료로 제공하여 사회공헌 및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Learning Korean’  / 해외봉사활동 

경희의 해외봉사활동은 주로 해외 현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제작된 한국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Learning Korean’은 교수자와 관리자, 

학습자가 전용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베트남 하노이대를 

시작으로 몽골 울란바토르대, 필리핀 4개 대학연합, 중국 북경공업대학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05년부터 매년 몽골, 베트남, 태국 등 현지에서 학교주변 농구장 

설치, 양로원 방문 봉사활동, 학교 보수 공사 등의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등 소외된 이웃 돕기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우리 대학은 교수진을 비롯해 학생들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학과의 단체실습, 

동아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제23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으로 실시한 

‘2007 경희 Volunteer Fair’에서 자원봉사 동아리 우수사례로 선정된 ‘두리두리’는 ‘그룹홈 제도’를 진행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 최초 장애학생지원 센터 설립

2009년 3월 사이버대학 최초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고등교육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내설명회 및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 학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아이디어, TED×Hongreung 개최 

TED는 1984년 ‘퍼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라는 슬로건 아래 기술, 엔터테인

먼트, 디자인 등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고 받은 데서 시작한 비영리단체의 활동입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정신으로 하는 경희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세상과 함께 나누자는 목적 아래 2011년 10월 

첫 번째, 2012년 6월 두 번째 TED×를 개최하였습니다. TED행사는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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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의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대학다운 대학
63년 경희대학교의 전통 위에

사이버대학교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사이버대학교의 한계를 넘어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오늘의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 예술과 과학기술이 서로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과 문명을 창출하는 ‘디지로그 시대’입니다. 

창조는 지식이 아닌 깨어있는 열정에서 시작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지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창조와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 교육의 수월성, 연구의 탁월성을 기반으로 학술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 사이버대학부문 대상!

KS-SQI 사이버대학부문 1위!  

K-BPI 사이버대학부문 1위!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사이버대학교입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대한민국 대표 순수 민간 경영컨설팅 회사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공과 민간 양대 기관 및 언론 매체에서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선정된 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교의 명문은 ‘경희’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교의 명문이 미래의 ‘명문’대학입니다. 

2012 소비자의 선택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중앙일보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후원하는 ‘소비자의 선택’에서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사이버대학 부문 첫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교양교육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출범, 세계 우수교수 초빙 프로그램 도입, 국내 최대 규모의 HD 멀티스튜디오 구축 등과 같은 

차별화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차별화 브랜드 관리’평가 부문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국내최고 명문 사이버대학임을 다시금 인정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2012년 한 해 동안 ‘참 좋은 브랜드 대상,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 ‘한국품질혁신 우수

기업 선정’ ,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까지 5관왕을 달성하며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이름을 빛

냈습니다.   

2011 한국서비스품질지수 (KS-SQI)
사이버대학부문 1위 (한국표준협회) 

KS, ISO인증 등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한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사이버대학부문 1위에 선정되어 또 한번 명문대학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 평가는 

고객들에게 직접 만족도를 조사해 평가한 것으로 신뢰성, 서비스, 친절성, 적극지원성 등 모든 

평가부분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교육의 책임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학술기관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2011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사이버대학부문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표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사이버대학 부문에서 2009년에 이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인지도, 충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 상은 남다른 교육

철학, 우수 콘텐츠 제작, 유연성 있는 학습 환경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이뤄 낸 결과입니다. 

2011 올해의 브랜드 대상  
사이버대학부문 1위 -3년 연속 수상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 해 동안 각 분야의 대표 브랜드의 위치를 지켜온 우리나라 No.1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으로 2007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사이버대학교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2007 교과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전 영역 최우수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처음 실시한 원격대학 종합평가에서 17개 사이버대 가운데 전 영역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계획, 수업, 인적자원, 물적자원, 경영 및 행정, 교육성과 6개 

부분 영역에서 누구보다 앞선 교육환경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이름을 당당히 빛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빛나는 수상 

KYUNG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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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문대

건국대 이정민(자산관리학과)

경희대 권해숙(세무회계학과), 김선엽(공공서비스경영학과), 

 김지형(한국어문화학과), 김학준(관광레저경영학과), 

 방성원(한국어문화학과), 안성식(외식농산업경영학과), 

 윤병국(관광레저경영학과), 이병원(호텔경영학과), 

 이봉일(미디어문예창작학과), 이원봉(중국학과), 

 이은용(호텔경영학과), 이현수(글로벌경영학과), 

 임근욱(관광레저경영학과), 장미라(한국어문화학과), 

 홍봉화(디지털미디어공학과), 홍용희(미디어문예창착학과) 

고려대 민경배(NGO학과), 조용대(자산관리학과)        

서울대 김수정(자산관리학과), 이정우(교양학부), 

 이준엽(e-비즈니스학과)

세종대 김혜영(호텔경영학과)  

이화여대 김주현(사회복지학과),김혜연(사회복지학과), 

 백지은(노인복지학과)

연세대 오원정(세무회계학과)

KAIST 이주민(e-비즈니스학과) 외 다수

해외 명문대

노던일리노이대 최혜길(디지털미디어공학과)

뉴스쿨 안병진(미국학과)

뉴욕주립대 강희원(교양학부), 김진희(미국학과), 이삼출(교양학부)

마부르크필립스대 엄규숙(사회복지학과)
(Philipps Univ.Marburg)

뭔스터대 강윤주(문화예술경영학과), 전한호(문화예술경영학과)

동경국제대 이재실(세무회계학과) 

동경대 오태헌(일본학과) 

미시간주립대 이연호(사회복지학과), 임정근(NGO학과) 

옥스퍼드대 서유경(NGO학과)  

와세다대 조규헌(일본학과) 

울릉공대 신봉섭(글로벌경영학과)
(University of Wollongong)

파슨스 디자인스쿨 이소연(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퍼듀대 백은영(자산관리학과)

펜실베니아대 김희정(문화예술경영학과)        

프랫인스티튜트 김지현(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정윤성(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콜롬비아대 심보선(문화예술경영학과)  

홋카이도대 박상현(일본학과) 외 다수

연구하는 글로벌 교수진

국내 명문대 현직 교수진  

실천하는 현장중심 교수진

사이버대 최고의 우수 교수진과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수준 높은 강의는 

경희를 선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국내·외 명문대 출신의 세계적인 교수진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국내 명문대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해외 유수의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다수의 세계적인 교수진을 모셔 

교육의 인프라를 넓히고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경희대, 고려대 등 국내 명문대 현직 교수진 

현직 경희대 교수를 비롯하여 KAIST, 고려대 등 국내 최고 명문대 현직 교수를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수진으로 초빙하여 사이버대의 명문

답게 한층 깊이 있고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합니다. 

경희대 교수 

권택영(미국학과), 김대관(관광레저경영학과), 김성아(미국학과), 김종은(호텔경영학과), 김종회(미디어문예창작학과), 김철원(호텔경영학과), 

김태영(공공서비스경영학과), 박신의(문화예술경영학과), 배재석(중국학과), 서원석(호텔경영학과), 서하진(미디어문예창작학과), 송석원(일본학과),

신동면(사회복지학과), 신흥철(호텔경영학과), 이성희(한국어문화학과), 이수범(관광레저경영학과), 이태희(관광레저경영학과), 이훈영(e-비즈니스

학과), 조현용(한국어문화학과), 최영준(e-비즈니스학과), 최정길(호텔경영학과), 한상연(공공서비스경영학과), 한진수(호텔경영학과) 외 다수

경희대 외 교수

김정숙(한국어문화학과, 고려대 교수), 김항(문화예술경영학과, 고려대 교수), 김형중(디지털미디어공학과, 고려대 교수), 

장대철(e-비즈니스학과, KAIST 교수) 외 다수

✽상기 내용의 대학 및 교수진은 ‘가나다’순임.

이론과 실무과 조화된 현장중심 교수진 

각 학과별로 관련 기업이나 공공 연구기관 현직에 종사하면서 외부 사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현장중심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살아있는 교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종화(관광레저경영학과, 한국관광공사), 김도훈(일본학과,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김유정(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세계화재단), 김정열(노인복지학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혜숙(노인복지학과, 서울시 치매센터), 

도완녀(외식농산업경영학과, 전 로하스 연천 발효식품 연구소장), 박형준(미디어문예창작학과, 서울문화재단), 

유지상(외식농산업경영학과, 전 중앙일보 기자), 유창선(NGO학과, 시사평론가), 이문재(미디어문예창작학과, 시인), 

이성훈(NGO학과, 국가인권위원회), 이은미(문화예술경영학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준용(자산관리학과, 한국개발연구원),

임진모(한국어문화학과, 음악평론가), 정희섭(문화예술경영학과,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조근형(세무회계학과,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조정권(미디어문예창작학과, 시인) 외 다수

✽상기 내용의 대학 및 교수진은 ‘가나다’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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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있는 교수의 수준높은 강의_ 교수진 소개 오늘의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국내 사이버대 최대 규모 
HD 멀티 스튜디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개교 이래 강의 콘텐츠를 100% 자체 제작해 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10년을 출발하는 2012년을 비전 실천 추진의 첫 해로 삼고, 비전 실천의 일환으로 스튜디오 증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고 e-러닝 콘텐츠 제작의 메카로 부상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관련 장비를 계속 보강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HD 멀티 스튜디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기존 6개 스튜디오에 4개 스튜디오를 증축하여 총 10개 스튜디오 총 549㎡ 크기의 

대규모 HD 멀티 스튜디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는 국내 사이버대 중 최대 규모로, 특히 이 스튜디오 

완비 작업에는 스튜디오 확장 공사 이외에도 100여 대의 최신식 영상제작 장비가 구축되어 한 차원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완벽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0% 자체 제작!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경희사이버대는 일반 대학들이 외주 업체에 일부 강의콘텐츠를 위탁 제작하는 방식과는 달리, 교수설계, 

콘텐츠 디자인, 영상제작 등 강의 콘텐츠 제작 인력과 스튜디오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제작 

시스템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한 가장 큰 경쟁력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총 549㎡ 크기의 대규모 HD 멀티 스튜디오 구축

23종 100여 대의 첨단 장비 지원

강의 신규 제작 비율, 최대 40%

제공하는 강의수, 300여 개

50여 명의 전문 콘텐츠 개발자 확보

1학기당 100~120개의 자체 콘텐츠 개발

국내 유일, 교육 콘텐츠 

100% 자체 제작! 

국내 최고의 e-러닝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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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강의 콘텐츠로 

e-러닝의 세계기준을 

제시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수강, 

SNS를 활용한 자유로운 소통! 

집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제약 없는 

학습환경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마트 캠퍼스’를 구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업 듣고, SNS로 소통하고! 

2011학년도 원격대학 특성화사업 중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스마트폰 사용자 2천만 명 

돌파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수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러닝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전공 강의는 물론 후마니타스 교양대학 강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분 인식 시스템, LMS 학습관리 시스템과 연동한 

출석 및 이어보기, 글쓰기 등 교육과 행정, 대학문화 관련 콘텐츠를 

탑재한 명실상부한 ‘내 손안의 캠퍼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국내대학 최초 

미국 ADL 스콤(SCORM) 인증 획득!
사이버대 최초 

모바일 캠퍼스 오픈! 

내 손안의 캠퍼스

200여 명의 국내 교수진과 100여 명의 

온라인 개발 전문가가 만나 

국내외 최고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수준 높은 강의를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 

내용적인 우수성과 기술적인 우수성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의 

콘텐츠는 이미 우리나라를 벗어나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모든 강의 콘텐

츠가 기획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총 8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엄격한 제작·관리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07년 국내 대학 최초로 SCORM 인증 획득 

2007년 국내 대학 최초로 미국의 표준제정기관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로부터 스콤(SCORM) 인증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스콤 인증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등 전 세계적

으로 140여 개 기관만이 인증받았을 정도이며, 국내 인증업체도 KT를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로 엄격한 인증절차를 밟는 국제 인증입니다. 

독보적인 콘텐츠 개발 관리 시스템(CDMS) 도입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콘텐츠 개발 관리 시스템(CDMS;Contents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을 도입, 하나의 강의를 

위해 기획부터 운용까지 교수자와 강의 콘텐츠 개발자가 모든 프로세스를 

함께 공유하면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 우수한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책임 운영제 및 연 2회 콘텐츠 시연회 개최 

모든 강의 콘텐츠에 제작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책임 운영제도’와 1년에 

두 번 열리는 내부 콘텐츠 시연회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도모

하는 것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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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의 캠퍼스는 
전 세계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인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창의력과 응용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희사이버

대학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제화 교육 및 원격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발한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국제화 프로

그램과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 최초의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실시되는 해외 문화 탐방은 사이버대 최초로 시행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03년 1월 이후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해당국가의 문화유적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 등을 탐방해 경험과 견문을 

넓히며 학생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고 있습니다.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프로그램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어학능력향상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 자매대학과 손잡고 

방학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세미나 및 문화행사 참여, 외국학생들과의 생활을 통해 국제화 

감각 습득 및 외국어 능력 향상, 실생활 속 영어학습, 지역주민들과의 문화교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국제교류 활동 

해외 대학과의 활발한 국제교류협정을 체결, 대학간 공동연구, 교과목 콘텐츠 공동개발, 교수 및 학생 

교환, 해외 스터디홀 개설, 현지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학생지원 프로그램 

이 외에도 한미 학생회의, UNESCO 주최 글로벌 포럼, 국제화 연구 워크숍 및 강연회 등 국제교육 

프로그램 지원(국제교류실), 공인인증 영어시험 응시 지원, 국제학생증(ISIC) 발급(학생지원처) 등 

재학생의 글로벌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되는 길! 

가능성을 발견하고, 재능을 만들고, 실력을 키웁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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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특성화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학부특성화 프로그램

국제지역학부 해외탐방 학습지원 프로그램

경영학부 학술제 / 글로벌 경영현장 탐방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관광·외식 관련 현지 연수 및 현장 체험 학습

학과특성화 프로그램

미디어문예창작 문예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사이버 경희문학 발간’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디지털 이미지 공모전 

디지털미디어공학 뉴미디어 UCC 페스티벌

문화예술경영 창작 공연 프로그램

NGO 목요특강 학술 프로그램

사회복지
미래지향적 Specialist 양성 프로그램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수화통역전문가 교육) 

노인복지
미래지향적 Specialist 양성 프로그램
(노인복지 전문가 양성 교육, 소그룹 현장활동 활성화)

공공서비스경영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및 행정사례연구 발표 대회

일본 일본 벳부대학 어학연수 및 일본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중국 중국 역사문화 탐방

미국 해외 어학연수 및 영어권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어문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

e-비즈니스 e-비즈니스 스터디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실습

자산관리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 개발 현장 탐방

글로벌경영 아시아지역 현지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탐방

세무회계 회계실무경진대회 및 스터디 운영

호텔경영 특급호텔 및 외식사업 현장학습 &실무교육 프로그램

관광레저경영 해양 항공 레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외식농산업경영 외식농수산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학술제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동기 강화 및 학문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회 학술제를 개최(학생지원처 주관)하고 있습니다. 학술제는 재학생이면 누구나 팀이나 개인으로 

참가가 가능하고 1차 논문심사와 2차 공개발표의 과정을 거쳐 시상하며, 통과된 원고는 홈페이지와 

논문집에 실리게 됩니다.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키웁니다 

매년 새로워지는 KHCU만의 학과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공지식 응용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전문분야에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각 전공학과별 다양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학과의 특성을 살려 

창의와 실용 중심의 국제적 전문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며, 학술제 및 공모전, 학과별 온·

오프라인 스터디 클럽 참여 등 구성원 사이의 ‘협업과 성숙’, ‘우정과 환대’의 결속력을 다지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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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연구소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보건복지가족부 

산재의료관리원 

서울메트로 

서울상공회의소-동대문구상공회 

서울상공회의소-노원구상공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체신청

서울특별시  

서울9호선운영㈜ 

안산시 

용인도시공사 

인천메트로 

종로구청 

지방행정연수원 

평택시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통계조사연구소

호텔 &식음료&문화 

라마다 호텔 & 스위트 서울센트럴 

롯데쇼핑㈜ 

롯데호텔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장천아트홀 

㈜조선호텔 

피디피와인주식회사 

한국맥도날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그린푸드 

㈜현대푸드시스템 

호텔신라 

㈜휘닉스파크 

CJ푸드빌 

기업체

대웅제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화재 

새마을금고 

서울도시가스그룹 

㈜신세계 

신한카드 

에스원 

이마트 

재능교육 

한국엘리베이터㈜ 

현대산업개발 

효성그룹 및 계열사 

CJ그룹 및 계열사

㈜KT

경희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유수기업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총 170여 개 업체와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재학생들은 협약기관에게서 현장 실습 및 

취업 알선·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양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을 통해 개발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위탁 직장인에게는 전형료와 입학금 면제, 위탁교육 장학금 

혜택 등을 제공하여 사회 재교육 차원에서 대학교육(학사학위과정)의 기회를 제공해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업그레이드! 

17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학교-기업간 협약으로 질 높은 교육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 

산학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산업체 위탁협약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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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경희 동문 네트워크 파워

사이버대학교 최고 수준의 대학원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적 명문대인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을 

포함하여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대학원 등 국내 유수의 대학원에 진학한 수많은 동문들이 

있습니다. 

학점교류를 통해 경희대 강의 수강

• 2004학년도 1학기부터 경희대학교와 학점교류를 실시하여 두 대학 재학생들이 양교에 개설되는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의 학생이라면 경희대학교(서울 / 국제캠퍼스(수원) )의 250여 개에 달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인 ‘후마니타스 칼리지’ 수강 

경희대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교양대학’인 후마니타스 칼리지(2012년 출범)를 수강하여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힐 수 있습니다. 

경희 도서관에서 의료원까지! 다양한 경희동문 혜택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국제캠퍼스(수원)의 도서관, 강의실, 체육관 이용 가능 

•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진학 시 다양한 장학 혜택 

•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치과병원 등 의료비 할인 혜택 

• 영남, 호남, 경기, 충청 지역학습관을 통해 스터디, 특강, 회의공간 및 졸업생들의 동문회 사무실로 이용 가능 

재학생은 물론 졸업 후에도 누리는 ‘평생 KHCU 특권’ 

• 해외 석학들의 특강을 비롯 경희사이버대의 우수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졸업생 청강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방, 졸업 후에도 수준 높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양학부, www.khcu.ac.kr/hc)

• 경희대학교 도서관(khis.khu.ac.kr) 개가열람실, 일반열람실 및 전자책도서관(ebook.khcu.ac.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교육원(http://ice.khcu.ac.kr)을 통해 어학, IT 등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경희만의 혜택을 누리다 

경희만의 자부심을 누리다

11,000여 명의 졸업생과 12,000여 명의 KHCU 재학생! 

국내외 사회 주축이 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눈부신 ‘경희 동문 파워’를 만나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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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소개 치열하게 배우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사람들

“일하면서 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경희사이버대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쌀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 사이버대학 출신 국회의원 1호 

•‘프레시라이스’ 소포장 세척 쌀 개발 

가정용 즉석 도정기 개발

유기농 쌀로 만든 누룽지 개발 

•現 농업회사법인 ㈜한국 라이스텍 대표이사

한국여성발명협회 부회장 

(사)한국농업 CEO연합회 부회장

“평소 글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교수진이 좋아 

지원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참여하는 

오프라인 스터디가 창작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희곡 「그럼에도…」 2011 제32회 근로자문학제 

대통령상 수상

• 現  아리랑TV 라디오국 음향엔지니어 

“UN근무 중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경희사이버대를 

선택했습니다. 

100% 자체 제작한 수준 높은 

콘텐츠라 맘에 들었고, 

뉴욕에서도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現 미국 뉴욕 소재 UN 근무

KHCU출신 박사 1호_ 김기범(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01학번),  소설가_ 한만수(미디어문예창작학과 01학번) 

대한항공 기장_ 남방원(미국학과 03학번), 컬럼비아대 대학원 진학_ 전수경(미국학과 04학번)   

세무법인 근무, 경희대 경영대학원 진학_ 한재필(세무회계학과 04학번) 

KOICA(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_ 오원민(한국어문화학과 06학번) 

민족사관고 졸업, 서울대 법대 출신, 대기업 근무_ 장성엽(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08학번)

영화감독_ 강철우(문화예술경영학과 09학번), DJ DOC 멤버_ 김창렬(문화예술경영학과 11학번) 등 

다수의 동문들이 경희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윤명희
외식농산업경영학과 05학번

남현정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9학번

박주열
공공서비스경영학과 09학번

“이해가 안되면 강의를 멈추고 

다시 보고,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언어와 학비 등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외국인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 에티오피아에서 물리학과 수학 전공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외봉사단 훈련소 강사 

• 경희대 어학당 한국어 공부 

• 경희사이버대와 경희대 국제대학원 동시 진학 

• 現 포스코 경영전략실 근무

“국가대표 시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스포츠와 다른 학문을 

접목시켜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졸업 후엔 경희대 대학원에 

진학해 우리나라 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06년 제4차 쇼트트랙월드컵 여자 1,000m 1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체육인재육성재단 후원 어학연수 예정 (미국 테네시)

•現 과천시민회관 스케이트 코치

“처음 접해보는 학문이라 입학할 땐 

어려울 것 같아 주저되기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니 ‘경영’에 대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뿌듯합니다.”

• 개그맨, 가수, 라디오 MC 

•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농림수산식품부 쌀 소비 홍보대사 

• 수상 : 2011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5 백상예술대상 남자 예능상 수상 

에티오피아 출신, 게브루 베텔
미국학과 07학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변천사
글로벌경영학과 11학번

그룹 ‘컬투’ , 김태균
호텔경영학과 0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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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6개 학부 19개 학과 

정보·문화예술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국제지역학부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 

교양학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만듭니다 

정보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는 지혜로! 

경희사이버대학교 학부 소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6개 학부 19개 학과의 전문교육과정과 후마니타스 인문교양과정, 우수한 

교수진과 최고의 강의 콘텐츠, 최적의 e-러닝 시스템을 마련하고 21세기를 이끌어나가는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미래를 발견하십시오. 

‘미래보다 더 빨리 오는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창의성과 실용성으로 여러분의 가능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삶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과 문화, 예술을 융합하여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21세기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문화예술분야와 차갑고 정교한 정보통신 기술이 만나 어우러지는 

NEW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정보와 문화, 예술과 과학기술이 서로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과 

문명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정보·문화예술학부는 전통과 혁신, 순수와 응용, 이론과 실천을 

두루 포괄하는 교육 방식을 통해 이른바 <문화의 세기>로 일컫는 21세기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고 가치 있게 선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 회 과 학 부  】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실용학문으로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인 리더를 양성합니다 

사회과학은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정부, 시민사회, 

비영리기구 등이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넓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전문가적 이해를 도모하는 학문입니다. 사회과학부의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

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여러분이 세계시민사회의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해가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입니다. 

NGO학과 

노인복지학과

NGO학과는 국내 유일의 시민사회활동 전문가 과정

입니다. NGO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정부, 시장과 기업의 조화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견제하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노인복지학과는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필요한 학과입니다. 노인 건강증진과 노인 

보건복지를 연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합니다. 

사회복지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는 복지사회 구현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

시킬 사회복지 관련 지식과 방법을 연구합니다. 사회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은 물론 이론교육과 

실무를 중심으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진 사회복지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경영학과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과입니다. 

시민·사회공동체·서비스 중심으로 접근하는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능률성을 조화

시키고, 21세기 학문적 변화에 부응하여 공공행정과 민간

경영을 접목한 융복합적 학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사고와 민주적 행동 자질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

하고, 봉사, 책임감, 인간에 대한 존중,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의식, 공공서비스를 중시하는 공공조직과 경영조직의 

관리자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문화콘텐츠는 21세기의 핵심산업입니다. 디지털시대의 

문화콘텐츠는 장르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문예창작학과는 21세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예창작 이론과 영상미디어의 

융합을 선도합니다.  

디지털미디어공학과는 정보통신망, 컴퓨터 기술 그리고 

방송이 통합되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미디어와 이

러한 미디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

는데 필요한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미래지향적인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뉴미디어와 

디지털 융합을 선도하고 미디어 과학의 기술적 응용을 바

탕으로 문화 세계를 창조하는, 21세기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는 함축적 의미의 미디어가 아닌 

포괄적 의미의 미디어로서 미디어 콘텐츠의 중요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예술적 감각과 개발능력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콘텐츠 기획 제작은 물론 

영상, 애니메이션, 웹, 모바일, 게임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문화산업은 창작활동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산업입니다. 문화예술경영학과는 문화산업의 

경영전문가로서 우리 문화산업의 신한류를 이끌 인재 

및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  정 보 · 문 화 예 술 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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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고, 

국제적인 비전과 실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제지역학부는 각 분야 최고의 국내외 교수진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기초적인 학문과 

교양,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와 더불어 국제정치에 대한 안목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세계인으로서의 

시야를 넓히면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선도할 탁월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동북아 중심부에서 

당당히 미래를 개척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공부합니다. 

【  경 영 학 부  】

경영이론과 실무지식이 결합된 

창조적이고 유능한 

글로벌 경영인을 양성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는 사이버대학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교육 기반을 확립,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유능한 글로벌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부의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는 각각의 특성과 전문성이 

살아있는 실용적 학문의 연구 및 학습을 추구하며 학생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진취적인 기상이라는 

경희 정신을 아우르고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에 부합하는 유능한 글로벌 경영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e-비즈니스학과

글로벌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는 e-비즈니스 시대의 핵심인재인 

‘e-경영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학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e-경영인’은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경영자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경영학과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경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합니다. 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며, 국제감각을 가지고 기업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과정

입니다. 

자산관리학과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과는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

자산과 투자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증 및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학과는 세무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일선 

회계담당자 및 CEO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응시에 필요한 회계 관련 과목을 제공

하여 회계와 세무전문가를 양성하는 요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학과 

미국학과 

일본학과는 일본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일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식인이자 민간 

외교사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으로 꿈을 이루십시오. 

미국학과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미국의 역사와 어학을 공부

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키우고, 다양한 수업 외 

활동을 통해 미국과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

시킵니다. 

중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중국학과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중국 관련 인재를 

양성하여 국제관계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학과 비즈니스, 문화영역 등의 분야뿐 

아니라 특강과 중국탐방 등의 활동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문화학과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전문가,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사이버대학 최초로 

설립된 학과로서 한국어 교원자격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문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글로벌 환경,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합니다. 

【  국 제 지 역 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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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KHCU 캠퍼스 라이프 

• KHCU 멘토링 제도 : 학습 워크샵, 세미나, 학습법 특강, 학교 생활 및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학생 멘토가 멘티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상담을 해드립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ctl.khcu.ac.kr) 

• 전공별 특별 초청강의 :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공개강좌 및 각 전공별 유명강사들의 특별초청

강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우들과의 활발한 교류 : 학술제, 지역학습관, 대학축제, 연합MT, 체육대회, 총학생회 봉사

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자치회 활동 지원 : 총학생회(www.khcu.org), 졸업준비위원회 및 동아리연합회 등을 

통한 학생자치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 취득 가능 자격증 : 한국어교원2급, 사회복지사2급, 케어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 자격증 

취득을 도와 재학생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공 분야 전문가로 양성합니다.

21세기 첨단 미래 산업인 

호텔, 관광, 농수산업의 

능동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과 여가 및 음식문화 변화라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외식업계의 화두입니다.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져가는 호텔, 관광 산업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농수산업을 이해함

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창조적이며, 선도적인 

리더를 양성합니다.

호텔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는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산업인 환대

(Hospitality)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합니다. 앞서가는 

호텔의 고품질 서비스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호텔 및 외식산업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외식농산업경영학과는 농산업과 외식산업을 결합한 푸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교육과정으로 농산업 생산물의 유통·

가공·메뉴개발을 통해 외식업 및 레스토랑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도록 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양외식

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한식 세계화 전략차원에서 한식업과 

농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며, 한식 창업인 및 레스토랑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퓨전한식 및 한국풍 인테리어, 

푸드서비스 컨텐츠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는 관광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21세기는 소득증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여가의 시대입니다.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관광전문 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산업의 

리더를 양성합니다. 

【  호 텔 · 관 광 · 외 식 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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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안내

www.khcu.ac.kr/ipsi      T. 02-959-0000

●모집시기 (1년에 2회)  : •1학기 모집 : 12월~2월   •2학기 모집 : 6월~8월

●입학절차

모집요강 ▶ 원서작성 및 전형료 납부 ▶ 학업계획서 작성 및 인성검사 ▶ 서류제출 ▶ 합격자 발표 ▶ 등록금 납부 ▶ 학생등록 및 수강신청 

●지원자격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인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년 편입학 : 4년제 대학에서 2학기 이상 수료,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3학년 편입학 : 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모집전형 

전형유형 지원자격

일반전형 공통 지원 자격 외에 별도 지원 자격 없음

특별전형

산업체 위탁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 

사회공헌자 각 분야에서의 지구적 지역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학사편입

① 국내·외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제외

② 법령에 의하여 위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수교육대상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기회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군·중앙행정기관공무원 위탁

아래 ①, ②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①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②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중 국내 거주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전부 수료한 자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교포 및 해외근무자 자녀(재외국민 및 외국인) 

교포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중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재학한 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인 자

지역인재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동안 해당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입학안내 홈페이지(www.khcu.ac.kr/ipsi)에서 세부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및 학생선발 기준

•학교 홈페이지 (www.khcu.ac.kr)의 입학안내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및 지원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선발은 본인이 작성한 학업계획서와 인성검사의 성적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 학업계획서와 인성검사는 입학원서 접수 시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며, 자기소개(성장배경, 인생관, 직장경력, 사회경험, 자격

사항, 수상실적, 컴퓨터 활용능력, 어학능력)와 학업계획(지원동기, 입학 후 대학생활 계획, 향후 전공지식 활용 계획)을 서술

하여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학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및 ‘인성검사 길라잡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3만원 30만원
학점 당 8만원 (약 US$70 per credit, $1=￦1,100 환율로 계산했을 경우) 

(12학점 기준 96만원 /15학점 기준 금액 120만원) 

✽장학금 및 학비감면 이전 금액입니다.

입시장학제도 안내

수혜율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 혜택!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경희사이버대학교에는 국내 사이버대 최고 수준의 다양한 장학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의 약 50%가 장학금 수혜)

장학구분 선정기준

사회공헌자 (신입학) 해당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된 자 

우수인재·문화예술특기자 (신입학)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과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장인 (신·편입학) 원서접수일 현재 재직 또는 개인사업 중인 자 (종교 성직자 포함) 

공무원 (신·편입학) 10급 이상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성가장 (신입학)
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고 세대주로 되어 있는 

여성으로서 동일 세대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전원이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전업주부 (신·편입학) 기혼의 여성 (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

농어민 (신·편입학) 농어업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와 동일 세대 세대원

보훈장학 (신·편입학)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 

학과수석 (신입학) 지원자 중 입학사정 결과 학과별 최고 득점으로 합격한 자 

수능최우수 (신입학)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중 2개 이상 1등급이며 사탐/ 과탐 / 직탐 중 

1개 이상 1등급 이내인 자 

✽ 수능성적은 기준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만 인정하며, 예체능계 수능 응시자는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지원에 한함

외국어 최우수 (신입학)

외국어 우수 (신입학)

✽자세한 선정 기준 점수는 입학안내 홈페이지 장학 혜택 안내 참조

•2년 이내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만 인정

•국적이 한국인 자에 한함 

교사추천 (신입학) 당해연도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교 교사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교수추천 (편입학) 전적대학 소속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재교육장려장학Ⅰ(학사편입학전형-3학년 편입학) 학사편입학 전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

재교육장려장학Ⅱ(2학년 편입학) 2학년 편입학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

장애인장학 (신·편입학)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시민사회 (신·편입학)
NGO학과 지원자만 해당하며 원서접수일 현재 NGO, 비영리단체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공헌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종교 성직자 포함) 

경희동문장학 (신·편입학)

•경희(여자)고등학교 졸업자

•경희대학교 및 경희호텔·간호전문대학에 재학하였거나 졸업한 자 

•경희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자 

경희가족장학 (신·편입학)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3년 이상 봉직 중인 교직원 본인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5년 이상 봉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자 

경희복지장학 (신·편입학) 가족 중 1인 이상 본교에 재학 중이며 2명이 동시에 등록한 정규학기에 한하여 심사 후 지급

우정장학 (신·편입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자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자에 대해 심사 후 지급

●입시장학 외 다양한 장학 혜택

•총장장학, 성적우수장학, 모범장학, 특기장학, 특별장학, 근로장학, 자매지역장학, 국제교류장학, 대학교류장학 등

•경희대학교 대학원 진학 시 동문장학 혜택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장학금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www.khcu.ac.kr/ ipsi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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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곳을 향한 도약!

Graduate School of KHCU 

국내 최초 화상교육시스템을 적용한 온라인 석사과정!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소통과 창조의 지식사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경희대학교 63년 전통의 교육적 신뢰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용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대학원 과정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며, 국내 최초로 화상교육시스템(화상지도시스템, 

논문지도시스템, 학사관리시스템, 상담지도시스템, 콘텐츠개발시스템, 리포트모사율시스템 등)을 완비하고 있으며, 

실시간 화상세미나와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수준 높은 강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Open Space
교육,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적 학문공간으로 발전

TranSpace 21

소통과 창조의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초월적 
학문 매체(공간)로서의 

대학원

Creative Space
글로벌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의 
조화로운 교육을 통해 
미래형 열린 교육 실천

Social Space
지식 공유 및 학습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통해 
온라인 교육기간으로 발전 

Vision
목표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소개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선도적인 온라인 고등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실천적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역량 함양 과정 및 

결과를 밀착 관리해 나가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공별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학문과 평화의 전당,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 

TranSpace 21로 한걸음 나아갑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2개 대학원 4개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관광레저항공경영 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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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안내

grad.khcu.ac.kr     T. 02-3299-8808

●모집시기 (1년에 2회)   

•전기 모집 : 11월~12월     •후기 모집 : 5월~6월    

●지원절차 

대학원 홈페이지 원서작성사이트 접속 ▶ 유의사항 확인 ▶ 온라인 입학지원서 작성 ▶ 전형료 결제 ▶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 수험표 출력 ▶ 증빙서류에 수험번호 및 성명기재 ▶ 증빙서류 제출 ▶ 서류도착 확인

●지원자격

1) 공통 자격요건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독학사 학사학위 취득자 등)

•출신대학의 전공(학과)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외국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대학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라도 해당 사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교의 입학을 취소함 

•복수지원 및 교차지원은 인정하지 않음 

2) 정원 내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구분 자격요건

경제적 배려 대상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의 수급권자에 해당되거나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자 

기타 사회적취약계층(아동보호시설 퇴소자)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

아래 요건 중 1호에 해당하는 자 

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지원자 본인이 장애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자

②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동일 세대원인 자이며,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장 세대원

아래 요건 중 1호에 해당하는 자 

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지원자 본인이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내에 거주중인 자

②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지원자 본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혼인하여 3년이 경과한 자(국내 거주자에 한함)

✽모든 지원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 대학원에서의 수학이 허용된 자에 한함

3) 정원 외 전형 (재외국민, 외국인, 위탁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격요건 비고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군인) 

●선발기준

1) 1단계 전형(서류평가) : 60점 만점으로 평가 / 모집정원의 2배수 우선 선발

2) 2단계 전형(심층면접) :  1단계 전형의 취득점수 60점과 심층면접 취득점수 40점을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모집정원 내에서 최종 선발

●전형료 및 등록금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5만원 70만원 290만원

창의적 지식창출능력 및 글로벌 문화이해 능력을 갖춘

글로벌 문화리더로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

문화창조대학원은 문화콘텐츠 및 글로벌한국학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토대로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전문인재양성체계를 수립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능력과 실무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나아가 문화콘텐츠 및 글로벌한국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창조적 사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호 텔 관 광 대 학 원  】

【  문 화 창 조 대 학 원  】

호텔외식MBA 전공 Hotel & Restaurant MBA 관광레저항공경영 전공 Tourism·Leisure·Aviation Management

21세기 사회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

됨에 따라,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성장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 산업의 질적 향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경험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무장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호텔외식MBA 전공은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성장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변화 트렌드 

분석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관광레저산업은 전 세계적인 산업이며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GDP 비율뿐만 아니라 고용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여가의 일환에서 경제활동의 주요 분야로 변화함에 따라 학문적 위상이 

증대되었지만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많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관광레저항공경영 전공은 전문적인 

이론교육은 물론 국내외 관광레저항공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관광 관련 전공의 학제간 교육을 제공합

니다. 또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에 창조적이고 능동적

이며 실천적인 최고의 관광레저항공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창조적 사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호텔관광분야 미래경영자로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

호텔관광대학원은 호스피탈리티 및 관광레저 산업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산업현장의 실제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토대로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전문인재양성체계를 수립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능력과 실무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나아가 호텔관광분야 미래경영자로서 창조적 사고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Creative Arts and Media 글로벌한국학 전공 Global Korean Studies

문화산업의 국가적 위상과 경제적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21세기는

디지털 문화콘텐츠 시대에 부응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러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문예창작 전공은 21세기 문화산업에 기반을 둔 문화복지사회 

건설에 기여, 온라인 기반 미디어문예창작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창의

적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글로벌한국학 전공은 한국학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소양과 

전문 지식을 갖춘 연구자를 양성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한국학 

관련 연구 및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전공분야를 ‘한국학 트랙’ , 

‘다문화 트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트랙’으로 세분화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한국학 및 다문화 사회의 한국을 연구하고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로서 글로벌한국학의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KYUNG HEE 
CYBER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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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기와 함께 출범한 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 

03.13

04.10

08.30

09.30

11.03

2001 

01.10

03.03

06.20

12.05

2002 

03.01

03.02

11.25

교육부 ‘평생교육법 개정령’ 발표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계획 승인 

경희사이버대학교 인가 신청 

4개 학과 개설 (e-비즈니스학과, 사이버

NGO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디지털멀티

미디어학과) 입학정원 800명으로 경희사이버

대학교 인가 

제1대 권문택 학장 취임 

개교 및 2001학년 신입생 입학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 회장교 추대 

3개 학과 1개 전공 추가 개설 (경영정보학과, 

자산관리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사회복지전공) 

학과 및 전공 명칭 변경 (디지털멀티미디어학과

→디지털멀티미디어학부 : 멀티미디어 공학전

공,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 사이버NGO학과→

사이버 NGO학부 : NGO전공, 사회복지전공) 

입학정원 1,600명 증원 

제2대 김준형 학장 취임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 

6개 학과 추가개설 (세무회계학과, 행정학과, 

문화관광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영미학과) 

학과 명칭 변경 (사회복지전공→사회복지학과, 

NGO전공→사이버NGO학과, 멀티미디어공학

전공→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입학정원 2,400명으로 증원 

2003 

01.13

03.01

05.02

06.01

07.08

11.24

12.09

2004 

02.08

02.21

03.01

08.15

08.21

08.26

08.30

09.04

11.20

12.01

12.09

2005 

01.18

02.14

02.26

04.29

07.16

07.22

08.20

09.13

11.04

12.09

제1차 해외탐방 (중국) 

2003학년도 신입생 입학 직제개편 

(‘부’→’처’로 승격) 

학과 명칭 변경 

(문화관광학과→관광레저경영학과) 

총장직제 신설, 1대 조정원 총장 취임 

제2차 해외탐방 (러시아, 일본) 

2대 박건우 총장 취임 

학과 명칭 변경 (경영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사이버NGO학과 →NGO학과)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학점교류 체결 

제3차 해외탐방 (오스트레일리아) 

200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초 조기졸업생 배출) 

2004학년도 입학식 

제4차 해외탐방 (중국, 일본) 

200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 개관 

베트남 하노이 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 협정 체결 

영남지역 지역학습관 개관 

호남지역 지역학습관 개관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국제교류 협정 체결 

1개 학과 추가개설 (벤처농업경영학과) 

경기지역 지역학습관 개관 

제5차 해외탐방 (터키) 

200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첫 정규 학사학위 수여) 

G.C.S Consortium Philippines 

국제교류 협정 체결 

대전·충청지역 지역학습관 개관 

재미한인학교협의회 (NAKS) 교류 협정 체결 

제6차 해외탐방 (러시아) 

경희의료원 협정 체결 

2개 학과 추가신설 

(한류문화언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계열명칭 변경 (인문, 공학, 예술계열→정보·

문화예술, 사회→사회과학, 관광·호텔→호텔·

관광·벤처) 

삼성전기㈜ 산학협동협약 체결 

2006 

01.12

01.31

02.04

08.19

11.01

11.24

11.27

2007 

01.16

01.30

04.25

05.10

06.15

07.05

07.05

08.24

10.30

11.08

11.12

11.15

11.29

12.07

2008

01.26

01.30

02.22

03.19

04.30

04.07

05.21

05.22

06

07.13

07.15

08.14

09.23

10

10.31

11.21

12.12

제1차 해외어학연수 (필리핀) 

인도 델리대학 국제교류 협정 체결 

제7차 해외탐방 (일본) 

캐나다한인학교협의회 국제교류 협정 체결 

입학관리처 신설 및 학부제 변경 승인 

제3대 박건우 총장 중임 

삼성전자㈜ 산학협력협약 체결 

㈜CJ푸드시스템과 산학협력협약 체결 

제8차 해외탐방 (호주) 

동아리방 개관 

2007 한국소비자의 신뢰 기업 대상 수상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학협동협약 체결 

원격대학 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6개 전 영역 최우수) 

원격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KHCU 국제화교육 계획)

제9차 해외탐방 (캐나다) 

1개 전공신설 (노인복지 전공)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산학협력협약 체결 

학과명 변경 (한류문화언어학과→한국어문화

학과, 영미학과→미국학과) 

산재의료관리원 산학협동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와 관학협력협약 체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학협동협약 체결 

삼성전자㈜ LCD총괄 산학협력협약 체결 

제10차 해외탐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종로구청 산학협동협약 체결 

태국 시나카린위롯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휘닉스파크 산학협동협약 체결 

㈜프리챌 산학협동협약 체결 

㈜다음커뮤니케이션 산학협동협약 체결 

‘The Company of Korea 2008’ 신뢰기업·

경영혁신 부문 수상 

인도네시아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2008 한국 U-러닝연합회, 

콘텐츠 우수 e-러닝 품질 인증 획득

제11차 해외탐방 (독일, 오스트리아) 

다음세대재단 산학협동협약 체결 

서울상공회의소-노원구상공회 산학협동협약 체결 

‘2008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2008 한국 U-러닝연합회, 

콘텐츠 우수 e-러닝 품질 인증 획득

고등교육기관 전환 인가 

‘제3회 인터넷대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지방행정연수원 상호교류 협약 체결 

2009 

01.11

02

02.16

03

03.12

04.03

05.08

05.14

05.20

05.27

06.16

07

07.12

07.21

08.17

12.10

2010 

01.25

02.20

03

05.28

07.02

08.27

10.13

10.26

11.22

12.08

12.17

2011

01

01.24

02.19

02.26

03.02

03.08

03.09

05.21

07.12

07.18

08.27

08.31

09.02

09.15

09.27

10.21

11.17

11.24

12.16

12.19

12.19

제12차 해외탐방 (일본 북해도) 

2009 한국 U-러닝연합회, 

콘텐츠 우수 e-러닝 품질 인증 획득

사이버대학교 최초 강의 콘텐츠 최우 수 

(AAA) 등급 획득 

필리핀 LCCM 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제2의 개교 

‘2009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위’ 선정 

동서신의학병원 산학협동협약 체결 

서울상공회의소-동대문구 상공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2009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엠뮤지컬컴퍼니 산학협동협약 체결 

‘2009 대한민국 교육경영 대상’ 수상 

‘한국소비자 신뢰기업 대상’ 수상 

2009 한국 U-러닝연합회, 

콘텐츠 우수 e-러닝 품질 인증 획득

제13차 해외탐방 (이탈리아, 스위스) 

조인스닷컴 산학협동협약 체결 

제4대 조인원 총장 취임 

‘고등교육 e-러닝 콘텐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제14차 해외탐방 (호주) 

2009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학술정보원, e-러닝 품질관리센터 인증 획득 

글로벌타워 착공식 

제15차 해외탐방 (미국) 

롯데호텔월드 산학협동협약 체결 

‘제10회 한국대학신문 대상’ 교육콘텐츠 우수

대학 수상 

대학원 설립 인가 

(호텔관광대학원, 문화창조대학원) 

 제5대 조인원 총장 연임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광고 및 

공익캠페인 부문 최우수 광고 수상

‘2010 웹어워드 코리아’ 사이버대학부문 

최우수상 수상 

‘모바일웹서비스준수율조사’ 사이버대학교 부문 

1위 선정 

제6차 동계 해외탐방 (호주) 

2010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 

2011학년도 전기입학식 (대학, 대학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학협동협약 체결 

‘2011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위’ 선정 

스포츠서울미디어 산학협동협약 체결 

개교10주년 기념식 및 문화축제 

제7차 하계 해외 탐방 (유럽) 

경희사이버대학교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2010학년도 후기학위 수여식 

2011학년도 후기 입학식 

삼성화재 산학협동협약 체결 

㈜아리랑TV미디어 산학협동협약 체결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 국제회의 개최 

‘2011 올해의 브랜드 대상’ 대상 수상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국제교류협정 체결 

한국 표준협회 주최 ‘2011년 KS-SQI 사이버

대학부문 1위’ 선정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교육·학술교류협정 체결

중국 북경외국어대학교 배훈학원 국제교류협정 체결 

중국 북경공업대학교 외국어학원 국제교류협정 체결 

㈜꼬레뱅 보나베띠 산학협동협약 체결

2000년 

새로운 세기와 

함께 출범

2004년 

종합대학교 

체제 구축

2007년 

교과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전 영역 

‘최우수’ 

2009년 

고등교육기관으로 

제2의 개교 

(4년제 학사학위 

수여기관) 

2011년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설립 

KYUNG HEE 
CYBER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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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관 

2 중앙도서관 

3 경희사이버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4 치과대학

5 교문 

6 경희의료원 

7 청문관 

8 호텔관광대학 

9 국제교육원

10 생활과학대학

11 신문방송국

12 평화의전당

13 교수회관

14 문·이과대학

15 한의과대학 

16 정경대학 

17 노천극장 

18 대운동장

19 크라운관

20 음악대학

21 외과대학 

22 약학대학 

23 간호과학대학 

24 경희유치원 

25 경영대학 

26 복지회관 

교내 위치도 오시는 길 

130-7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대표전화  Tel. 02-968-2233 Fax. 02-3299-8529 

입학상담  Tel. 02-959-0000 Fax. 02-3299-8769 

학부별 연락처

학부 학과 위치 및 연락처

정보·문화예술 미디어문예창작 / 미디어콘텐츠디자인 / 디지털미디어공학 / 문화예술경영 네오르네상스관 505호  T.02-3299-8866 

사회과학 NGO / 사회복지 / 노인복지 / 공공서비스경영 경희유치원 1F   T.02-3299-8620 

국제지역 일본 / 중국 / 미국 / 한국어문화 경희유치원 1F   T.02-3299-8630

경영 e-비즈니스 / 자산관리 / 글로벌경영 / 세무회계 네오르네상스관 301-1호   T.02-3299-8858 

호텔·관광·외식 호텔경영 / 관광레저경영 / 외식농산업경영 네오르네상스관 505호   T.02-3299-8550 

지역학습관

지역학습관 위 치 연락처 

영남학습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53-11 동아일보빌딩 8층 1실 051-802-3630

호남학습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71-9 안산파크빌딩 5층 062-383-7722

경기학습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우정원 1층 031-206-3277

충청학습관 대전 서구 만년동 310번지 리더스 타운 E동 301호 (KBS 건물 뒤편) 042-472-2701

캠퍼스 소개 

www.khc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