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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경영학과

대학다운 미래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공공서비스경영학과 Tel : 02-3299-8681  Fax : 02-959-0837 

1. 학과소개

2. 교육과정

3. 졸업 후 진로 및 
    취득가능 자격증 

공공서비스경영학과는 공익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과 의욕을 존중하며,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과입니다. 공공부문의 패러다임이 시민·사회공동체·서비스 중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의 학문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융합적 학문을 지향하며, 인간을 존중하고, 

공공조직과 경영조직의 관리자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공공서비스의 견지에서 군상담행정 및 미래의 인적자원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본 학과에서는 청소년지도사(2급)과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E-mail : public@khcu.ac.kr

※ 상기 교육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공서비스・경영 과정 군 상담관리 과정 청소년지도사 2급 과정

행정학개론(1-1, 2)

현대경영학개론(1-1)

현대복지행정의 이해(2-1)

현대사회와 공공협력(2-1)

행정법(2-2)

현대공공정책(2-2)

인사재무관리(2-2)

현대지방자치의 이해(3-1)

사무관리와 지식경영(3-1)

공공서비스의 이해(3-1)

현대복지정책의 이해(3-2)

상담의 기초(1-1)

신세대장병의 이해(1-1)

남북관계와 국가협력(1-2)

현대사회와 심리(2-1)

인간관계의 이해(2-1)

성격과 정서의 이해(2-2)

국가안보와 정보(3-1)

리더십(3-2)

전략기획(3-2)

학습심리의 이해(3-2)

청소년 활동(1-1)

청소년 문화(1-2)

청소년심리 및 상담(2-1)

청소년 복지(2-2)

청소년 문제와 보호(3-1)

청소년 육성 제도론(3-2)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4-1)

청소년 지도방법론(4-2)

2015 공공서비스경영학과 교육과정

·행정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공사/공단

·신문사 등 언론

·손해사정인

·보험중개사

·금융기관

·경영컨설팅 회사

·병원

·다국적 기업

·청소년지도사 2급

·행정사자격증

·정책분석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일반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자격

·경희대학교 대학원

   진학 시 적극추천

공무원 임용시험과

진급시험대비
자격증 취득

일반기업으로의

취업과 승진
대학원 진학

공공서비스

경영학과



4.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안내

5. 학과 교수소개 및 
    연락처

6. 학과특성화 
    프로그램

정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자 (청소년기본법 제21조 1항)

주최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필기 및 면접시험 운영, 합격자 발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응시자격 서류 접수 및 심사, 자격연수, 자격증 교부)

응시

자격

기준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이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특이

사항
    본 학과에 개설된 필수 8과목 이수할 경우, 필기시험 면제. (면접시험 및 연수과정 후 국가자격증 취득 가능)

김선엽 교수 

공공서비스경영학과장・입학관리처장 

연구실┃02)3299-8582  E-mail┃sykim@khcu.ac.kr

학과 사무실

TEL | 02) 3299-8681  FAX | 02-959-0837   E-mail | public@khcu.ac.kr

해외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탐방

▶ 일자: 2013. 10. 09. ~ 10. 13. [3박5일] 

▶ 지역: 싱가폴 & 인도네시아 빈탄 

▶ 탐방장소: 싱가포르 NEWater, marina barrage

▶ 일자: 2014. 11. 06. ~ 11. 09. [3박4일] 

▶ 지역: 홍콩 & 마카오

▶ 탐방장소: 홍콩폴리텍대학교, 마카오대학교

공공서비스경영학과 Tel : 02-3299-8681  Fax : 02-959-0837 
E-mail : public@khc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