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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문화세계의	창조

교기는	교색인	경희자색을	바탕으로	하여	배지를	수	놓고	있다.

바탕의	자색은	존엄하고	고귀한	품격을	나타내며,	배지의	금색은	미래를	이끄는

세계	제1의	대학으로	끊임없이	나아감을	의미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표는	올리브나무에	싸인	타원형의	세계지도이다.	타원형은	

원형의	완숙함과	더불어	정(靜)에서	동(動)으로	나아가는	발전성을	내포하며,	우리	

대학이	무한한	대학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움에	정진하는	학문의	전당임을		

나타낸다.	올리브나무는	본래	명예와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이상을	추구한다는	경희	정신을	표상한다.	세계지도는	UN의	정신인	‘민주주의’	

와	‘인류평화와	복지건설’의	정신에	부합하여	우리	대학도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	

으로서	문화	복지	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학문의	전당으로	발돋움하고	

자	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교표의	색깔은	영원한	진리와	생명력을	의미	

하는	경희	자주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문화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교육목적하에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세계시민사회	글로벌	리더	양성’을	특성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성화	목표	구현을	위한	실천목표는 ‘국제화’, ‘실용교육강화’, ‘사회공헌활성화’이다.

교육목적	체계도 교	기

교	표
대학의	이상과	애교의	발로

대학	특성화	목표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03.	01(월) 개강	및	강의	송출(12:00~)

03.	02(화)	-	03.	08(월) 2021-1학기	수강	신청	정정

03.	02(화)	-	03.	11(목) 2021-1학기	추가	등록금	납부

03.	09(화)	-	03.	17(수) 취득학점	취소	신청

03.	24(수) 2021-1학기	복학	마감일

03.	31(수) 수업료	5/6	환불기준

3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4.	05(월)	-	04.	26(월) 2021-1학기	강의평가(중간)

04.	16(금) 2021-1학기	일반휴학	등록금	이월	마감일

04.	17(토)	-	04.	26(월) 2021-1학기	중간고사	기간

04.	19(월)	-	04.	26(월) 교양필수	학점	취득	면제	신청

04.	30(금) 수업료	2/3	환불기준

4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5.	03(월)	-	05.	12(수) 하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05.	03(월)	-	05.	14(금) 하계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05.	18(월) 개교기념일

05.	27(목)	-	06.	02(수) 하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정정

05.	27(목)	-	06.	04(금) 하계	계절학기	추가	등록금	납부

05.	31(월)	 수업료	1/2	환불기준

5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31 25 26 27 28 29

06.	01(화)	-	06.	25(금) 조기/정규졸업/졸업유예/복수/부전공	신청

06.	05(토)	-	06.	13(일) 2021-1학기	기말고사	기간

06.	14(월)
2021-1학기	출석인정기간	종료(~12:00,	종강)

2021학년도	하계	방학시작(12:00~)

06.	14(월)	-	06.	25(금) 2021-1학기	강의평가(기말)

06.	14(월)	-	07.	12(월) 하계	계절학기	개설(12:00~)	및	운영(4주간)

06.	14(월)	-	08.	29(일) 2021-1학기	수강과목	복습기간(~12:00)

06.	23(수)	-	06.	25(금) 2021-1학기	성적	열람,	상담	및	정정(13:00~/~17:00)

06.	26(토)	-	06.	27(일) 하계	계절학기	중간고사	기간

06.	29(화) 2021-1학기	최종	성적	확정(15:00)

6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7.	02(금)	-	07.	12(월) 2021-2학기	전과,	학부	주전공	신청

07.	02(금)	-	07.	12(월) 2021-2학기	재입학	신청

07.	08(목)	-	07.	23(금) 2021-2학기	휴·복학	신청

07.	10(토)	-	07.	11(일) 하계	계절학기	기말고사	기간

07.	12(월) 하계	계절학기	출석인정기간	종료(~12:00,	종강)

07.	15(목)	-	07.	16(금) 하계	계절학기	성적	열람,	상담	및	정정

07.	20(화) 하계	계절학기	최종	성적	확정

07.	28(수)	-	08.	10(화)
2021-2학기	수강	신청	(2021-2학기	개설	과목	강의
계획서	및	맛보기	강좌	제공)

07.	28(수)	-	08.	13(금) 2021-2학기	등록금	납부

7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8.	21(토)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식	(※	변경가능)

08.	27(금)	-	08.	29(일) 2차	모집	합격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8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8.	30(월) 개강	및	강의	송출(12:00~)

08.	30(월)	-	09.	06(월) 2021-2학기	수강	신청	정정

08.	30(월)	-	09.	09(목) 2021-2학기	추가	등록금	납부

09.	07(화)	-	09.	13(월) 취득학점	취소	신청

09.	23(목) 2021-2학기	복학	마감일

09.	30(목) 수업료	5/6	환불기준

9 S M T W T F S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04(월)	-	10.	24(일) 2021-2학기	강의평가(중간)

10.	15(금) 2021-2학기	일반휴학	등록금	이월	마감일

10.	16(토)	-	10.	25(월) 2021-2학기	중간고사(10일간,	추가시험	1일	포함)

10.	18(월)	-	10.	25(월) 교양필수	학점	취득	면제	신청

10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26 27 28 29 30

11.	01(월) 수업료	2/3	환불기준

11.	01(월)	-	11.	10(수) 동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11.	01(월)	-	11.	12(금)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11.	25(목)	-	12.	01(수) 동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정정

11.	25(목)	-	12.	03(금) 동계	계절학기	추가	등록금	납부

1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01(수) 수업료	1/2	환불기준

12.	01(수)	-	12.	23(목) 조기/정규졸업/졸업유예/복수/부전공	신청

12.	04(토)	-	12.	12(일) 2021-2학기	기말고사(~12.12,	9일간)

12.	13(월)
2021-2학기	출석인정기간	종료(~12:00,	종강)

2021학년도	동계	방학시작(12:00~)

12.	13(월)	-	12.	27(월) 2021-2학기	강의평가(기말)

12.	13(월)	-	01.	10(월) 동계계절학기	개설(12:00~)

12.	13(월)	-	02.	27(일) 2021-2학기	수강과목	복습기간(12:00~)

12.	21(화)	-	12.	23(목) 2021-2학기	성적	열람,	상담	및	정정(13:00~/~17:00)

12.	26(일)	-	12.	27(월) 동계	계절학기	중간고사	기간

12.	27(월) 2021-2학기	최종	성적	확정(15:00)

1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1.	04(화)	-	01.	12(수) 2022-1학기	휴·복학	신청

01.	04(화)	-	01.	12(수) 2022-1학기	전과,	학부	주전공	신청

01.	06(목)	-	01.	21(금) 2022-1학기	재입학	신청

01.	08(토)	-	01.	09(일) 동계	계절학기	기말고사	기간

01.	10(월) 동계	계절학기	출석인정기간	종료(~12:00,	종강)

01.	13(목)	-	01.	14(금) 동계	계절학기	성적	열람,	상담	및	정정

01.	18(화) 동계	계절학기	최종	성적	확정

01.	27(목)	-	02.	08(화)
2022-1학기	수강	신청	(2022-1학기	개설	과목	강의
계획서	및	맛보기	강좌	제공)

01.	27(목)	-	02.	11(금) 2022-1학기	등록금	납부

1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31 25 26 27 28 29

02.	19(토)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식	(※변경가능)

02.	23(수)	-	02.	24(목) 2차	모집	합격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2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021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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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학이념

1. 교육이념
우리 대학은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육이념으로 ‘창의

적인 노력·진취적인 기상·건설적인 협동’을 경희정신으

로하여 설립되었다. 여기에서 ‘문화세계’란 고차원적인 정

신문화와 고도의 과학문명이 조화를 이룬 구원한 이상사회 

를 말하며, 이러한 문화세계의 창조는 인류의 원대한 목표

이며 대학인들이 앞장서야 할 소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인터넷 정보기술을 활용한 열린 교육 평생학 

습을 통해 ‘문화세계의 창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인 ‘홍익인간’ 사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2. 교육목적
전문학술에 관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문

화·복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인류사회의 재건을 추구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문화·복지사회는 정신적으로 아름

다운 사회·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인간적으로 보람있

는 사회 건설을 통하여 이룩되며, 이에 우리 대학은 가족, 

국가, 인류 공동체 전체의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

는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3. 교육목표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다음 네 가지를 교육 

의 목표로 삼는다.

▶ 전인교육(全人敎育)

우리는 편향된 교육을 지양하고 지(知)·덕(德)·체(體)의 

종합적인 수련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격의 소유자를 육성하

고자 한다. 한편으로 냉철하고 이지적인 지성을 연마하며 

다른 한편 덕성을 함양하고 강인한 의지를 기르며 진취적

인 기상을 갖도록 종합적인 전인교육을 도모한다.

▶ 정서교육(情緖敎育)

건전한 정서 함양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 명랑하고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연이나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

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해 아름다운 환경을 가꾼다. 또 온화하고

고상한 인품을 소유하며 예술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인성

교육을 추구한다.

▶ 과학교육(科學敎育)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

리는 문화세계를 창조하여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인간사회에서 과학이 차지하

는 비중은 실로 크다. 무릇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의 생활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 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과학교육을 실시한다.

▶ 민주교육(民主敎育)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하고 훌륭한 사회

형태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민주주의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

서 실천되어야 한다. 대학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

도자들을 길러내는 곳이며, 특히 지도자는 민주적인 사상과 

생활에 익숙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적인 사상과 정

신에 투철하여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군들을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해석과 성취내용 및 수준>

■	전인교육(全人敎育)
•해석：지성과 인성이 조화된 전인적인 인격을 소유할수 

있도록 한다.

•성취 내용 및 수준

- 냉철한 지성 연마 → 교양 및 전공지식 습득과 응용

- 덕성과 강인한 의지 함양 → 사회봉사정신 실천

- 진취적 기상 소유 → 리더십과 국제적 소양 실천

■	정서교육(情緖敎育)
•해석：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명랑하

고 밝은 사회를 이루어가게 한다.

•성취 내용 및 수준

- 자연 사랑 → 공동체 의식과 환경보존의식 실천

- 온화하고 고상한 인품 소유 → 다양한 분야의 교양

습득

- 예술적 소양 개발 → 심미적 감각과 감성 적용

■	과학교육(科學敎育)
•해석：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풍

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한다.

•성취 내용 및 수준

- 과학적 사고방식 소유 → 탐구력 및 정보화 능력 활용

- 합리적 사고방식 소유 →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력

활용

- 조직적 사고방식 소유 → 지식 조직력 활용

창학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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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우리대학의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 및 각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세부역량은 아래와 같음

핵심역량 핵심역량정의 세부역량 세부역량정의

인성

기초

역량

지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

진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가

는 능력

인문학적

통찰력

인류의 역사, 철학, 사람의 가치 속에서 인간과 세상의 본 모습

을 바라보는 능력

사회적

감성지능

차이를 가진 타인과의 교감 및 소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

절하고 이해하고, 남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타인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적합한 학

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성취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예술적

창의역량

자연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이해하며 예술

적 감정과 취미를 통해 새로

운 것을 상상하고 창조하는 

능력

예술적 

소양

예술적 표현과 감상의 즐거움을 통해 미적 경험을 가지며, 미적 

경험을 통해 삶의 전반을 조화롭게 형성해나가는 능력

창의적 

역량

예술적 감정과 개방적 사고를 토대로 새롭고 효율성 높은 아이

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과학적

탐구역량

과학적, 합리적, 조직적 사

고를 통해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능력

과학적 

탐구 능력

자연현상에 관한 원리와 법칙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삶에서 바람직

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논리와 추론을 이용해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

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글로벌

민주시민

역량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한 이

해와 통찰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참여하여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능력

공동체 

의식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고 공유하

며, 소속감을 가지고 배려하는 능력

세계시민

능력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국가와 

사회,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참여하여 공동체의 민

주주의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능력

세계평화

가치지향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후원하고 참여하는 능력

[그림]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 및 역량 체계도

■	민주교육(民主敎育)
•해석：인류사회를 민주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한다.

•성취내용 및 수준

- 민주적 사상 내면화 → 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의식 

습득

- 민주적 생활 실천 → 민주적 의사결정 및 생활양식 

실천

4. 교훈과 경희정신

▶ 교훈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훈은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

주화, 생활의 민주화’이다.

우리가 교훈을 학원과 사상과 생활에 있어서의 민주화로 

정한 것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 인격체가 활동

하고 사유하는데 있어 환경 사상적인 제약을 배제하고 인간

이 갖는 자연 상태에서의 창의를 존중하고자하는 의미이다.

•「학원의 민주화」란 학원 내의 제반제도 및 경영 등에서

의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교

직원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보유

하여 구성원 누구나 개인의 창의적인 기상을 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상의 민주화」란 대학의 존립목적과 대학의 주요기

능 중 하나이기도 한 학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

고 제약받지 아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양하면서

도 창조적인 연구풍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활의 민주화」란 가까이 학내외의 모든 행사와 일상

생활에서부터 책임범위 내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하여 

민주화를 실천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경희정신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

설적인 협동’을 경희정신으로 표방한다.

•창의적인 노력：인간의 모든 가치의 근원은 창조에 있

다. 그런데 창조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나

올 수 있다. 인간은 환경에 대해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

나 적극적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즉 창의성과 신념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진취적인 기상：젊은이는 멀리 앞을 내다보며 그 목표

를 향해 매진하는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근

시안적 가치관이나 소극적인 자세를 극복하고, 어떤 난

관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불굴의 기상과 전향적이고 

전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건설적인 협동：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개성을 바

탕으로 한 협동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는 독선적인 고집이나 이기적인 편협성을 넘어 건설적

인 자세에서 협동정신을 길러야 한다.

5. 인재상 및 역량

▶ 인재상

우리대학의 인재상은 교육목표와 연계되어 다음과 같음

교육목표 내용 인재상

전인교육

지성과 인성이 조화

된 전인적인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

지성과 인성이 

조화된 전인적 

소양인

정서교육

자연·환경과 조화로

운 관계를 유지하며 

명랑하고 밝은 사회

를 이룰 수 있다.

예술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지성인

과학교육

합리적이고 조직적

이고, 과학적인 사고

에 의해 풍요롭고 행

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과학적이고 논

리적인 사고를 

겸비한 합리적 

지식인

민주교육

인류사회를 민주화하

는데 선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의식

을 습득한 민

주적 실천인

세부역량
• 인문학적 통찰력
• 사회적감성지능
• 자기주도학습능력

• 예술적 소양
• 창의적 역량

• 과학적 탐구능력
• 문제해결능력

• 공동체 의식
• 세계시민능력
• 세계평화가치지향

핵심역량
인성

기초역량
예술적

창의역량
과학적

탐구역량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인재상
지성과 인성이

조화된
전인적 소양인

예술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지성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겸비한
합리적 지식인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의식을 습득한

민주적 실천인

교육이념

“고등교육의 이념”

창의적 연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사회봉사

“평생교육의 이념”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지향

교육목표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

문화세계창조를 위한 유능한 지도자 양성과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의 평생교육 기여

교육목적

교육이념

문화세계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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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

2000년 3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법 개정

령” 발표를 통해 원격교육으로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

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

게 되었다. 이에 학교법인 고황재단은 4월 10일 ‘경희사

이버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반년간의 준비를 

거쳐 11월 30일 입학정원 800명으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

았다.

2001년 3월 3일 인터넷 정보기술을 통한 열린교육, 평

생학습을 통한 ‘문화세계의 창조’를 기치로 e-비즈니스학

과, 사이버NGO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디지털멀티미디

어학과의 4개 학과, 800명의 학생으로 경희사이버대학이

라는 명칭으로 개교하였다. 초대 학장으로는 설립추진 위

원회 위원장이었던 권문택 교수가 취임하였다. 그 해 6월 

20일, 9개 대학으로 처음 시작한 원격대학의 협의체인 한

국 원격대학교육협의회 회장교로 추대되어 선도적인 사이

버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1월에는 

경영정보학과, 자산관리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사회복지

전공의 3개 학과와 1개 전공을 추가 개설하였고, 디지털멀

티미디어학과를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과 멀티미디어공학

전공의 디지털멀티미디어학부로, 사이버NGO학과를 NGO

전공과 사회복지 전공의 사이버NGO학부로, 학과 및 전공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1,600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2002년 3월에는 2대 김준형 학장이 취임하여 재임기

간 중 행재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화를 도모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11월에는 세무회계학과, 행정학과, 문화

관광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영미학과의 6개 학과를 추

가 개설하고, 사회복지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NGO전공을 

사이버NGO학과로, 멀티미디어공학전공을 정보 통신학과

로,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을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로, 호

텔관광경영학과를 호텔경영학과로 전공명칭을 개정하였으

며, 입학정원을 2,400명으로 증원승인 받았다.

2003년 1월 13일에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해외탐방을 

시행하였고 첫 행선지는 중국이었다. 3월에는 학교 규모의 

증대에 발맞추어 기존의 부로 편제된 행정 직제를 처로 승

격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의 면모로 일신하였다. 5월에

는 문화관광학과를 관광레저경영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

하였다. 6월에는 기존의 학장 체제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

라는 교명 변경을 통해 1대 총장으로 경희대학교 조정원 

총장이 겸직 취임하였다. 11월 24일에 조정원 총장의 경희

대학교 총장 퇴임에 따라 2대 박건우 총장이 본교 단독 총

장으로 취임하며 사이버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

주하기 시작하였다. 12월에는 경영정보학과를 글로벌경영

학과로 사이버NGO학과를 NGO학과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경희대학교와의 학점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인 산하

의 2개 대학의 학생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2004년 2월 21일에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9명

의 조기 졸업생을 배출하여 200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

식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8월 26일에는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인 6개 스튜디오가 722.4㎡ 면적으로 개관하였고, 8

월 30일에는 현재 본교의 특성화 사업인 국제화의 물꼬를 

트는 베트남 하노이외국어대학교와의 첫 국제 교류협정

이 체결되었다. 9월에는 온라인학습지원처와 정보지원처

를 온라인교육지원처로 통합하는 직제 개편이 있었고 국

내 사이버대학 최초 지역학습관인 영남지역학습관을 개관

하였다. 이어 11월에는 호남지역학습관을 개관하였다. 12월

에는 한국인이 설립한 몽골 최고의 사립대학인 울란바토

르대학교와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벤처농업경영학과

를 추가개설하였다.

2005년 1월에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경기지역

지역학습관을 개관하였다. 2월에는 부총장 직제를 신설하

고 학생지원처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이 있었다. 2월 26일

에는 첫 정규학사학위 수여식인 2004학년도 전기 학위 수

여식이 거행되어 36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4월에는 

행정공간 확대를 통해 학생지원처 및 학과 사무실을 개관

하였고 필리핀 4개 대학과 G.C.S Consortium Philippines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7월에는 대전 충청지역 지역

학습관을 추가 개관하였고 재미 한국인학교 연합체인 재

미한인학교협의회(NAKS)와 한국인교사 양성을 위한 국제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9월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의학 강좌인 e-Health Program 공동 활용을 위한 경

희의료원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사회공헌 콘텐츠의 시

작을 열게 되었다. 10월에는 미국 달라스 CEL(Center of 

English Language)과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첫 해외 

지역학습관인 KHCU Study Hall을 개관하였다. 11월에는 

창학 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한류

문화언어학과와 문화예술경영학과의 2개 학과를 추가 개

설하였다. 12월에는 대기업과의 첫 산학협약으로 삼성전기 

주식회사와 임직원 131명의 위탁교육을 목적으로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인도 델리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체

결하여 국제교류지역을 확대하였고, 1월 31일에는 실질

적인 국제교류를 위한 필리핀 PCST대학(Pangasinan 

Colleges of Science and Technology)으로 본교 첫 해

외어학연수단을 파견하여 16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해외어

학연수를 실시 하였다. 8월에는 미국 NAKS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한인학교협의회와 한국인교사 양성을 위한 국제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본교가 한류 및 한국어보급을 위한 

선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 

9월에는 교육부 초청으로 국내에서 e-러닝 관련 국제박람

회로 처음 개최된 제1회 국제 e-러닝 박람회에 원격대학 

대표로 참가하여 본교 콘텐츠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에 선

보였다. 11월에는 입학관리처 및 학부제를 신설하였고 국

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와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월 학교법인 고황재단은 경희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

고 2대 박건우 총장이 3대 총장으로 중임하여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국제화를 선정, 유비쿼터스 글로벌대학으로의 위

상을 굳건히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

다. 2005년원격대학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학

사 및 재정운영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은 이래 선도적 사

이버대학의 위상을 굳건히 해온 우리 대학은 12월에 있었

던 원격대학 시범평가에서 전체 최우수평가를 받아 그 위

치를 재확인하는계기가 되었다.

2007년 4월에는 학생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동

아리방을 개관하였고, 5월 10일에는 한국경제신문사와 한

국 소비자포럼이 주최한 2007년 한국소비자의 신뢰 기업

대상(Korea Trust Company Awards)을 수상하였다. 7월

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전체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6개 전 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전

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

께 본교 “KHCU 국제화교육 계획”이 원격대학 특성화사업

으로 선정되어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위상강화와 구체적 실

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10월에는 사회복지학과에 노인복지전공을 추가 개설하였

다. 11월에는 한류문화언어학과를 한국어문화학과로, 영미

학과를 미국학과로 전공명칭을 변경하였고,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을 2,800명으로 증원승인 받았다. 2007년 한해는 

대외적인 수상과 교육부의 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이 추진

해 온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해였으며, CJ푸드시스템,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METRO, 서울체신청, 삼성반도체, 

산재의료관리원, 서울특별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삼

성LCD 등 국내외 주요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산관학협약

을 통한 대외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였다.

2008년 2월에는 태국 시나카린위롯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인도네시아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글로벌대학으로의 위상강화를 위해 국제

교류지역을 꾸준히 확대해나아가고자 노력하였다. 동월 우

리 대학은 ‘The Company of Korea 2008’ 신뢰기업경

영혁신 부문을 수상한데 이어 6월과 10월에는 2008 한국 

U-러닝연합회에서 주최한 콘텐츠 우수 e-러닝 품질 인증

을 획득하였다. 7월에는 호텔관광벤처학부를 호텔관광외

식학부로, 벤처농업경영학과를 외식농수산경영 학과로 전

공명칭을 변경하였고, 노인복지전공을 노인복지학과로 개

설하였다. 9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연속 수상하였다. 10월에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전환 인가 

확정됨으로서 사이버대학의 교육여건을 한층 높여 학생들

에게질 좋은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1월에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제3회 대한민국인터넷대상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여 최우수 사이버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2008년에도 휘닉스

파크, 현대푸드시스템, 삼성테크윈, CJ푸드빌 등과 위탁교

육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프리챌,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과의 산학협동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 스페셜 채널을 개설

하였으며,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KHCU 국제화교육” 특성

화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KHCU의 우

수한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09년 2월에는 필리핀 LCCM 대학교와 국제교류협정

을 체결하여 글로벌 대학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또

한, 한국U-러닝연합회에서 시행한 콘텐츠 품질인증 평가

에서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최고 등급인 ‘최우수 평가등급

(AAA)’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내 다시 한 번 최고의 e-

러닝 전문기관 및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3

월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제11차 브

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2009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KBPI)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5월에는 디지털 조선일보 주최 ‘2009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수상’, 조신일보 주최 ‘2009 

대한민국 교육경영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면서 사이

버대학을 대표하는 교육 브랜드로서 브랜드 파워를 여실

히 보여줬다. 8월에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설립정신을 강

화하고 양 기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희대학

교 조인원 총장이 4대 경희사이버대 총장으로 겸직·취임

하였다. 이 밖에도 2009년에는 평택시청, 삼성전자 서비

스㈜, ㈜신세계, 삼성디지털이미징,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많은 사업체와의 위탁교육협약 체결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동서신의학병원과의 

산학협동협약으로 의료비 감면 및 차별화된 의료 혜택 제

공으로 경희가족으로서의 소속감과 혜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3월에는 학술정보원에서 주최하는 ‘e-러닝 품

질관리 센터 인증’을 획득하여 e-러닝 교육의 질적 안정

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월에는 ‘글로벌 타워 

착공식’을 통해 세계적 명문 사이버대학으로 나아가기 위

한 인프라 구축의 첫 발걸음을 대내·외에 알렸고, 10월에

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명실상



16  


  2021 경희사이버대학교 요람 Kyung Hee Cyber University  


  17

•약 사I 대학 소개

부한 종합대학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대

학원은 정원 140명에 호텔관광대학원, 문화창조대학원 2

개 대학원으로 구성된다. 호텔관광대학원은 총 60명 정원

으로 호텔외식 MBA, 그린관광레저개발, 문화창조대학원은 

총 80명 정원으로 미디어문예창작, 글로벌한국학으로 4개 

전공이 개설되었다. 11월에는 4대 조인원 총장이 5대 총장

으로 연임하였다. 이 밖에도 2010년에는 에이스컴, 서울도

시가스그룹,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 한국통계조사 

연구소, ㈜파마킹, 삼성전기 새마을금고,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 ㈜KT 등 여러 사업체와의 위탁교육협약 체결을 하였

으며, 롯데호텔월드와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개교 10주년을 맞아 새롭

게 도약하였다. 지난 3월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을 신

설하면서 명실상부한 온라인 종합 고등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춘 우리 대학은 “온·오프라인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미래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비전

을 실현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5

월에는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0년간 

이룩한 성취와 의미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

을 선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경희학원 김용철 이사

장을 비롯한 조인원 총장, 교수, 재학생, 동문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평화의전당을 뜨겁게 달궜다. 9월에는 ‘세계

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 Academic Impact(UNAI)-

경희 국제회의’가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Give Peace 

Another Chance)”라는 주제로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 

진행되었다. 이번 국제회의는 13시간의 시차가 있는 서

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과 뉴욕 UN본부를 웹캐스팅

(webcasting)으로 연결하는 쌍방향 화상회의로 진행되었

고, 인터넷과 웹캐스트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

송되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

국경제신문사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2011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사이버대학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는 2007, 2008년에 이어 3번째 수상으로 사이버대학을 

대표하는 교육 브랜드로서 브랜드 파워를 여실히 보여줬

다. 이밖에도 2011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스포츠서울미

디어, ㈜삼성화재해상보험, ㈜아리랑TV미디어, ㈜꼬레뱅 

보나베띠와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하였고 ㈜서희건설, 삼성

석유화학㈜, 삼성전자로지텍㈜, 한국세무사회 등 여러 사

업체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말레

이시아 헬프대학교, 중국북경외국어대학교 배훈학원, 북경

공업대학교 외국어학원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경희

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과 교육·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함

으로써 교류협력의 폭을 넓혔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12년을 새로운 비전 

‘Transversity 2020’을 실천하는 첫 해로 삼았다. 이를 실

천하기 위해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

지와 연계해 교양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였다. ‘후마니타

스 칼리지’가 신설되면서 신규 과목 제작 및 대학원 강의 

콘텐츠 확충을 위한 HD멀티 스튜디오를 확장 개관하였다. 

개교 직후부터 100% 자체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

설계, 콘텐츠 디자인, 영상 제작과 관련된 우수 인력과 설

비를 기반으로 강의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온 경희

사이버대는 국내 사이버대 중 최대 규모의 HD 멀티 스튜

디오 완공으로 명실 공히 국내 최고 e-러닝 콘텐츠 제작

의 메카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 러닝 어플리케이

션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모바일 접근성이 높아졌다.

특히, 경희대와 함께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21’ 비

전을 수립하였고, ‘Space21'의 핵심사업인 ‘글로벌타워’ 

설립은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실천을 융합하는 지구적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는 경

희의 미래교육을 상징할 것이다.

그 밖에 ‘2011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최우수기관

선정’, ‘2012 여성 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 대상 사

이버대학 부문 1위 선정’, ‘2012 한국품질혁신우수기업 선

정’,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12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사

이버대학 부문 대상’ 및 ‘2012년 소비자의 선택 사이버

대학부문 대상’ 등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NHN㈜와 교육 및 학술 교류를 통해 네이버 TV Cast에 

경희사이버대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하여 온라인을 

통한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SPC 그룹, 한화호텔&리조트, ㈜대명레저산업 비발디파

크, ㈜휘닉스파크,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

워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보광, 삼성생명보험㈜ 와 산학

협동을 맺었고,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관·

학 교류협약, 국방부와 학·군 제휴통합협약을 맺었다. 그 밖에 

CJ파워캐스트㈜, CJ E&M㈜, 교보생명보험㈜, 삼성코닐 정밀소

재㈜, ㈜효성, 경기지방경찰청, 삼성디스플레이㈜, ㈜SRS Korea 

등 국내 유수의 사업체와 산업체 위탁교육을 체결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국제호스피탈리티 연

구개발센터, 캐나다 프레리 국제 언어교육센터, 캐나다 위

니펙 기술대, 멕시코 나야리트 자치대, 미주한국학교 연합

회, 신한 카자흐스탄 은행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13년, 교육·연구·실천 전 분야

에서 국내 최정상의 위상을 확립하고 온라인 고등교육의 미

래를 여는 제 2의 도약을 시작하였다. 탁월한 콘텐츠, 글로

벌 네트워크, 가치창조 플랫폼 구축을 위한 ‘KONACTed’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새로운 온라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

다.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교양강좌를 무료로 공개하는 

등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

하고 경희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양과목과 일부 정보통신 

관련 과목을 교류하였다. 3월에는 한화그룹과 한화사내대

학 운영을 시작하여 총 정원 600명 3년제 비학위 과정에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콘텐츠와 인적 자원을 공유하

게 되었다. 이밖에도 한국남동발전, ㈜CJ 텔레닉스, 서울

특별시 청소년 시설협회, 제천시청, 조선비즈, 한국장애인

연맹,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지적공사, 한국서부발전㈜, 

소방산업공제조합, 에너지 관리공단 등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월에 우리대학은 사이버대학 최초로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에 첫 교환학생을 파견 했을 뿐 아니라 6월에

는 해외대학전문행정프로그램(Learn for University)을 실

시, 현장 연구 인력을 Coursera, edX, Penn State World 

Campus 등에 파견하였다. 7월에는 ‘2013년 한국국제교

류재단(KF) 한국학 온라인강의’ 시행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한국학 7개 

강좌 총 38개의 강의를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 태국 나

레수완대학교, 체코 찰스대학교, 멕시코 나야리트자치대학

교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11월에는 2007년 이후 6년 만에 교육부 지원, 원대협 

주관의 사이버대 역량평가를 받았고 12월에는 컨슈머포스

트 주최,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 소비

자 대상’ 에서 소비자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온라인

대학 가운데서도 특히 우수한 교육 콘텐츠 제작, 공유교육

을 통한 사회공헌 등 독보적 성과를 보이며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 2013 선취업-후진학 특성

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사이버대학 최초로 모

바일 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는 후 마

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의 강점과 통섭적 인재를 요구하는 

IT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접목시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자함이다. 이에 더하여 스포츠 분야 국내 최고 위치에 있

는 경희 학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2014년 경희사이버대학

교스포츠 경영학과를 신설했다. 스포츠경영에 대한 철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등 폭넓은 융합 학문의 이론과 함께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스포츠 관련 종사자 및 희

망자의 전문가로의 교육, 취업, 창업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1월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슬라보예지젝 특강’

을 시작으로 ‘마이클푸엣 교수 내한 특강’, ‘주한미국대사

관과 경희가 함께하는 명사 특강’, ‘하버드대학교 교수 마

크쉘 박사 특강’, ‘이야기치료 전문가 마크고든 초청 국제 

워크숍’, ‘로널드 보그, 그레그렘버트 교수 초청 홍릉 어소

시에이션세미나’등 세계 석학과 함께하는 명품 강의들을 

선보이며 지적자산을 사회와 함께 향유하고 소통하는 공

유교육을 통해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주력

하였다. 같은해 3월에는 미래를 향한 새 날개를 펼치기 위

해 홍릉 밸리에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제 2 캠퍼스 ‘아카피

스관(ACAPEACE)’을 개관하였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 가

치를 내포하고 있는 아카피스의 뜻과 같이 아카피스관은 

일반시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복합 학술·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재학생에게 더 넓은 캠퍼스

를 제공하였다.

10월에는 한국대학신문 ‘교육콘텐츠 우수대학’대상

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e-러닝 콘텐츠 

AAA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경희사이버대학교의 탁월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대외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활동

에도 주력하였다. 2014년 1월에는 SPC그룹과의 협력을 확

대 하여 SPC컬리너리아카데미의 세계적 명성의 르노뜨

르 요리·제과 교육과정에 장학생 3명을 선발하였다. 8월

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구리농수산

물도매 시장 유통 종사자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협

력을 약속 하였고 10월에는 한화S&C와의 협약을 통해 본

교 ISP(정보 화전략수립)사업 무상 지원을 받는 등의 다양

한 교류 협력을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경기도청, ㈜하나투

어, CJ푸드빌, W호텔 등 유수의 단체 및 기업들과 추가적

인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해외 대학 및 기관과

의 교류 협력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미국 페어레이디킨스

대 ‘UN 글로벌 리더십 현장학습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경

희대학교와 공동 운영하였고 KF 한국학 온라인 강의 시행

기관으로서 콘텐츠 활용에 앞서 중국 화중사범대와 멕시

코나야리트자치대학의 초청을 받아 특강을 진행하였다. 12

월에는 8개 사이버대학교 연합 미국LA 교육설명회를 개최

하여 LA 지역의 재외동포에게 사이버교육을 알리고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LA한인상공회의

소와 미 주한국학교협의회와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우리 대학은 상담심리학과를 신설하고 교육과 

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담 및 심

리학 분야의 사회 학문 수요에 조응하고 실제 입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년간 확인해 온 희망 개설 전공에 대

한 대학의 응답이었다.

같은 해 5월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미래 고등교육에 대

한 대응방안 및 전략을 모색하고자 미래고등교육연구소 주

관 제1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미래 교육의

시도 및 확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IBM, 어썸스쿨, 

아카데미X 등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도하는 기관들이 주제 

발표를 함께 했다. 그리고 9월, 우리 대학은 경희대학교, 중

앙일보와 함께 ‘소통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소통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소통 능력을 겸비한 미래의 리더들

을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고의 소통 전문교육기관 <커뮤니

케이션 스쿨: 호모 커뮤니쿠스>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

였다. 이 과정은 기존 대다수의 소통 교육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온 것과는 달리, 리더의 

소통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

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11월에는 5월에 있었던 제1회 미래

고등교육세미나에 이은 제2회 미래고등교육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제2회 세미나는 급변하는 미래 고등교육에 대한 대

응방안 및 전략을 모색하고자 ‘미래 시민을 위한 고등교육

의 역할’을 주제로 했다. ‘대학의 혁신’, ‘빅히스토리관점에

서의 미래시민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며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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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미래시민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을 생각해 봄으

로써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2015년, 우리는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대학의 사회

적 책무 이행을 위해 Engagement21 프로그램을 기획 시

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종, 국가, 민족, 이념, 계급의 배

타성을 넘어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는 지구공동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경희 학원의 창학 정신 ‘문화세계 창조’

가 바탕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2015년 우리 대

학은 경희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동대문구, 용인시 등 지

역사회를 시작으로 난치병 환자, 다문화가정, 탈북 주민, 해

외 동포 및 외국인, 고령층 등 그 누구보다 교육이 필요한 

소외 및 취약계층에게 우리 대학의 정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융복합 트렌드에 발맞춰 학과 통합 및 신

설이 이루어졌다. IT·디자인융합학부가 컴퓨터정보통신공

학전공, 콘텐츠디자인 전공, 미디어모바일 전공, 3개 전공

으로 운영되고,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 전공, 노인복지 

전공, 아동·보육 전공으로 세분화되어 2개 학부(7개 전공)

와 17개 학과로 새단장하였다. 또한 외식농산업경영학과

는 외식조리경영학과로, e-비즈니스학과는 마케팅·지속

경영리더십학과로 개편되었다. 6월에는 미래고등교육연구

소 주관 제3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창업, 취업, 전직과 

고등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프랑스 스타트업 장려 프

로그램 '에콜42', 유타대의 커리어 트레이닝 등 창업, 취업, 

전직을 둘러싼 국내외 고등교육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

어서 11월에 '10년 후 고등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제4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SK Creative 

Challenge 연구 사례 발표', '고등교육에서의 Gamification', 

'2016 글로벌 고등교육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통

해 향후 고등교육 변화에 대한 밀도 있고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Engagement21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국혈우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혈우병 환우와 가족에게까

지 대학 입학의 기회를 활짝 열었다.

2017년에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지난 6년간 쌓

아온 인문·교양교육의 뛰어난 명성과 혁혁한 성과에 기

반해 후마니타스학부를 신설하고, 2개 전공, 인문·고전전

공과 NGO·시민정치전공(전 NGO학과)을 마련했다. 또한 

실용음악학과와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고 콘텐츠디자인전공

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으로, 모바일융합학과는 미디어커

뮤니케이션학과로, 미국학과는 미국문화영어학과로 호텔경

영학과는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로 개편했다.

여주시, 성북구,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광역

시,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

회 주민을 넘어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

민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3월에

는 2017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2

년 연속 1위, 11월에는 ‘제44회 매일경제광고대상’ 신문부

문 캠페인 대상을 차지했다. 11월 30일부터는 제26차 해외

탐방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봉사여행’을 다녀와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것을 넘어 나눔 실천 프로그램(뚝들라 초등

학교 기증 도서관 착공식, 후원물품 전달, 우물 기증)을 진

행함으로써 경희의 가치와 철학을 근간으로 대학의 사회

적책무를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재학생, 예비 입학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12월 

학생상담센터를 개소했다. CTI 시스템을 도입해 과학적 분

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매뉴얼 제작 

및 부서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개강 특강, 종강 특강, 취업·재취업·창업 특강, 해외 석

학 특강을 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대학으

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2018년에는 전공 체제에서 공공서비스경영학과를 보건

의료관리학과로 개편하였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추진했다.

문경시, 하남시, 서울시 도봉구, 서귀포시, 인천시 중

구와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KT M&S, 한국철도공사

(Korail), 주택관리공단, (주)쿠팡, (주)ADT 캡스, 아워홈, 삼

성웰스토리 등 국내 유수 기업 재직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협약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군부대로는 51사단, 

28사단, 특수전학교 등과 학군협약을 체결했다.

해외 관련해서는 미주 중앙일보, 오렌지카운티한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호주 골드코스트한인회,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등의 기관과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1월에는 2018 고객감동·국가경쟁력브랜드 대상’온라

인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4월에는 한국산업의 브랜

드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에서 3년 연속으로 1위 수

상했다. 5월에는 교육부 재정지원 특성화사업인 ‘성인학습

자 역량강화 교육콘텐츠개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1월

에는 매일경제광고대상 신문 부문 대상을, 12월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과 교육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사이버대 최초로 수상하면서 대외적 위상을 제고 

하였다. 6월에 제27차 해외탐방으로 스페인을 다녀왔으며 

12월에는 제28차 해외탐방으로 호주를 다녀왔다.

이밖에 개강 및 종강특강, 취업 및 재취업 특강,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다양하게 진행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대학

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전공체제에서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

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한방건강관리학과가 신설되

었으며, 일부 학과 또는 전공 과정이 소프트웨어디자인융

합스쿨(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

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문

화커뮤니케이션학부(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예술경영전

공),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으

로의 개편이 추진되었으며, 인문고전전공은 후마니타스학

과로 NGO 사회혁신전공은 NGO 사회혁신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양평군과의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학습센터운영 등을 통

해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 연계의 틀도 마련하였다. 또한, 

수협은행, ㈜에스에스지닷컴,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제주도청, 제주상공회의소, 롯데 주류 등과 협약을 통해 국

내 유수 기업 재직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협약도 지속적으

로 체결하고 있으며, 군 부대로는 35사단, 23사단, 12사단 

9사단, 22사단, 미사일사령부, 군수사령부 등과 학군협약

을 체결하였다. 기존 협약에 더하여 새롭게 협약 부대병사

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20년에는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가 학부로 개편되었

고, 미래과학, 문화창조, 글로벌리더십계열이 미래·문화·

글로벌리더십 계열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수원시, 의령군과의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학습센

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 연계의 틀도 마

련하였다.

또한, 네이버, 하나은행,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하

림, 인천공항시설관리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롯데 주

류 등과 협약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 재직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협약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지난 20년, 우리 대학은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새롭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2021년에도 우리는 미래대학의 새로

운 모델을 창출해 가는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계속할 것

이다. 이러한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도전과 새로운 모험의 

원동력은 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의 소통과 화합, 열정과 

도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은 또 다른 미

래와 비전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 나

은 교육’, ‘더나은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연구·실

천·행정·대학문화 등 전 부문에서 혁신을 거듭하여 세

계적인 온라인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성원 모두

의 노력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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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학 소개 •연 혁

2000. 03. 13  교육부 “평생교육법 개정령” 발표

 04. 10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08.  30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계획 승인

 09.  30  경희사이버대학교 인가신청

 11.  03  4개학과 개설 (e-비즈니스학과, 사이버

   NGO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디지털멀

   티미디어학과)

   입학정원 800명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인가

2001. 01. 10 제1대 권문택 학장 취임

 03. 03  개교 및 2001학년 신입생 입학

 06. 20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 회장교 추대

 12. 05  3개학과 1개전공 추가 신설 (경영정보학과, 

자산관리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사회복지

전공) 학과 및 전공명칭변경 (디지털멀티미

디어학과→디지털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

어공학전공,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 사이

버NGO학과→사이버NGO학부：NGO전공, 

사회복지전공)입학정원 1,600명으로 증원

2002. 03.  01  제2대 김준형 학장 취임

 03.  02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

 11.  25   6개학과 추가신설 (세무회계학과, 행정학

과, 문화관광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영미

학과)학과명칭 변경 (사회복지전공→사회복

지학과, NGO전공→사이버NGO학과, 멀티

미디어공학 전공→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

어디자인전공→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호

텔관광경영학과→호텔경영학과)입학정원 

2,400명으로 증원

2003. 01. 13  제1차 해외탐방 (중국)

 03. 01   2003학년도 신입생 입학 직제개편

(‘부’→‘처’로 승격)

 05. 02   학과명칭 변경 (문화관광학과→관광레저경

영학과)

 06. 01  총장직제 신설, 1대 조정원 총장 취임

 07. 08  제2차 해외탐방 (러시아, 일본)

 11. 24 2대 박건우 총장 취임

 12. 09  학과명칭 변경 (경영정보학과→글로벌 경영

학과, 사이버NGO학과→NGO학과)경희사

이버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학점교류 체결

2004. 02. 08 제3차 해외탐방(오스트레일리아)

 02. 21  200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국내 사이

버대학 중 최초 조기졸업생 배출)

 03. 01 2004학년도 입학식

 08. 15 제4차 해외탐방 (중국, 일본)

 08. 21 200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08. 26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 개관

 08. 30  베트남 하노이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협정

체결

 09. 01  직제개편 (온라인학습처+정보지원처→온라

인 교육지원처)

 09. 04 영남지역 지역학습관 개관

 11. 20 호남지역 지역학습관 개관

 12. 01 몽골 울란바토르대학교 국제교류 협정체결

 12. 09 1개학과 추가신설 (벤처농업경영학과)

2005. 01. 18 경기지역 지역학습관 개관

 02. 14 제5차 해외탐방 (터키)

 02. 25  부총장 직제 신설, 학생지원처 신설

 02. 26   200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첫 정규학

사 학위 수여)

 03. 01 2005학년도 전기 입학식

 04. 01 학생지원처 및 학과 사무실 개관

 04. 29  G.C.S Consortium Philippines 국제교류협

정 체결

 07. 16 대전·충청지역 지역학습관 개관

 07. 22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교류협정 체결

 08.  사회교육원 설립

 08. 20 제6차 해외탐방 (러시아)

   2004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08. 27 2005학년도 후기 입학식

 09. 13 경희의료원 협정체결

 11. 04  2개학과 추가신설 (한류문화언어학과, 문화

예술경영학과)

   계열명칭 변경 (인문, 공학, 예술계열→정

   보문화예술, 사회→사회과학, 관광호텔→

   호텔관광벤처)

 12. 09 삼성전기㈜ 산학협동협약 체결

2006. 01. 12 인도 델리대학 국제교류협정 체결

 01. 31 제1차 해외어학연수 (필리핀)

 02. 04 제7차 해외탐방 (일본)

 02. 18 2005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

 03. 01 2006학년도 전기 입학식

 08. 19 캐나다한인학교협의회 국제교류 협정 체결

연 혁
 08. 26 200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08. 27 2006학년도 후기 입학식

 09. 27 국제 e-러닝 박람회 참가 (KINTEX)

 11. 01 입학관리처 신설 및 학부제 변경 승인

 11. 24 제3대 박건우 총장 중임

 11. 27 삼성전자㈜ 산학협동협약 체결

2007. 01. 16 ㈜CJ푸드시스템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01. 30 제8차 해외탐방(호주)

 02. 24 2006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03. 01 2007학년도 전기 입학식

 04. 25 동아리방 개관

 05. 10 2007 한국소비자의 신뢰 기업 대상 수상

 06. 15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학협동협약 체결

 06. 29 서울 METRO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7. 05  원격대학 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6개 전영역 최우수)

 07. 05  원격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KHCU 국제화교육 계획)

 07. 12 마포구청 관학협동협약 체결

 07. 13 서울체신청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8. 24 제9차 해외탐방 (캐나다)

 08. 25 2006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08. 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학협동협약 체결

 09. 01 2007학년도 후기 입학식

 10. 30 1개 전공 추가 신설 (노인복지 전공)

 11. 08 입학정원 2,800명으로 증원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산학협동 협약체결

 11. 12  학과명칭 변경 (한류문화언어학과→한국어

문화 학과, 영미학과→미국학과)

 11. 15 산재의료관리원 산학협동협약 체결

 11. 29 서울특별시와 관학협동협약 체결

 12. 0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학협동협약 체결

   삼성전자㈜ LCD총괄 산학협동협약 체결

2008. 01. 26 제10차 해외탐방 (싱가폴, 말레이시아)

 01. 30 종로구청 관학협동협약 체결

 02. 22 태국 시나카린위롯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02. 23 200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03. 01 2008학년도 전기 입학식

 03. 19 ㈜휘닉스파크 산학협동협약 체결

 04. 03 ㈜프리챌 산학협동협약 체결

 04. 07 ㈜다음커뮤니케이션 산학협동협약 체결

 05. 21 ‘The Company of korea 2008’ 신뢰

   기업·경영혁신 부문 수상

 05. 22 인도네시아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06.   2008 한국 U-러닝연합회, 콘텐츠 우수

   e-러닝 품질 인증 획득

 07. 09 1개 학과 신설(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

   →노인복지학과)

 07. 13 제11차 해외탐방 (독일, 오스트리아)

 07. 15 다음세대재단 산학협동협약 체결

 07. 28 학부 및 학과 명칭 변경(호텔,관광,벤처학

   부→호텔관광외식학부, 벤처농업경영학과

   →외식농수산경영학과)

 08. 14 서울상공회의소-노원구상공회 산학협동협

   약 체결

 08. 23 2007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08. 30 2008학년도 후기 입학식

 09. 23 ‘2008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10.  2008 한국 U-러닝연합회, 콘텐츠 우수

   e-러닝 품질 인증 획득

 10. 31 고등교육기관 전환 인가

 11. 21 ‘제3회 인터넷대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상’ 수상

 11. 24 ㈜현대푸드시스템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MSA 인증원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2. 01 삼성테크윈㈜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CJ푸드빌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2. 12 지방행정연수원 상호교류협약 체결

 12. 15 대웅제약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라마다 호텔&스위트 서울센트럴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장천아트홀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2. 26 한국산업안전공사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2009. 01. 05 평택시청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1. 09 ㈜신세계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1. 11 제12차 해외탐방 (일본 북해도)

 02.  2008 한국 U-러닝연합회,

   콘텐츠 우수 e- 러닝 품질 인증 획득

   사이버대학교 최초 강의 콘텐츠 최우수

   (AAA) 등급 획득

 02. 08 동계 어학연수(필리핀 LCCM 대학교)

 02. 16 필리핀 LCCM 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삼성디지털이미징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2. 21 200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02. 28 2009학년도 전기 입학식

 03.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제2의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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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02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3. 12 ‘2009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위’ 선정

 04. 03 동서신의학병원 산학협동협약 체결

 05. 08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 상공회 산학협

   동협약 체결

 05. 14 ‘ 2009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

   교육드 대상’ 수상

 05. 20 ㈜엠뮤지컬컴퍼니 산학협동협약 체결

 05. 27 ‘2009 대한민국 교육경영대상’수상

 06. 16 ‘한국소비자 신뢰기업 대상’ 수상

 07.   2008 한국 U-러닝연합회, 콘텐츠 우수 e-

   러닝 품질 인증 획득

 07. 06 하계 어학연수(캐나다 위니펙대학교)

 07. 12 제13차 해외탐방 (이탈리아, 프랑스)

 07. 21 조인스닷컴 산학협동협약 체결

 08. 17 제4대 조인원 총장 취임

 08. 22 2009학년도 후기 입학식

 08. 29 200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12. 10 ‘고등교육 e-러닝 콘텐츠 우수사례 최우수

   상’ 수상

 12. 14 삼성광주전자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삼성리빙프라자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삼성LED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도로교통공단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서울9호선운영㈜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신한카드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산업체 위탁교육협

   약 체결

 12. 22 입학정원 3,000명으로 증원

 12. 28 보건복지가족부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삼성전기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조선호텔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인터컨티넨탈호텔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2010. 01. 18 에이스컴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1. 25 제14차 해외탐방 (호주)

 02. 20 2009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02. 24 서울도시가스그룹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한국통계조사연구소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주식회사 파마킹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삼성전기 새마을금고 산업체 위탁교육협

   약 체결

 02. 27 2010학년도 전기 입학식

 03.   학술정보원, e-러닝 품질관리센터 인증 획득

 04. 29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KT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5. 28 글로벌타워 착공식

 07. 02 제15차 해외탐방 (미국)

 07. 05 하계 어학연수(캐나다 위니펙대학교)

 08. 21 200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08. 27 롯데호텔월드 산학협동협약 체결

 08. 28 2010학년도 후기 입학식

 10. 13 ‘제10회 한국대학신문 대상’ 교육콘텐츠

   우수대학 수상

 10. 26 대학원 설립 인가 (호텔관광대학원, 문화

   창조대학원) 입학정원 140명

 11. 22 제5대 조인원 총장 연임

 10. 24 ㈜현대그린푸드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1. 29 ㈜삼성전자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1. 29 근로복지공단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1. 30 안산시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2. 08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광고

   및 공익 캠페인 부문 최우수 광고 수상

 12. 14 ㈜에스케이준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2. 14 CJ텔레닉스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2. 14 ㈜아넬로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12. 17 ‘2010 웹어워드 코리아’ 사이버대학부분

   최우수상 수상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문 산업체 위탁

   교육협약 체결

2011. 01.  ‘모바일 웹서비스 준수율 조사’ 사이버대학

   교부문 1위 선정

 01. 03 동계 어학연수(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01. 10 피디피와인주식회사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1. 10 한국엘리베이터㈜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1. 19 ㈜케이티스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1. 24 제16차 동계 해외탐방(호주)

 02. 10 ㈜호텔롯데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2. 19 2010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02. 25 ㈜롯데미도파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2. 26 2011학년도 전기 입학식 (대학, 대학원)

 03. 01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개원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그린관광 레저개발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03. 02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학협동협약 체결

 03. 04 ㈜유일건영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3. 08 ‘2011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위’ 선정

 03. 09 스포츠서울미디어 산학협동협약 체결

 03. 14 ㈜서희건설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현대산업개발㈜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4. 13 휴텔뉴크라운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4. 28 삼성석유화학㈜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정인일렉텍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5. 02 삼정전자로지텍㈜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의종개발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5. 21 개교10주년 기념식 및 문화축제

 05. 23 대학원 모집단위 변경

   (전공별 정원 → 대학원별 정원)

   전공명칭 변경

   (그린관광레저개발전공 → 관광레저항공경

   영전공)

 06. 07 서울성심병원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CJ엔시티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씨에스디지탈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구미1대학 산학협력단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6. 14 한국세무사회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7. 12 제17차 하계 해외탐방(유럽)

 07. 14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갱신 협정

   체결 (대학원 추가)

 07. 21 원격교육연수원 설립인가

 07. 28 ㈜칸테크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한라공조㈜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더클래스효성㈜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누리봄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8. 12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산업체 위탁

   교육협약 체결

   ㈜이브릿지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인천메트로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8. 26 세계사이버대학 상호협력교류협정 체결

 08. 26 영진사이버대학 학술연구 및 학생교류

   협정 체결

 08. 27 201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2011학년도 후기 입학식

 08. 31 ㈜삼성화재해상보험 산학협동협약 체결

 09. 02 ㈜아리랑TV미디어 산학협동협약 체결

 09. 15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 국제

   회의 개최

 09. 27 ‘2011 올해의 브랜드 대상’ 대상 수상

 10. 21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국제교류협정 체결

 11. 17 한국 표준협회 주최 ‘2011년 KS-SQI

   사이버대학부문 1위’ 선정

 11. 24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교육·학술

   교류협정 체결

 12. 16 중국 북경외국어대학교 배훈학원 국제

   교류협정 체결

 12. 19 중국 북경공업대학교 외국어학원 국제

   교류협정 체결

 12. 19 ㈜꼬레뱅 보나베띠 산학협동협약 체결

2012. 01. 02 동계 어학연수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01. 19 SPC 그룹 산학협동 협약 체결

 01. 30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교육·학술 교류

   협력 협약 체결

   한화호텔&리조트 산학협동 협약 체결

   ㈜대명레저산업 비발디파크 산학협동

   협약 체결

 01. 31 씨제이파워캐스트㈜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씨제이이앤엠㈜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서비스탑주식회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분당서비스주식회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01 사단법인 정다우리 산학협동 협약 체결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산학협동 협약 체결

   상대원1동복지회관 산학협동 협약 체결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산학협동 협약 체결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산학협동 협약 체결

   삼성코닝 정밀소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02 ㈜효성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노틸러스 효성㈜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효성 에바라엔지니어링㈜ 산업체위탁 교육

   협약 체결

   효성 인포메이션시스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효성 트랜스월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교육지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08 제18차 동계 해외탐방 (호주)

 02. 13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산학협동 협약 체결

   승우노인요양원 산학협동 협약 체결

 02. 14 보사노인복지센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2. 17 제8회 경사인의 밤 개최

 02. 18 2011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가입

 02. 20 세계선린회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CJ CGV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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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제이포디플렉스㈜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프리머스시네마㈜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대한통운㈜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25 2012학년도 전기 입학식

 02. 29 서울지방경찰청 관학협약·산업체위탁교

   육 협약 체결

 03.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03. 22 스튜디오 확장 개관식 개최

 03. 26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국제호스피탈

   리티 연구개발센터와 국제교류협정 체결

 03. 28 경기지방경찰청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3. 30 서비스에이스 주식회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4. 01 ㈜휘닉스파크 산학협동 협약 체결

 04. 12 ‘2011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최우수

   기관 선정 표창

 04. 25 삼성디스플레이㈜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바둑텔레비전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온게임네트워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인터내셔널 미디어 지니어스 산업체위탁

   교육 협약 체결

   캐나다 프레리 국제 언어교육센터 (PILEC)

   와 국제교류협정 체결

   캐나다 위니펙 기술대학교와 국제교류협정

   체결

 05. 12 제2회 한누리 학술문화제 개최

 05. 17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산학협동·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5. 19 2012 KHCU Festival

 05. 30 KTDS㈜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6. 01 아시아나항공㈜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04 ㈜비티앤아이 산학협동 협약 체결

   ㈜알앤제이 에이치알 서비스 산업체위탁

   교육 협약 체결

   ㈜한별어소시에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에이치앤제이 휴먼 네트워크 산업체위

   탁교육 협약 체결

 06. 07 ㈜하나투어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13 ㈜모두투어네트워크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21 ‘2012 여성소비자가 뽑은 참 좋은 브랜드

   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1위 선정

 06. 29 ㈜휘닉스휴먼비즈, ㈜휘닉스스포비즈,

   ㈜피에스지엘, ㈜에스텍휴먼서비스 산학협

   동 협약 체결

 07. 03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위탁교육

   협약 체결

 07. 04 성원개발㈜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7. 09 2012학년도 하계 어학연수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캐나다 프레리 국제 언어교육

   센터PILEC)

 07. 20 ㈜휘닉스파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7. 25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에코드라이브

   실천 사회연대 협약 체결

   멕시코 나야리트 자치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08. 01 미주한국학교 연합회 (KSAA)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08. 18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08. 20 신한 카자흐스탄 은행과 국제교류협정 체결

 08. 25 2012학년도 후기 입학식

 08. 28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28 ㈜보광, 휘닉스개발투자㈜, ㈜휘닉스리조

   트 산학협동·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30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해내기보호작업장,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부천종합사회복

   지관, 교남소망의집, 서원노인복지관, 김천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보훈요양원 산학

   협동 협약 체결

 09. 07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9. 11 사이버사회연구소 ‘큐레이션’ 오픈 동영상

   강좌 개설

 09. 17 우리은행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9. 18 ‘여성소비자가 뽑은 2012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수상

 10. 05 ㈜메타넷엠씨씨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10. 09 ‘2012 한국품질혁신 우수기업’ 교육서비스

   부문 우수기업 선정 (서울경제)

 10. 15 ㈜SRS Korea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10. 22 경원서비스㈜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위탁교

   육 협약 체결

 10. 25 ‘2012년 소비자의 선택’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중앙일보, 국가브랜드위원회)

 11. 02 ㈜주영이십일아이피부티크호텔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11. 07 학과 명칭 변경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 정보통신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 행정학과→공공서비

   스경영학과 / 외식농수산경영학과→외식농

   산업경영학과)

   전공 신설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 교육

   과정 신설 / 노인복지학과→시니어컨설팅

   교육과정 신설)

 11. 13 국방부와 ‘학·군 제휴 통합협약’ 체결

   (한국원격교육협의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산학협동 및 산

   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11. 30 삼성생명보험㈜와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12. 03 ㈜와이넬과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12. 07 서일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12. 11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서울문화고등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12. 15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상담의 날 개최

 12. 20 ㈜메디캐스트, CJ헬로비전, ㈜웰스팜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12. 27 송곡관광고등학교,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

   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12. 31 ㈜모바일이앤엠애드, 한국남동발전㈜,

   ㈜현진메인터넌스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2013. 01. 02 ㈜BKR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1. 07 동계 어학연수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01. 10 태동관광개발㈜와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

   탁교육 협약 체결

 01. 11 ㈜현대그린푸드, ㈜현대캐터링시스템과 산

   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1. 12 2013-1학기 예비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경희 공감 뮤지컬 헤드윅)

 01. 14 NHN㈜와 동영상 공동 사업 제휴 체결

 01. 15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와 교육·학

   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01. 21 천일식품㈜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1. 22 ㈜주영이십일, 대우송도호텔㈜, 공연기획

   이루다와 산학협동 체결

   용인송담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

   약 체결

 01. 23 제 20차 동계 해외탐방 (오스트레일리아)

 0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2. 06 ㈜탑클라우드 코퍼레이션과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07 ㈜마니커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0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와 산업체 위탁

   교육 협약 체결

 02. 16 201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02. 22 첫 교환학생 파견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02. 23 2013학년도 전기 입학식

 03. 04 경희사이버대-한화그룹 ‘한화사내대학’

   개강

 03. 11 ㈜신세계영랑호리조트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3. 12 한국기업교육 리딩소사이어티, 제천시청과

   산학협동 협약 체결

 03. 16 제 8기 KHCU 아카데미아 개최

 03. 21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와 교육·학술 교

   류협력 협약 체결

 03. 25 하루에리와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3. 26 ㈜퍼니, ㈜나스미디어, 앱노트, ㈜아이디에

   이드와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3. 27 ㈜에프데스크, ㈜네모드림, ㈜디엠에스시스

   템, 비에이비오커뮤니케이션㈜, ㈜헤딩, ㈜

   베스코아이에스와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

   탁교육 협약 체결

 03. 28 ㈜네시삼십삼분, ㈜Ucanfunding, OGQ, ㈜

   파수닷컴과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탁 교육

   협약 체결

   넥센히어로즈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교양학부 웹진 ‘파이데이아’ 출간

 03. 29 조선비즈와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4. 04 컴투스와 산학협동 및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4. 26 ‘교육부 2013 선취업-후진학 특성화 대학’

   선정 (모바일융합학과)

 05. 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5. 11 제3회 한누리 학술문화제

 05. 14 국제호텔전문학교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5. 25 2013 KHCU Festival 개최

 05. 28 대한지적공사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6. 01 ㈜CJ텔레닉스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03 해외대학전문행정연구프로그램(Learn for

   University) 현장 연구 파견(Coursera, edX,

   Penn State World Campus 등)

 06. 11 올리브요양병원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6. 19 한국서부발전㈜, ㈜지성에이치알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6. 28 ㈜오아시스이엔에스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07. 01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과 산학협동 협약

   체결

 07. 01 한국장애인연맹과 산학협동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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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01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7. 02 제 21차 동계 해외탐방 (미국 서부)

 07. 07 하계 어학연수 (말레이시아, 캐나다, 중국)

 07. 09 한국국제교류재단(KF) 온라인 한국학 사업

   협약 체결

 07. 10 KHCU 오픈클래스 시즌1. : 하버드 &예일

   대 석학초청 특강 개최

 07. 10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산업체 위탁

   교육 및 산학협동 협약 체결

   계원예술대학교와 교류협력 협약 체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07. 30 태칭아이엔디㈜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01 에듀스파㈜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06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16 오세아니아 한글학교협의회와 국제교류

   협정 체결

 08. 20 글로벌커리어포털과 산학협동 협약 체결

 08. 22 모자이크넷과 산학협동 협약 체결

 08. 24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08. 30 경기상업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군자공업고등학교와 교

   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08. 30 RTV((재)시민방송)과 산학협동 협약 체결

 08. 31 2013학년도 후기 입학식

 09. 0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9. 07 제 9기 KHCU 아카데미아 개최

 09. 09 타이 왕국 한국어 교원 파견 대상 중고등

   학교와의 협약 체결

 09. 10 ㈜온오프믹스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9. 10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HCMC)와 국제

   교류협정 체결

 09. 23 KHCU 인문학 특강 개최 : ‘2013년 가을,

   경희에서 지젝을 만나다’

 09. 27 ‘고등교육의 혁신과 미래’ 특별 세미나 개

   최 : 앤드류 응 코세라 공동설립자 초청

 10. 09 한국어문화학과 제1회 한글날 기념축제 개최

 10. 21 SPC그룹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11. 22 한·미·중·일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개최

 11. 27 서울방송고등학교,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

   교와의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11. 29 수성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숭의

   여자대학교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11. 30 2013 KHCU 학생 학술제 공개 발표회

 12. 09 컨슈머포스트 선정 ‘2013 대한민국 소비

   자 대상’ 소비자 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2014. 01. 06 2014년 슬라보예 지젝 특강 Zizek School

   of Philosophy An Intensive Course

 01. 06 교양학부 비학위과정 파이데이아 홍릉 

   시민대학 개강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와 산업체위탁교

   육(학부) 및 산학협동협약(대학원) 체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1. 06 동계 어학연수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01. 07 ㈜이지커뮤니케이션과 산학협동협약

   (대학원) 체결

   안산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네오토탈서비스컨설팅과 산업체위탁교

   육협약 체결

 01. 11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교육원 제1기 미술

   심리지도사 자격과정 수료식

   예비입학생 오리엔테이션 ‘Dream 드림

   콘서트’개최

 01. 21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01. 27 ㈜아이올리와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샤니와의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1. 28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와 국제교류협정

   체결

 02. 07 신안산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02. 08 제2회 ‘글쓰기의 날’ 공모전 시상식 개최

 02. 14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장학생 선발

 02. 19 경희의료원과 산업체위탁교육 및 산학협

   동협약 체결

 02. 21 제3회 한누리 기획강좌 개최 : ‘한류를 이

   야기하다’

 02. 22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02. 27 CJ푸드빌과 산학협동협약(대학원) 체결

 03. 01 2014학년도 전기 입학식

   학부제에서 계열제로 학무단위 개편

   2개 학과 신설(모바일융합학과, 스포츠경

   영학과)

 03. 08 제10기 KHCU 아카데미아 개최

 03. 12 KF 한국한 온라인 강의 사업 보고회 및 콘

   텐츠 시연회 개최

 03. 13 경희 홍릉캠퍼스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준

   공 완료

 04. 07 교양학부 비학위과정 파이데이아 홍릉 봄

   학기 개강

 05. 08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특강

   개최

 05. 12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과 학학협동협약

   체결

 05. 13 홍콩폴리텍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재학생

   본교 방문

 05. 17 제 4회 한누리 학술문화제

 06. 10 동서울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청운노인복지센터외 4개 기관과 산학협동

   협약 및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하나투어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삼성생명보험㈜와 산학협동협약 체결

 06. 23 한양여자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

   력 협약

 06. 24 옵티시스(주)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07. 01 경기도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07. 04 인문학 석학 특강 : 하버드대 마티클 푸엣

   교수와 함께하는 중국학 특강

 07. 07 하계 어학연수 (캐나다 위니펙기술대학교)

 07. 07 교양학부 비학위과정 파이데이아 홍릉 여

   름학기 개강

   ‘경희 MOOC 2.0’프로젝트 플랫폼 알파 버

   전 오픈 (www.khmooc.org)

 07. 08 영등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와 산업체위탁교

   육협약 및 산학협동협약 체결

   한국골프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및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07.  10 SK네트웍스㈜W호텔과 산업체위탁교육협

   약 및 산학협동협약 체결

 07. 16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와 교육·학술 교

   류협력 협약 및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인덕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대구광역시청과 사이버대학 위탁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와 산업체위탁

   교육협약 체결

 07. 28 UN 글로벌 리더십 현장실습 단기연수 프

   로그램 실시

 07. 29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의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08. 04 커피문화원바리스타직업전문학원㈜와 산

   업체위탁교육협약 및 산학협동협약 체결

   AMEKS TRAVEL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골든투어 카작스탄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글로리아교육재단과의 산업체위탁교육협

   약 및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08. 08 주식회사하나투어재팬영업소와 산업체위

   탁교육 협약 체결

 08. 11 연성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산학협동협약 체

   결 코닝정밀소재주식회사와 산업체위탁교

   육협약 체결

 08. 2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및 산학협동협약 체결

 08. 23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09. 04 ㈜터치포굿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09. 13 제 11기 KHCU 아카데미아 개최

 09. 15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노블카운티와 산업

   체위탁교육협약 체결

 09. 15 혜성디에스주식회사와 산업체위탁교육협

   약 체결

 09. 17 창원문성대학과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

   약 체결

 09. 20 2014 KHCU Festival 개최

 09. 24 경복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10. 02 ㈜임팩소프트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와 산업체위탁

   교육협약 체결

 10. 14 호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10. 15 ‘한국대학신문 교육콘텐츠 우수대학’대상

   수상

 10. 17 한화S&C와 산학협동협약 체결

 10. 20 씨제이헬스케어㈜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10. 31 한국복지방송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11. 05 ‘주한미국대사관과 경희대학교·경희사이

   버대학교가 함께하는 명사 특강’개최

 11. 10 Indonesia University of Education과 국제

   교류협정 체결

   한화S&C와의 ISP(정보화전략수립)사업 추

   진단 구성 및 작업 착수

 11. 13 제23차 해외탐방(그리스 아테네, 터키 이

   스탄불, 카파도키아 등)

 11. 20 2014 KHCU Academy Festa 개최

 12. 01 2015학년도 3개 학과 개편(노인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컴

   퓨터정보통신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관

   광레저항공경영학과)

 12. 06 미국LA 교육설명회 개최

   (8개 사이버대학 연합)

   LA한인상공회의소와 국제교류협정 체결

 12. 08 ㈜밀다원과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삼립GFS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 체결

   ㈔국제경찰무도연맹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한일물산㈜외 3개 기관과 산업체위탁교육



28  


  2021 경희사이버대학교 요람 Kyung Hee Cyber University  


  29

I 대학 소개 •연 혁

   협약 체결

   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와 교육·학술 교류

   협력 협약 체결

   카푸친어린이집 외 3개 기관과 산학협동협

   약 체결

 12. 18 ㈜파리크라상 동반성장 아카데미와 산업

   체위탁교육협약 체결

   베한타임즈와 국제교류협정 체결

   세계한인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 지회와

   국제교류협정 체결

   세계적 석학 마크셸(Marc Shell) 하버드대

   교수 세미나 개최

 12. 19 백석예술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강동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여주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 남구생활체육회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12. 24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산학협동협약 체결

   신성대학교와 교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2015. 01. 05 2014학년도 동계 어학연수

   (말레이시아 HELP University)

 01. 0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협약 체결

 01. 18 2015학년도 1학기 예비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01. 21 화성시청 화성시의회와 협약 체결

   존슨콘트롤즈코리아유한회사와 협약 체결

 01. 22 ㈜에스피씨 캐피탈, ㈜에스피씨 네트윅스,

   ㈜에스피씨 클라우드, 다도원, ㈔한국부동

   산자산관리사협회와 협약 체결조선이공대

   학교, 신구대학교와 협약 체결

 01. 30 세계시민교육포럼 개최

 02. 03 경민대학교와 협약 체결

 02. 04 ㈜제일비엠시,

   포천시설관리공단과 협약 체결

 02. 11 ㈜한국관광교육진흥원과 협약 체결

 02. 14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및 문화공연

 02. 28 2015학년도 전기 입학식 및 문화공연

 03. 11 어윤일 부총장 취임

 04. 08 ㈜미래로물류서비스와 협약 체결범박주공

   어린이집 외 1개 기관과 협약 체결동대문

   구치매지원센터,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구립데이케어센터와 협약 체결

 04. 15 미래창조교육연구원과 협약 체결

   (재학생 직무적성검사 무료 지원)

 04. 17 ㈔한국티(TEA)협회와 협약 체결

 05. 07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의 타운홀

   미팅 제1회 미래고등교육 정기세미나 개최

 05. 09 ‘2070공감’ 대동제

 05. 14 정독도서관과 협약 체결

 05. 20 이스타항공주식회사, 오산대학교와 협약

   체결감만어린이집 외 9개 기관과 협약 체결

 05. 21 미국 컬럼비아대 William Gaudelli 교수 -

   어윤일 부총장 대담

 05. 22 동대문구청과 협약 체결

 05. 29 통일박람회 2015 콩반쪽나누기운동 참가

 06. 11 ㈜유니에스와 협약 체결

 06. 16 ㈜네이처리퍼블릭 협약 체결

   한림성심대학교, 동주대학교와 협약 체결

 06. 22 ㈜투원상사와 협약 체결

 06. 24 동연어린이집 외 1개 기관과 협약 체결

   한국문화진흥㈜, 경기도광역치매센터, ㈜

   명진기업, 용인시청과 협약 체결

 06. 29 2015학년도 하계 어학연수

   (말레이시아 HELP University)

 07. 07 주식회사희성과 협약 체결

 07. 09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삼성전자로지텍㈜와

   협약 체결

 07. 15 ㈜유니토스, 유니스텝스㈜와 협약 체결

 07. 22 커피비평가협회와 협약 체결

 07. 29 ㈜유아교육경영연구소,

   에스엔제이파트너스㈜와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 Day

   (학생·교직원 화합의 시간)

 07. 31 멕시코 Vizcaya대학교 본교 방문

 08. 12 더원씨앤씨코리아㈜, SK네트윅스,

   ㈜워커힐, 사회복지법인 우삼복지재단과

   협약 체결

 08. 29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및 2015학

   년도 후기 입학식

 09. 01 용인지역사회교육협의회 외

   4개 기관과 협약 체결

 09. 11 동원대학교와 협약 체결

 09. 23 주식회사솔루엠, 한국석유관리원,

   ㈜위드미에프에스와 협약 체결

 09. 30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협약 체결

 10. 13 중국 공산 청년대표단 방문

 10. 17 한마음 공감 체육대회 개최

 10. 20 동부라이텍㈜와 협약 체결

 10. 26 인트리와 협약 체결

 10. 30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과 협약 체결

 11. 05 메이필드 호텔스쿨과 협약 체결

 11.  06  세계시민교육포럼 2015 개최

 11.  13  서영대학교와 협약 체결

 11.  19  김포대학교, ㈜크락, 엠스테이㈜와 협약 체결

   제2회 미래고등교육 정기세미나 개최

 11. 20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외 19개 기관과 협

   약 체결

 11. 23 제24차 해외탐방(미국 샌프란시스코)

 11. 25 한국한부모연합과 협약 체결

 12. 08 에스알에스코리아㈜와 협약 체결

 12. 09 KHCU-중앙일보 소셜픽션(저출산의 미래)

   개최

 12. 11 ㈜알펜시아,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부설

   수화통역센터와 협약 체결

 12. 30 한국시민센터협의회와 협약 체결

2016. 03. 01 2016학년도 전공 및 학부 개편

   미래IT계열 :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

   정보통신공학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미디

   어모바일전공

   인문·사회·경영계열 : 사회복지학부·사

   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외식농산업경영학과 → 외식조리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

   학과

 03. 14 안병진 부총장 취임

 03. 19 호남학습관 이전 개관식

 04. 28 ㈜엔비전스, AK노보텔 수원, ㈜비즈제이 산

   학협동 협약 체결

 05. 11 총동문회 글로벌워크숍

 05. 16 성남문화재단 산학협동 협약 체결

 05. 21 2016 KHCU 학생 축제(어울림 페스티벌)

   개최

 05.  24  홍콩 중문대 CUSCS 국제교류 협약 체결

 06.  02  미래고등교육연구소 제3회 고등교육 정기

   세미나 개최

 06.  08  육군 제1공병여단 업무 협약 체결

 06.  17  강원도 철원 소재 부대 군 재학생 간담회

   및 입학설명회 개최

 06.  18  총동문회 농촌체험

 06.  21  제1회 경희사이버대학교 릴레이 오픈 특강

 06.  22  ㈜제너시스템 산학협동 및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6.  25  영남학습관 이전 개관식

 06.  30  한국혈우재단 산학협동 협약식 개최

   (Engagement21)

 07.  01  KCC이지스프로농구단 산학협동 협약 체결

 07.  04  ㈜이반스포츠, ㈜피티디자인아이, ㈜ISFnet하

   모니 산학협동 협약 체결

 07.  06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

   지관 병설 데이케어센터 산학협동 협약식

   개최, (사)한국티(TEA)협회, 한국티소믈리

   에연구원 산학협동 협약 체결, ㈜부산관광

   호텔, ㈜엠디피엔피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7.  12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평생교육원 교

   육·학술 교류협력 협약 체결

 07.  13  상담심리학과 찾아가는 특강 실시(경희여고)

 07.  15  영남이공대학교 상호협력 및 교류협정 체결

 07.  19  상담심리학과 찾아가는 특강 실시(경희남

   중고, 경희여중)

 07. 19 ㈜서커스컴퍼니 산학협동 및 산업체위탁교

   육 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골프캐디협회

   산학협동협약 체결

 07.  21  ㈜한샘이펙스 산학협동 및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식 개최

 07. 22 제2회 경희사이버대학교 릴레이 오픈 특강

 07. 29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08. 01 한.인니교육문화교류재단 국제교류 협약 체결

 08. 02  르빵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05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산학협동 협약식 개최

 08. 09  중국 북경, 상해 입학설명회 개최

 08. 10  동호정형외과의원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11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부속합의 체결

 08. 16 아이요넷, 대한전기협회 산학협동 협약 체

   결, ㈜샘씨엔에스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

   결, 충청대학교 상호협력 및 교류협정 체결

 08.  17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산학협동 협약 체결

 08.  18 고양시청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20 총동문회 제10회 하계수련회

 08.  27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및 2016학년

   도 후기 입학식

 08. 31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산학협동 협약식

   개최

 09. 01 주식회사 캐럿게임즈, 삼아주식회사 산업체

   위탁교육협약 체결

 09. 02 베트남 탕롱대학교 국제교류 협약 체결

 09.  22  제3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릴레이 오픈

   특강 개최

 09. 23 삼아주식회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10. 25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 교육·학술 교류 협

   약식

 10. 26   Fantasy Master Class 리처드테일러 경 

특강 개최

 10.  29  총동문회 제10회 등반대회

 11.  07  트라움 주식회사 산학협동 및 산업체위탁

   교육 협약 체결

 11.  10  PRESIDENT SUMMIT 2016 사이버대 콘퍼

   런스 참가

    미래고등교육연구소 제4회 고등교육 정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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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 한국학원총연합회 교육·학술 교류 협약식

   개최

   제4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릴레이 오픈

   특강 개최

 11. 24 밸런스워킹PT평생교육원 산학협동 협약 체결

 11. 28 ‘지속가능한 사이버대 발전을 위한 국회 포

   럼’개최

 11. 29 대덕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상호협력 및

   교류협정 체결

 12. 01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12. 05 산돌식품, ㈜잉카인터넷, ㈜에프엔씨시스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12. 14 인도네시아 입학설명회 개최

 12.  20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한국병원

   홍보협회, 한국문화의집협회 산학협동 협

   약 체결

 12. 22 창원시청 관학협력 협약 체결

 12. 26 ㈜함소아, 함소아코퍼레이션 산업체위탁교

   육 및 산학협동 협약 체결

2017. 01. 03 ~ 01. 26 2016학년도 동계 어학연수(말레

   이시아 HELP대학교)

 01. 06 FNC아카데미 산학협동 협약 체결

 01. 10 OCI 주식회사, 일성레저산업주식회사, 티마

   크그랜드호텔, 티마크호텔, 센터마크호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엠서클, ㈜야놀자,

   ㈜야놀자에프엔지, ㈜야놀자비즈, 봉봉랩주

   식회사, ㈜유컴테크놀러지, ㈜하나은행 산

   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1. 11 윤병국 부총장 취임

 01. 12 다도원,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연합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01. 13 한국문화예술회관협의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01. 14 2017학년도 예비입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경희 문화의날

 01. 18 미국로스앤젤레스 입학설명회 개최

 01. 19 미국로스앤젤레스한인회 국제교류 협약 체결

 01.  25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송지아골프앤리조

   트(베트남), 국민안전관리협회 산학협동 협

   약 체결

 02. 01 삼성카드고객서비스(주), 삼성서울병원 산

   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03 후쿠오카한국교육원 국제교류 협약 체결

 02. 07 여주시 관학협력 협약 체결

 02. 08 11기계화보병사단 학군협력 협약 체결

 02. 13 ㈜동성식품, ㈜인앤컴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15 쥬스엔터(주), 코리아바나나프로젝트컬처디

   벨롭먼트(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

   협동 협약 체결

 02. 17 ㈜홈스토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25 2017학년도 전기 입학식, 2016학년도 전

   기 학위수여식

 03. 01 대학원 조기졸업 실시

 03. 02 학부 학과(전공) 신설 및 개편

   인문·고전 전공, 실용음악학과, 한국어학

   과 신설

   콘텐츠디자인전공→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NGO학과→NGO·시민정치전공, 모바일융

   합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국학

   과→미국문화영어학과, 호텔경영학과→호

   텔·레스토랑경영학과

   대학원 전공 신설: 미래 시민리더십·거버

   넌스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03.  03  2017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K-BPI) 사이버

   대학 부문 2년 연속 1위

 03.  11  총동문회 제10회 경사인의밤 개최

 03.  30  203특공여단 학군협력 협약 체결

 04.  03  베트남 탕롱대학교 본교 방문

 04.  11  수원여자대학교 상호협력 및 교류협정 체결

 04.  18  (사)재경 경상남도도민회, 대한민국 육군협

   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05.  11  제5회 미래고등교육 정기세미나 개최(4차

   산업시대의 도래와 교육기술 혁신)

 05.  13 2017 대동제 개최

 05.  24  (재)울산문화재단 산학협동 협약 체결

 05.  26  한국관광레저개발원 산학협동 협약 체결

 05.  30  육군훈련소 학군협력 협약 체결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부천시어린이집연

   합회,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전국장애아동

   보육제공기관협의회, 의정부청소년수련관,

   승우정신요양원 교육·학술 교류 협약 체결

 06.  05  경희대학교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07  육군 제7군단 학군협력 협약 체결

 06.  12  동경한국교육원 국제교류 협약 체결

 06.  13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어린

   이집연합회 교육·학술 교류 협약 체결

 06.  15  ㈜형설이엠제이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16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21  ㈜건은, 뉴보은(주), 서울에스티에스(주), ㈜

   에스디케이, 에이치디에스(주), ㈜유니에스,

   ㈜조은시스템, ㈜포스코아이씨티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22  이투뉴스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2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산업체위탁교육 및

   산학협동 협약 체결,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교육·학술 교류 협약 체결

 06.  26  홍콩한인회 국제교류 협약 체결

 06.  29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교육·학술 교류 협

   약 체결, 지바한국교육원 국제교류 협약 체결

 06.  30  인천광역시 교류협력 협약 체결

 07.  01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설명회

 07.  03  육군 제25보병사단 학군협력 협약 체결, 서

   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대학교류 협약 체

   결,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교육학술 교

   류 협약 체결

 07.  06  베트남 탕롱대학교 부속합의 체결

 07.  22  뉴질랜드한인회총연합회 국제교류 협약 체결

 07.  23  동대문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교육학술 교

   류 협약 체결

 07.  25  성북구 관학협력 협약 체결

 07.  26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협력 협

   약 체결,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7.  31  ㈜폴루스 산학협동 협약 체결

 08.  16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교육학술 교류

   협약 체결

 08.  29  한화S&C 국가근로 장학사업 업무 협약 체결

 09.  06  육군 제5기갑여단 학군협력 협약 체결

 09.  19  이주민다문화방송 산학협동 협약 체결

 09.  27  경희대학교 공자학원 교육학술 교류 협약

   체결

 09.  28  2017-2학기 ‘미래와의 대화’ 개강 특강 개최

 10.  14  2017 KHCU 일맥상통 체육대회 개최

 10.  19  경희사이버대 총동문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10.  30  2017-2학기 오프특강 ‘100세시대 취업·

   재취업·창업 특강’ 개최

 11.  02  ㈜야놀자 산학협동 협약 체결

 11.  13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 교육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11.  14  경주정보고등학교 교육학술 교류 협약 체결

 11.  21  제6회 온라인 고등교육 교수 학습 세미나

 11.  24 ‘제44회 매일경제광고대상’ 신문부문 캠페

   인 대상

 11. 30 ~ 12. 04 제26차 해외팀방(캄보디아 씨엠립)

 11.  22  해봄재외동포교육재단 교육학술 교류 협약

   체결

 12. 02 2017 KHCU 학술제

 12. 02 2017-2학기 종강 특강

 12. 04 학생상담센터 현판식 및 개소식

 12.  08 전남도립대학교 대학교류 협약 체결

 12. 12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육군 제1군단 학군협력 협약 체결

 12. 13 대한보건교육사협회 교육학술 교류 협약

   체결

 12. 19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12. 21 서울혁신센터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8. 01. 04  (사)병원코디네이터협회 교육·학술교류 협

약 체결

 01. 09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

   e-School 시범사업’ 선정

 01. 15 베트남 호치민 국립 음악대학교 대표단, 본

   교 방문

 01. 16 경상북도 문경시 관학협약 체결

 01. 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교육·학술교류 협약

   체결 

 01. 26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교육·학술교류 협약

 01. 30  ‘2018 고객감동·국가경쟁력브랜드 대상’

온라인교육 부문 대상 수상

 02. 23 김혜영 부총장 취임

 03. 01 대학원 조기졸업 확대

 03. 31  2018-1학기 개강특강 ‘미래사회와 나, 어떻

게 미래의 나를 찾아갈 것인가’

 04. 06  (재)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및 BTN불교

TV 산학협동 협약 체결

 04. 23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3년연속 1위

 05. 02  하남시 관학협약 체결

 05. 03  교육부 재정지원 특성화사업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교육콘텐츠개발 사업’선정

 05. 14  미래에셋 자산운용(주)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12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14  성지의요재단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28  제27차 해외탐방(스페인)

 06. 29  ㈜케이티엠앤에스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29  캄보디아 시엠립 뜩들라초등학교 도서관 

준공식 및 도서기증식 개최

 06. 29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현장실습협약 체결

 07. 04  51사단 학군 협약 체결

 07. 09  캄보디아 피스국제학교 대표단 본교 방문

 07. 18  미주 중앙일보 국제교류 협약 체결

 07. 19  미국 오렌지카운티한인회 국제교류 협약 

체결

 07. 20  서울 도봉구 관학협약 체결

 07. 31  호주 골드코스트한인회 국제교류 협약 

체결

 08. 01  퀸스랜드주한인회 국제교류 협약 체결

 08. 07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국제교류협약 

체결

   삼성웰스토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10  주택관리공단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17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학협동 협약 체결

 09. 13  28보병사단 학군 협약 체결

 09. 15  2018-2학기 개강특강 – 고령사회와 비즈

니스 기회

 09. 29  충청학습관 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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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학 소개 •연 혁

 10. 13  2018 가을 대동제(KHCU Peace Festival) 

개최

 10. 19  서귀포시 관학협력 협약 체결

  10. 24  특수전학교 학군 협약 체결

 11. 20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국제교류협약 체결

 11. 23  ‘제45회 매일경제광고대상’신문부분 캠페

인 대상

         김혜영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 선임

 11. 30  인천광역시 중구 관학협력 협약 체결

 12. 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37사단 학군 협약 체결

 12. 17  ADT캡스, ADT시큐리티, 캡스텍 산업체위

탁교육 협약 체결

   서울약령시협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12. 18  15사단 학군 협약 체결

 12. 28  인천도시공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재외동포재단 산학협동 협약 체결

 12. 31  사이버대학 발전유공 기관 부총리겸 교육

부장관 표창 수상

2019. 01. 07  재일본한글학교 관서지역협의회 국제교류 

협약 체결

    NPO 일한문화교류회 나고야 국제교류 협

약 체결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1. 10 글로벌스튜디오 리모델링 오픈식 개최

 01. 17 35사단 학군 협약 체결

 01. 22 한국소방안전원 산학협동 협약 체결

 01. 23  쿠팡, 쿠팡로지스틱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1. 24 대한약선협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01. 26 2018 KHCU 학술제

 02. 08 경희학원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효성첨단소재(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티앤

씨(주), 효성화학(주)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02. 11 (재)동대문문화재단 산학협동 협약 체결

 02. 14 주식회사 서플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산업체위탁교육 협

약 체결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 산업체위탁교육 협

약 체결

   케이텍맨파워(주)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청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2. 21 23사단 학군 협약 체결

 02. 23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9학년도 

전기 입학식 개최

 02. 26 제18대 총학생회 현판식 및 출범식 개최

 03. 02 학과(전공) 신설

     -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과학전공, 공

공안전관리전공), 한방건강관리학과 신설학

과(전공) 개편

    -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컴퓨터정보통

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

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

인전공),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문화예술경영

학과,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

획부동산전공), 인문고전전공→후마니타스

학과, NGO 사회혁신전공→NGO 사회혁신

학과

 03. 08 수협은행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3. 13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방문

 03. 18 재태국한인회 국제교류협약 체결

 03. 21  2019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사이

버대학 부문 1위 선정

 03. 26  경희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3. 27 12사단 학군 협약 체결

 03. 29 ㈜에스에스지닷컴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3. 30  2019-1학기 개강특강 '음악과 명상을 담은 

봄날의 토크 콘서트' 개최

 04. 04 싱가포르한인회 국제교류협약 체결

 04. 11  플랜웍스엔터프라이즈 산업체위탁교육 협

약 체결

 04. 25 빅픽쳐프로덕션 산학협동 협약 체결

 04. 29 안동브루잉컴퍼니 산학협동 협약 체결

 05. 01 에스비티엠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5. 02 (재)현대문화재연구원 산학협동 협약 체결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소속 공무원 방문

 05. 11 2019 대동제 개최

 05. 29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동 협약 체결

 05. 31 9사단 학군 협약 체결

 06. 01  취창업 특강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 만

들기' 개최

 06. 07 (주)비전레드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11  (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15 (주)강원랜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6. 19 세종학당재단 산학협동 협약 체결

 06. 20 22사단 학군 협약 체결

 06. 26 제28차 해외탐방 프로그램 시행 (체코, 독일)

 06. 27 진해시 재향군인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창원시 마산합포회원구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07. 01  티아이콘텐츠미디어그룹(주) 산학협동 협약 

체결

 07. 02 (주)그린카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7. 03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학

협동 협약 체결

 07. 13 ~ 14 일본 교토, 나고야지역 입학설명회 개최

 07. 15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7. 22  프랑스 한글학교협의회 국제교류협약 체결

(현장실습협약 포함)

    우크라이나 한글학교협의회 국제교류협약 

체결(현장실습협약 포함)

       국립세무종합대학교 국제교류협약 체결

 08. 04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산학

협동 협약 체결

 08. 07  대한민국소비자대상 글로벌베스트 브랜드 

부문 수상 

 08. 20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산학협력협약 

체결

   정림개발(주)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8. 24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9학년도 

후기 입학식 개최

 08. 26  경희대 국제교육원 (한국어 온라인교육 업

무제휴 협약)

 08. 28 제7대 변창구 총장 취임

 09. 17 (주)더팩트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09. 21  2019-2학기 세계평화의 날 기념 개강특강 

개최

 09. 23 (주)공간기록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10. 07 더랜치브루잉 산학협동 협약 체결

 10. 10 제주특별자치도청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마니푸르대학교 국제교류협약 체결

 10. 17 한국전력공사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10. 21  베트남 탕롱대학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수 진행

 10. 28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국제교류협약 

체결

 11. 26 제주상공회의소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머니투데이방송, 한국증권인재개발원 산학

협동 협약 체결

 11. 27  제46회 매일경제광고대상 신문부문 대상 

수상

 12. 13 미사일사령부 학군 협약 체결

 12. 19 울산과학대학교 대학교류협약 체결

 12. 20  롯데주류, ㈜에스텍시스템, 피앤씨랩스, ㈜

피앤에프랩스, 주식회사 피앤티, 교원라이

프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12. 27 양평군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체결 

2020. 01. 04 의령군 관학협약 및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01. 07  고양시립장미어린이집 외 49개 어린이집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01. 22  2020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사이버

대학 부문 1위 수상

 02. 02  (주)광주 신세계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주)신세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주)판도라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02. 03  (주) 하림 16개 계열사 산학협력 및 산업체 

위탁 협약 체결

         밀알몬테소리 어린이집 외 5개 어린이집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별을 만드는 사람들 산학협력 협약 체결

         에이제이한록주식회사 산업체위탁 협약 체

결

 02. 10  범박주공어린이집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02. 12  포천도시공사 산업체위탁 및 산학협약 체

결

 03. 11  (사)한국뮤지컬협회 산학협력 협약 체결

 03. 17  제 10회 행복더함 사회공헌캠페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04. 13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산업체위탁 협

약 체결

         주식회사 제이에스티 산업체위탁 협약 체

결

 04. 14  (주)교보문고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05. 07  2020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사

이버대학 부문 5년 연속 1위

 05. 22  유니스카이 주식회사 산학협력 협약 체결

          인투서비스 연구소(주) 산학협력 협약 체결

 05. 23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국민안전관리진흥원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삼성화재서비스 손해사정(주)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재단법인 현대문화재 연구원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업체위탁 협약 체

결

 06. 04  대한민국 육군협회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06. 10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산업체위탁 협

약 체결

 06. 12  서울예술대학교 대학교류협약 체결

         현대중공업 공과대학대학교류협약 체결

 06. 16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 산학협력 협약 

체결

 06. 17  교보핫트랙스(주)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 주식회사 산업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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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협약 체결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산업체위탁 협약 체

결

        주식회사 국원건설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06. 24  경기대학교 행정, 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류

협약 체결

 06. 26  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주) 산학협력 협약 

체결

 06. 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산학협력 협약 체결

         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주)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07. 10  노브가든 주식회사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서울혁신센터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07. 13  에이치콘(Hconn) 산학협력 협약 체결

         커피문화원직업전문학교 주식회사 산업체

위탁 협약 체결

         커피문화직업전문학교 주식회사 산학협력 

협약 체결

 07. 14  (국공립)신대중흥8차에코둥이어린이집 산업

체위탁 협약 체결

 08. 06  주식회사 반올림식품 산학협력 및 산업체

위탁 협약 체결

 08. 11  인천공항경비 주식회사 산학협력 및 산업

체위탁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대학교류협약 체결

 08. 14  러시아 한글학교협의회 국제교류 협약 체

결

 08. 16  인천제물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

교인재육성협약 체결

 09. 01  주식회사 젠큐릭스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10. 12  양천문화재단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10. 19  (유)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산업체위

탁 협약 체결

 11. 06  동림건설 산학협력 및 산업체위탁 협약 체

결

 11. 06  ㈜ 티시스 36개 계열사 산학협력 및 산업

체위탁 협약 체결 

 11. 19  수원시청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12. 01  인하공업전문대학 대학교류협약 체결

 12. 04  까꿍어린이집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12. 09  ㈜모던항공여행사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한국썸벧(주) 산학협력 및 산업체위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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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성

▶ 본부행정기관

•총장 변창구

•부총장  엄규숙

•기획재정처장  홍용희

•교무처장  신봉섭

•글로벌·대외협력처장  민경배

•미디어개발처장  이주민

•입학·학생처장  안성식

•사무처장

▶ 부속기관장

•사회교육원장 김주현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백지은

•학생상담센터소장 신봉섭

•미래고등교육연구소장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안성식

•커뮤니케이션센터소장 민경배

▶ 학부장/학과장/전공 주임교수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계열]
•IT·디자인융합학부 학부장  김지현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주임교수  어윤일

- AI사이버보안전공 주임교수  최혜길

- ICT융합콘텐츠전공 주임교수  김지현

- 산업디자인전공 주임교수  정윤성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주임교수  이소연

•미래인간과학스쿨 학부장 오태헌

- 재난방재과학전공 주임교수  오태헌

- 공공안전관리전공 주임교수  이준엽

•보건의료관리학과장  김선엽

•한방건강관리학과장  김범정

•후마니타스학과장  서유경

•NGO사회혁신학과장  임정근

•상담심리학과장  백지은

•사회복지학부장  이연호

-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  이연호

- 노인복지전공 주임교수  김혜연

- 청소년·가족전공 주임교수  김혜연

- 아동·보육전공 주임교수  김주현

•미디어문예창작학과장  홍용희

•스포츠경영학과장  김학준

•실용음악학과장  조규찬

•일본학과장  박상현

•중국학과장  임규섭

•미국문화영어학과장  김진희

•한국어문화학과장  장미라

•한국어학과장  김지형

•미디어영상홍보학과장 민경배

•문화예술경영학과장 전한호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장  이준엽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주임교수  이준엽

-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주임교수  이주민

•글로벌경영학과장  이현수

•세무회계학과장  권해숙

•금융부동산학부장  조용대

- 금융경제전공 주임교수  조용대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주임교수  이정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장  이병원

•외식조리경영학과장  서보원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장 임근욱

- 관광레저경영전공 주임교수 임근욱

-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주임교수 윤병국

[교양학부]
•교양학부장 전한호

▶ 대학원

•호텔관광대학원장 겸 문화창조대학원장  윤병국

- 호텔외식MBA전공 주임교수  이병원

- 관광레저항공MBA전공 주임교수  윤병국

- 미디어문예창작전공 주임교수  이봉일

- 글로벌한국한전공 주임교수  김지형

- 문화예술경영전공 주임교수  강윤주

-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주임교수  서유경

각종 위원회

[기획재정처]

▶ 감사위원회

•매학년도 정기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수시감사 및 일상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내·외부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중요 민원사항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 미래대학위원회

•본교의 중장기발전계획

•행정발전에 관한 개선방안

•학제와 학사행정에 관한 개선방안

•시설 및 재정의 확충 계획

•제도·규정의 신설 및 개선 방안

•대내·외 평가 대비·시행 방안

•본교의 주요행사 또는 특별 사업에 관한 사항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기타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대학평의원회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

는 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책정에 관한 제 사항 심의

•예산안 자문

▶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지표 및 기준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당해 학년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정자문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 

•주요 사업 계획 및 재정 확충 계획 

•주요 사업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 재정 관련 규정(자금 운용 및 적립금 투자 지침 포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자금 및 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 관

한 사항

• 기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부의한 사항

[교무처]

▶ 교무위원회

• 조직(학부(과), 부속기관, 부설 연구기관 등) 및 직제의 

설립·개편·폐지에 관한 사항

•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의 임용, 승진, 재임용에 관한 사항 

• 총장이 부총장, 교무위원 등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임용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의 징계여부 의결

▶ 우수교원초빙특별위원회

•우수교원 탐색 및 발굴

•우수 교원 추천 대상자 선정

•교원 임용 시 검증 작업

•기타 우수교원 초빙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장·단기 연구 활성화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 및 연구비 배정, 지급중단 등 관

리에 관한 사항 

•간접 연구경비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

• 연구비 지원을 위한 교원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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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및 연구소 등과 연구협력에 관련된 중요사항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기타 연구소 설립 및 폐지에 대한 사항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본조사위원회가 의뢰한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관한 

사항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판정에 따른 각종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교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위원회

•교과과정 개선

•전공 공통과목 조정

•교양과목 개편

•시험문항 등 평가관리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

▶ 콘텐츠질관리위원회

•콘텐츠 개발 계획 및 결과 산출물 평가

•콘텐츠 운영 결과 평가

•기 제작된 콘텐츠의 개선사항 심의

•기타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글로벌·대외협력처]

▶ 국제화위원회

•국제화 관련 중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 및 추진

•해외대학과의 자매관계 유지 및 관리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 해외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제도 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국제적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류의 추진 및 관리

•기타 본교의 국제화와 관련된 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기부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위탁의뢰 산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에 관한사항

•학교와 산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미디어개발처]

▶ 정보화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 학내 전산화 계획

• 학내 정보체계 구축(학사행정, 예산, 회계 시스템, 

LMS시스템, 종합행정)

• 시스템구축(백업, DB운영, 보안 등) 및 세부 운영 지침 

제정

•전산기기 및 네트워크 관련 장비의 도입

•시스템 개발 용역업무

•네트워크 구축(신규, 변경) 관련 계획

•홈페이지 기획, 구축, 관리 및 세부 운영 지침 제정

•기타 주요 전산·정보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입학·학생처]

▶ 비교과과정운영위원회

•비교과과정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비교과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 제도, 계획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및 관련 소위원회 운영 

• 입학전형 유형·요소·모집 시기 등 입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 

•지원자의 합격 여부 및 입시장학 심의 

▶ 장학위원회

•자체평가 계획 수립, 장학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학생상벌위원회 

•학생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사무처]

▶ 행정직원인사위원회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 공적심사위원회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

•인사 노무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복지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업무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매 회계연도 본교 기금의 투자·예치 관리 등 운용 계

획에 관한 사항 심의

• 본교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사회교육원]

▶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

•사회교육원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교수학습지원센터]

▶ 경희나노디그리운영위원회

•경희나노디그리 과정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경희나노디그리 관련 규정 제·개정 심의

• 기타 경희나노디그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미래고등교육연구소]

▶ 미래고등교육연구소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사업계획 심의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 연구소 규정의 개정·폐지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

정·폐지 

•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심의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위원회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제도의 개선에 관 

한 사항 

•기타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항 

[커뮤니케이션센터]

▶ 홍보위원회

•본교 UI 제작,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교 홍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본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본교 대내외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본교 홍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

[교양학부]

▶ 교양학부운영위원회

•교양 교과목 개편에 관한 주요사항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교양학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대학원]

▶ 대학원위원회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대학원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과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대학원운영위원회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심의

•대학원의 중장기 및 특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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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계획의 공정성 및 타당성

•입학전형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입학적격자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입학전형과 관련된 주요 사항

▶ 대학원장학위원회

•장학정책의 수립

•장학예산의 집행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총장실

▶ 행정팀

■	주요업무
•총장의 비서업무

•총장의 결재문서 관리 및 통제

•각종 의전 업무 확인

•내빈 응접 업무

•총장의 대외 활동 보좌

•총장의 지시사항 기록 유지 및 이행 결과 분석

•대학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분석 업무

•총장의 외부 회의 참석 시 자료준비

•기타 위 각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팩스번호 : 02-3299-8799

•전자우편 : khcuotp@khcu.ac.kr

부총장실

▶ 제도정책지원팀

■	주요업무
•전략 기획 및 주요 과제 발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수행

•주요 정책 및 제도 혁신안 검토 지원

•학칙 및 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검토 지원

•내빈 응접 업무

•부총장의 대외 활동 보좌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행정운영지원팀

■	주요업무
•부총장 결재문서의 관리 및 통제

•부서 및 학부(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모니터링

•부총장 지시사항 기록 유지 및 이행 결과 분석

•부총장의 주요 업무 일정 및 의전 등 관리

•내빈 응접 업무

•부총장의 대외 활동 보좌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509

•팩스번호 : 02-3299-8799

•전자우편 : khcuvp@khcu.ac.kr

기획재정처

▶ 기획예산팀

■	주요업무
•예산 편성 종합 및 조정(사업단위 평가 포함)

•예산 집행에 관한 심의 및 분석

•차관 및 차입에 관한 업무

•예산관리제도 개선방안 수립

•급여제도 개선방안 수립

•국고보조금 관리

•납입금, 급여 및 각종 수수료 책정

•새로운 제도,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 분석

•예정가격 조서 작성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조정

• 각 대학원, 학과·학부 및 부서의 장, 단기(사업)계획

의 종합 및 조정

•교직원 및 학생 정원 조정

•행정체계의 조직 및 편제 조정

•교육개혁 관련 업무 수행

•경희대학교와의 양교 간 연계협력 업무의 총괄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대응책 수립

•재정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기획과 재원 다변화 추진

•단기·중장기 재정 분석 및 재정건전성 관리

•기획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

•회의체 운영(부서장 회의, 업무조정회의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11, 8713, 8718, 8723

•팩스번호 : 02-3299-8729

•전자우편 : budget@khcu.ac.kr

▶ 평가감사팀

■	주요업무
•교육부 등 대외기관 평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자체 평가

•업무제반업무의 지도 및 그 결과 분석

•각종 소송 업무

•제 규정의 제정, 개폐 심의 및 유권해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업무

•저작권 관련 업무

•대외감사의 수검 기획

•행정·예산집행에 관한 감사 업무

•민원 및 고충 처리 업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 업무

대학 본부



42  


  2021 경희사이버대학교 요람 Kyung Hee Cyber University  


  43

I 대학 소개 •대학 본부

•대학평의원회, 감사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

•학과(부)평가, 신설, 개편 업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

•대학통계 및 정보공시 업무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14, 8717, 8721~2

•팩스번호 : 02-3299-8729

•전자우편 : planning@khcu.ac.kr

교무처

▶ 교무연구팀

■	주요업무
• 교원인사(교원 임용,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임면, 휴직, 

겸직, 연구년제 등)

• 조교의 인사발령에 관한 업무

• 교원급여

• 대외문서처리(각종 위원 추천, 겸직, 포상, 전력조회 등)

• 교원 관련 각종 행사(연찬회, 전체교수회의,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 교무위원회의 운영(각종 규정 상정 및 심의)

• 교원출장 및 해외여행 관련 업무 등

• 교비 연구비 및 각종 연구활동 지원

• 대외연구사업 계약, 진행, 관리

• 연구과제 간접비 관리

• 연구 관련 실사 및 평가 업무

• 학술연구운영위원회·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 연구윤리 교육

• 교원 연구실적 평가 및 관리

• 연구업적시스템 운영(KRI 연계 시스템)

• 연구지원을 위한 기획 및 제도 개발 등

•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43~6

•팩스번호 : 02-3299-8529

•전자우편 : kyomu@khcu.ac.kr

              research@khcu.ac.kr

▶ 학사운영팀

■	주요업무
• 휴학·복학, 제적, 전과, 재입학, 자퇴 등 학적변동 관리

• 복수전공·부전공, 졸업사정 및 학위등록

• 재적생 현황통계, 학적 통계자료 작성

• 학력조회

• 병사, 학적관계

• 제증명 발급

• 학위수여식 등에 관한 업무

•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리

•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 교육과정개편 관련 업무(관련위원회 운영)

• 학기 개설 교과목 편성(강의개설 및 폐강, 콘텐츠 제작

여부)

• 강좌 유형별 운영 지원(원어강좌, 팀티칭강좌, 관리강

좌, 특강 등)

• 콘텐츠질관리(질관리체제, 위원회 운영)

• 교원(전임, 비전임) 강의시수관리

• 수강신청 및 등록관리

• 수업운영관리(강의계획서 관리, 상호작용 관리)

• 시험업무(중간, 기말시험 실시 및 모니터링, 미응시자 

관리, 부정행위 관리)

• 강의평가 시행, 분석, 결과 회신(피드백)

• 성적관리(상대평가관리, 성적입력, 성적정정)

• 학점교류업무(교과목개설, 수강신청, 성적, 학생상담)

• 수업조교운영(수업조교업무지원)

• 편입학 학점 인정

• 취득학점 취소

• 학사일정수립, 관리

• 교양필수학점 취득 이수요건 면제 처리

•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31~4

•팩스번호 : 02-3299-8529

•전자우편 : class@khcu.ac.kr

글로벌·대외협력처

▶ 대외협력팀

■	주요업무
•대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

•국내 협약기관과의 각종 교류협력사업 기획·집행

•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 및 집행

•발전기금 기부자 발굴·예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발전기금 연계 프로그램 기획·집행

•수증물품의 보고

•대학의 연혁 관리 및 개교기념사업과 행사의 기획·집행

•학교 역사 자료 수집·정리·보존

•대외협력의 수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

•대동문 협력 및 지원 업무

•동문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관리

•산업체 및 군 위탁교육생 유치 업무 수행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운영

•해당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81~2, 8886

•팩스번호 : 02-3299-8816

•전자우편 : cooperation@khcu.ac.kr

▶ 글로벌협력팀

■	주요업무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국제화 관련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추진

•국제 학술 및 문화 교류

•교원, 재학생, 동문 등의 해외 연수 및 유학 지도 알선

•외국인 학생 학습 및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국외 교류협력의 수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

•대학의 주요 정책 업무 수행을 위한 통번역 등 업무지원

•해외 학생 유치 업무 수행

•해당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83~5

•팩스번호 : 02-3299-8816

•전자우편 : icc@khcu.ac.kr

미디어개발처

▶ 시스템운영개발팀

■	주요업무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학사행정 전산지원

•교내 업무의 전산 처리 및 전산화 개발운영

•전산시스템 운영 연구 개발

•전산 및 네트워크 장비, 전산기기, 소프트웨어 도입 추진

•학사관리시스템(LMS) 관리운영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11, 8813~5

•팩스번호 : 02-968-8798

•전자우편 : itmanager@khcu.ac.kr

▶ 콘텐츠전략기획팀

■	주요업무
•교육콘텐츠 제작계획 수립, 일정관리

•교육콘텐츠 기획, 분석, 설계

•콘텐츠제작기술 연구, 개발

•멀티미디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콘텐츠 제작 관련 가이드 및 자료집 제작

•콘텐츠 품질인증 추진 및 관리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추진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53, 8863

•팩스번호 : 02-3299-8829

•전자우편 : khcuisd@khcu.ac.kr

▶ 영상제작팀

■	주요업무
•교육콘텐츠 영상제작(촬영편집)

•강의 인코딩

•Studio 운용

•영상장비 관리

•Studio schedule 관리

•CG개발

•주요행사 촬영 지원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77

•팩스번호 : 02-3299-8829

•전자우편 : khcupd@khcu.ac.kr

▶ 콘텐츠관리팀

■	주요업무
•기 개발 교육콘텐츠 관리(분류, 보존, 백업, 열람, 반출)

•교육콘텐츠 송출 관리

•재편성 콘텐츠 운영 관리

•LCMS, CDMS 기획운영관리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31~3

•팩스번호 : 02-3299-8829

•전자우편 : khcucontents@khcu.ac.kr

입학·학생처

▶ 입학팀

■	주요업무
•신입·편입학 학생 선발

•신입·편입생 입학원서 관리·보존

•신·편입생의 등록취소

•입학요강 및 원서 양식 작성

•입시장학지급 방안 수립

•입학전형 시행계획 및 지침 수립

•입시관련 각종 서식 개발·제작

•각종 입시관련 대외행사 주관

•입시관련 각종 통계 작성 및 분석

•입시관련 고교 선정 및 관리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입시관련 유관기관(위탁교육 기관 등) 관리 및 지원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사정위원회 등 입시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입학기획/분석 업무

•입학상담 업무

•입학홈페이지 기획·운영 업무

•입학시스템 기획·관리 업무

•해당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전화번호 : 02-959-0000

•팩스번호 : 02-3299-8769

•전자우편 : ipsi@khcu.ac.kr

▶ 학생지원팀

■	주요업무
•학생 후생복지, 자치활동 지도 및 다양한 방안 수립

•총학생회 및 각종 학생자치단체 활동 지도

•학생단체 등록, 간행물 등 발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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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집회허가, 대외협조업무 및 학생 게시물 관리

• 입학식,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주관 및 신입

생을 위한 안내 책자 제작

•동아리 연합회 활동 지도 및 지원

•PC실습실 및 지역학습관 운영

•면학분위기 조성 방안 수립, 시행

•학생생활 연구 및 각종 학생지원프로그램 운영

•학생 만족도 조사·분석 및 제고 업무

•e-바로처리실 운영

•해외탐방, 학술제 등 각종 학생지원프로그램 운영

•학생증 발급

•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운영

•졸업준비위원회 지도 및 지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취업대책 수립

•진로관련 정보 자료 수집·제공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알선

•재학생에 대한 부직 알선

•취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작성·분석

•진로와 관련된 각종 특강실시

•진로와 관련된 각종 자료집 발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기업체 및 동문과의 협조

•학생상벌위원회등 소관위원회 운영

•해당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54

•팩스번호 : 02-3299-8759

•전자우편 : hakseng3@khcu.ac.kr

▶ 장학팀

■	주요업무
•대내외 장학관련 업무

•각종 학자금 대출 관련 업무

•대외 장학재원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

•교외 장학금 및 장학 프로그램 유치 활동

•장학생 관리 업무

•장학위원회등 소관위원회 운영

•해당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사항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58

•팩스번호 : 02-3299-8759

•전자우편 : hakseng3@khcu.ac.kr

사무처

▶ 인사총무팀

■	주요업무
•직원 인사 업무

•직원 교육훈련 업무

•직원 후생복지

•급여, 사회보험 업무

•계약 및 구매 업무

•대외문서의 발송, 접수, 분류

•기타 총무 업무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71, 8773, 8783~4

•팩스번호 : 02-3299-8799

•전자우편 : chongmu@khcu.ac.kr

▶ 회계경리팀

■	주요업무
•결산업무

•등록금 수납 및 등록금 대장 관리

•수입, 지출의 집행

•각종 기금 및 운영비 관리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업무

•연말정산 및 급여 마감 업무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72, 8774~6

•팩스번호 : 02-3299-8799

•전자우편 : chongmu@khcu.ac.kr

▶ 관재시설팀

■	주요업무
•공사 및 보수 업무

•교내·외 공간 확보 및 배치

•각종 시설관리 및 보수, 영선

•재물 관리 및 불용 처리

•각종 행사 시설물 협조

•통신 / 소방 업무

•안전관리 업무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91

•팩스번호 : 02-3299-8799

•전자우편 : siseol@khcu.ac.kr

대학원

▶ 교학팀

■	주요업무
•대학원 발전계획 연구 및 수립

•대학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집행

•대학원 학칙 및 내규 제·개정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리

•대학원 학적, 등록, 장학, 학사 관리

•대학원 학위논문 관련 업무

•대학원 입학 관련 업무

•대학원 학생지원 및 전공 운영비 집행

•비전임 교원 추천 및 강사발령, 교· 강사 출강 관리

•산·학·연·관 협동프로그램 개발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운영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08

•팩스번호 : 02-3299-8809

•전자우편 : graduate@khcu.ac.kr

사회교육원

▶ 행정팀

■	주요업무
•온라인 비학위과정 프로그램 개설·운영

• 외부 기관 제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운영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91~3

•팩스번호 : 02-966-8794

•전자우편 : cyberedu@khcu.ac.kr

•홈페이지 : http://ice.khcu.ac.kr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수학습지원팀

■	주요업무
•교수지원

- 신임 교수 콘텐츠 개발 및 수업운영 오리엔테이션

- 교수법 워크샵 및 세미나 개발·운영

- 온라인 강의 컨설팅

- 외부 교육프로그램 지원

- 교수법에 대한 전문 자료 제공

- Teaching Tips 제공

- 온라인 교육 연구 및 결과물의 DB 구축

•조교지원

- 수업조교 수업운영 오리엔테이션

- 효과적인 수업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

- 우수 수업운영 사례 모니터링 및 자료제공

•학습지원

- 학습법 워크샵 및 세미나 개발 · 운영

- 원격학습준비도 진단

•경희나노디그리 운영

- 경희나노디그리 과정 운영 및 관리  

- 경희나노디그리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관리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발급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관리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42

•팩스번호 : 02-3299-8829

•전자우편 : khcuctl@khcu.ac.kr

•홈페이지 : http://ctl.khcu.ac.kr

학생상담센터

▶ 행정팀

■	주요업무
•학사상담

- 입학, 등록, 수강, 시험 등 학사 전반 상담

- 학교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에 나온 사항 안내

- 학교 행사 및 학사 일정 안내

- 학과 및 부서 번호 안내

•담당부서 안내

-  문의사항 중 학과, 담당부서와 직접 통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안내

-  시험, 성적, 과제, 수업별 세부사항의 경우 해당 수

업조교 안내

-  자격증, 실습, 학적 변동(휴학, 복학, 개명 등)의 경

우 해당 학과 안내

•수강 장애 상담

- 홈페이지 로그인 오류 관련 점검

- 수강 환경설정을 위한 PC 기본점검

- 온라인 시험 응시 전 환경점검

- 기타 홈페이지 이용 관련 오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00

•팩스번호 : 02-3299-8869

•전자우편 : counsel@khcu.ac.kr

미래고등교육연구소

▶ 행정팀

■	주요업무
•각종 연구 활동 및 사업

•연구소 관리 및 운영

•연구소 제 위원 등의 임면

•연구소 제 위원 등의 증명 발급

•연구소 관련 위원회 운영

• 대학발전 관련 글로벌 환경, 트렌드 조사 분석, 정부정

책 변화 조사

• 국내외 명문 온라인 대학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문화, 제도, 정책 등 연구

• 실천적 실행의 기반이 되는 대학 발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내부 인트라넷 활용을 통한 지식 공유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887~8

•팩스번호 : 02-966-8794

•전자우편 : policy@khcu.ac.kr

•홈페이지 : http://ifhe.kh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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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팀

■	주요업무
•장애학생 관련 주요 정책 사업

- 장애학생 관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학생 교육복지 관련 연구 및 조사

- 장애학생지원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

-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웹 접근성 적용 및 향상 업무 지원

- 이동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업무 지원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

- 장애유형별 학습법 및 교육보조지원

- 장애학생 학사 관련 지원

- 평가방법의 다양성 및 적합성 등의 지원

- 장애유형별 대학생활 프로그램 지원

- 거교적 학교 행사 수화통역 등 편의 지원

- 장애학생 상담 및 진로 지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 관련 세미나, 특강 및 설명회 개최

- 장애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 진행

-  교ㆍ강사 및 수업조교 장애 이해 및 장애학생 지도

관련 교육

- 교직원 장애 이해 및 장애학생 지도 관련 교육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53

•팩스번호 : 02-3299-8759

•전자우편 : csdadmin@khcu.ac.kr

•홈페이지 : http://csd.khcu.ac.kr

커뮤니케이션센터

▶ 행정팀

■	주요업무
•대외 평판 및 이미지 제고

- 대내외 언론관련 위기대응 업무

- 각종 대학평가관련 평판도 관리 및 지원

- 중장기 홍보 전략 수립·이미지 정립

- 각종 보도자료 기획·제작·발송

-  캘린더, 브로슈어, 리플릿, 뉴스레터 등 각종 홍보

인쇄물 기획·제작

- 기자간담회, 홍보관련 실무자 회의 등 주최

•학생모집 관련 홍보 및 광고

- 웹진기사 작성 및 운영·관리

- 학교 관련 기사 스크랩 및 분석·보고

- 광고 제작·집행 및 관할

- 홍보영상물 기획·관리

- 대·내외 행사 사진 촬영

•대학다운 대학 문화조성

- 홈페이지 통합 운영·관리

- University Identity(UI) 개발·관리

- 홍보물품 제작·관리

- 홍보관리위원회 운영

- 구성원소통 및 공보활동

- 경희학원 홍보관계자 협의회 업무

■	연락처
•전화번호 : 02-3299-8719, 8725~6

•팩스번호 : 02-3299-8816

•전자우편 : khcupr@khcu.ac.kr

대학원 안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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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대학원

▣	호텔외식MBA

21세기 사회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성장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변화 트렌드를 분석

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전문가를 요구

하고 있다. 또한 외식 산업의 질적 향상으로 인하여 다양

한 경험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무장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

구와 필요에 따라 호텔외식MBA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성장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 변화 트렌드 

분석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며, 연구윤

리를 준수하는 연구자 양성

•이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다이닝(Global 

Dining) 트렌드 분석 및 전략 수립의 새로운 지식 창

출 능력을 갖춘 호스피탈리티 산업 전문가 양성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쟁

력 있는 비즈니스 조직화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 양성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내 외부 고객 관리를 통한 커뮤

니케이션 채널 구축 능력 함양

•글로벌 마인드 및 다양한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

율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확보

•한식 세계화를 리드해 나갈 외식 산업 전문 인력 양성

▶ 전공특징

호텔외식MBA의 교육과정은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인적인 가치관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기본 교육과정은 물론, 호텔&

리조트 산업, 글로벌 다이닝 산업의 전문가를 배양하기 위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전공 및 진로

분야의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역

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을 운영

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 교육체제를 마련

하고 있다.

호텔관광대학원에서는 호스피탈리티 및 관광레저항공 산업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산업현장의 실제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전공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토대로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전문인재양성체계를 수립하여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연구능력과 실무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나아가 호텔관광분야 미래경영자로서 창조적 사고 능력과 전

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교육목표

교육목표 내용

성인	지속	교육을	통한

실천적	인재	양성

• 성인 지속교육을 통한 국민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평생 학습을 실현하며, 

미래 사회를 위한 실천적인 호텔 관광 인재 양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산업,	녹색	성장,	한식	세계화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	양성

• 전문화된 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을 통한 서비스 산업 저변 확대 및 고용을 창출

• 국가 주력 산업인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에 기여하는 미래 핵심 인재 양성

21세기	유망	산업인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 국내 최고의 교수진, 차별화된 교육 체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21세기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을 리드해 나갈 관련 산업 전문가 양성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전문	인재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현장	전문	인력	양성

• 호텔외식MBA와 관광레저항공MBA 2개 전공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관광 및 서

비스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형 리더 양성

• 각 전공의 다양한 트랙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현장 전문 인력 양성

호텔관광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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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전화 : 02-3299-8704

•E-mail : hotelmba@khcu.ac.kr

•전공 홈페이지 : http://grad.khcu.ac.kr/hotelmba/

▣	관광레저항공MBA

관광레저항공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

능한 산업으로 국내 GDP 비율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고

용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잠시 위축되겠지만 인간의 이동 욕망과 관광이 경제활

동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문적 위상이 

증대되고 있지만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전문기관

은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관광레저항공MBA는 경희의 관

광교육 명문 전통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이론교육은 물론 

국내외 관광레저항공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연

계를 통한 현장 밀착형의 학제 간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세미나, 전문가 초청 특강, 

Tourism Region Field survey, 해외 벤치마킹 세미나 등 

온·오프라인의 Blended 교육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식 기반 사회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실천적인 최고의 관광레저항공 전문 인력 양성이 본 전공

의 개설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과학기술 발달과 여가 시간의 기회 증가로 끊임없이 변

화하는 관광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전인

적 사고력과 적극적인 수행 능력 배양

•사례 이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경영을 위한 

창의적인 지식 창출 능력을 갖춘 Tourism & Aviation 

Service Industry 기반의 연구자 양성

•관광레저, 여행항공 산업의 이론과 실무를 토대로 연

구윤리를 준수하고 고도의 학문적 자질을 갖춘 연구자 

양성

•관광산업 및 상품 개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례 분

석을 통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인

력 양성

•관광레저, 항공산업의 트렌드 분석 및 기획, 각종 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모델과 이론 적용에 대한 창의적인 

기획 인력 양성

•글로벌 마인드 및 다양한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

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및 항공경영 전문 서비스 인력 

양성

•한국 관광 산업을 리드하고 세계화(Globalization)를 선

도할 기획/집행 전문 경영 인력 양성

•여가와 관광 산업의 큰 틀에서 항공서비스경영에 대해 

연구하고, 항공사업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항공서비스

경영 인재 양성

▶ 교과목 소개

관광산업이 경제활동의 주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관광

학은 관광객과 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문화, 경제, 지

리, 자연, 환경, 정책, 개발 등의 현상에 대한 차이와 비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사회과학

학문으로 대두하였다. 대학원은 지식의 습득 즉, 지식의 전

수가 아니라 지식 창출과 문제해결의 능력을 교육의 핵심

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공통과목으로 경영학원론, 기업리

더쉽, 관광지역연구 등의 기초과정과 관광응용세미나, 항공

사경영론 등 전공심화과정 그리고 트랙별 과정(관광레저경

영, 여행항공경영, 기업경영)을 통하여 사례연구, Tourism 

Field Survey, 해외 벤치마킹 세미나, 이론의 적용 등의 단

계별 과정을 통해 관광레저경영, 여행항공경영 및 기업경영 

분야의 핵심 주제를 보다 심화함으로써 차별화되고 전문화

된 과정으로 운영된다.

■	연락처
•전화 : 02-3299-8705

•E-mail : gratourism@khcu.ac.kr

•전공 홈페이지 : http://grad.khcu.ac.kr/gratourism/

•문화창조대학원

▣	미디어문예창작전공

문화산업의 국가적 위상과 경제적 비중이 날로 높아지

고 있는 21세기 디지털 문화콘텐츠 시대에 부응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

텔러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필

요에 따라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은 21세기 디지털 문화콘텐

츠 시대에 부응하여 문화산업에 기반을 둔 문화복지사회건

설에 기여,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의 새로운 패

러다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창의적인 인

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미디어문예창작 전공은 21세기 디지털 문화콘텐츠 시대

가 요구하는 전문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학인, 창조적 지식인, 전인적 교

육자, 전문 스토리텔러 교육 양성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의 새로운 패러다

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창의적인 인력 

양성

▶ 전공특징

•창작예술로서의 문학과 학문으로서의 문학연구의 유

기적이고 상보적인 결합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영상과 언어를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와 현실적 삶을 미학적으로 형상화

•문예와 관련된 문화산업 현장에서의 실무능력 습득

•고전과 현대가 접목된 강의 콘텐츠 개발 운영

•교육자와 학생 간의 일대 일 창작 첨삭 지도 실현

문화창조대학원에서는 미디어콘텐츠, 글로벌한국학, 문화예술, 시민리더십 및 거버넌스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다.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전공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토대로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전문인재양성체계를 수립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연구능력과 실무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서 창조적 사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고 있다.

▶ 교육목표

교육목표 내용

문명사적	전환을	선도하는

21세기	문화예술	산업	지도자	육성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며 보다 나은 인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보편 가치’ 창출

• 지구시민사회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문화예술 산업 모델 제시

• 생산자(전문가)와 향유자(소비자)의 경계를 뛰어넘어 생산과 향유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인간의	얼굴을	한	디지털	시대’를

추구하는	네오	르네상스형

전문가	양성

•산업 문명의 폐해를 전방위적으로 성찰하면서, 인간과 지구를 위한 총체적 미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함양

•‘조화와 균형의 지구 공동체’를 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명을 융합하는 창조

적 역량 강화

•장르와 학제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과 이에 관한 연

구 및 교육 방법론 창출

지역과	지구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실천적	지식인	배출

•창작과 교육, 연구 부문을 지역 및 지구사회와 연계하며 ‘나눔과 기여’를 실천하

는 미래 대학의 전범 창출

•창작과 교육·연구 부문을 관련 현장과 접목시켜, 교육과 봉사가 동시에 실현되

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제시

•이를 통해 지역과 지구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실천적 지식인 양성

문화창조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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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학제 간 통섭교육의 반영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의 교육과정은 문예창작의 이론과

실제는 물론 디지털 문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영상

미디어와 관련된 강좌와 교육 시스템을 구비하고 고전적인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변화의 문화현상을 폭넓게 수용하는 

창의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자신과 세계의 존재성에 

대해 문학적, 예술적 방법론으로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아름답고 보람된 삶의 가치의 실현을 교육의 이상으

로 삼고 있다.

■	연락처
• 전화 : 02-3299-8706

• E-mail : gmoon@khcu.ac.kr

• 전공 홈페이지 : http://grad.khcu.ac.kr/gmoon/

▣	글로벌한국학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은 한국학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소양과 전문 지식을 갖춘 연구자를 양성하고, 국내

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한국학 관련 연구 및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전공 분야를 ‘한국학 트랙’,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KFL)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한국학 및 다문화 사회의 한국

을 연구하고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함으

로써 국가 브랜드로서 글로벌한국학의 토대를 구축하고 발

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교육목표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한국학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연구 및 교육 전문

가 양성

•전문 분야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이론적 지식 체

계의 구축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

•학문 영역의 전문 지식과 개인의 다양한 자질을 연

계·통합하는 학문적 통섭 능력 함양

•이론적 지식을 실제 활용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창의

적 사고 능력 함양

•현장 적합형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능력 함양

•국제적 시각과 문화 비평의 안목을 갖춘 글로벌 한국

학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

•글로컬리즘(Glocalism)을 기반으로 특성화된 글로벌한

국학을 선도할 지도자의 자질 함양

▶ 전공특징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모형에 따라 ‘글로벌한국학

전공’에서도 역량 기반 교육과정 모형을 채택하여 교육과

정을 편성하였다. 특히, 현 시대에 필요한 한국학은 전통 국

학 중심의 범용 한국학(汎用韓國學)이 아니라 발전된 한국

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에서의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학, 즉 

‘새로운 한국학’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

고자 특성화 역량으로 ‘글로컬 리더십(Glocal Leadership) 

역량’을 채택하였다. 한국학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지역

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바

로 이 점에서 글로컬리즘(Glocalism)이 필요하며, 글로컬리

즘은 세계 통합주의·지역 중심주의, 동질화·이질화 등 이

분법적 대립을 지양하고 양쪽의 장점을 서로 인정하고 받

아들이면서 새로운 질서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학

의 세계화(Globalism)는 한국학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특

성(Localism)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한국학의 세계화이다. 

이것이 ‘글로벌한국학전공’이 글로컬리즘(Glocalism)을 

지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연락처
• 전화 : 02-3299-8707

• E-mail : gkorean@khcu.ac.kr

• 전공 홈페이지 : http://grad.khcu.ac.kr/gkorean/

▣	문화예술경영전공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 전공은 ‘최초의 온라인 예

술경영대학원’으로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

은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사회적 예술”과 “문화예술교

육”, 그리고 “예술경영” 세 개의 전공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 대학원 전공은 오프라인 

대학원의 교육적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및 해외 거주 한국

인인 예술경영현장 종사자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

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지형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자 한다.

▶ 교육목표

•예술과 사회의 심도 깊은 연계를 위한 예술과 예술가

의 역할 정립

•시민력 제고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지향과 방법

론 모색

•예술의 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술경영역량 강화

▶ 전공특징

문화예술경영 전공은 “행복한 예술가에게서 행복한 예

술이 나온다” 라는 모토 하에 행복한 예술가가 만드는 행복

한 예술, 행복한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과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

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체화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양

성하는 데 힘쓰는 문화예술경영 전공은 예술경영 분야 국

내 최초로 ‘예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문화창조대학원

‘예술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데 궁극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외부 문화예술

기관, 곧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문화의집 연합회 및 

한국문화회관 연합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 기관 종사

자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	연락처
• 전화 : 02-3299-8708

• E-mail : artgrad@khcu.ac.kr

• 전공 홈페이지 : http://grad.khcu.ac.kr/munhwa/

▣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제4차 산업혁명기의 도래가 엄청난 불확실성의 미래

에 대해 통찰을 촉구하고 우리를 그것 너머로 인도할 새

로운 전환적(transformative)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우

리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FCL&G)’ 석사학위 과정

의 설립 목적은, 구식 국민국가 우선주의 관점을 탈피하여 

지구적 의식에 부응하는 동시에, 세계 속에 보다 더 인간

다운 시민공동체들을 육성하는 데 적합한 여러 역량을 두

루 갖춘 리더십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FCL&G 석사과정은 온라인 강의, 온-오프 면대면 

세미나, 온라인 시험, 텀페이퍼 작성 및 발표 활동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스스로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혁신적

인 방식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돕는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기존 세계의 혁신이라는 목표 하에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 이론 틀에 비추어 한 사람의 시민으

로서 자신만의 리더십 유형을 구상하고, 나아가 그들 각자 

속에 하나의 문명화된 세계를 실체화하는 데 적합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 교육목표

본 전공의 교육목표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

현실(AR), 로봇서비스(RS)와 같이 낯선 키워드들이 우리의 

인식 세계를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격랑 시대의 

파고를 담대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식과 통찰을 연마하

고 배양하여 각자가 속한 집단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

장을 견인할 시민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

인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초연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융·복합 학문 시대의 

첨병인 온라인 석사과정을 통해 명문 사립 경희학원

이 지난 70년 간 추구해 온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선

구안적 교육목표를 한 차원 더 높은 방식으로 실현할 

네오르네상스형 인재 육성 

•미래학, 시민리더십, 거버넌스 분야의 체계적인 이론 

지식 습득 및 현실적인 응용능력 함양 

•미답의 미래 세계에서 다가오는 예측불허의 도전

들에 대해 창의적 사유(creative thinking),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 공민적 개입(civic 

engagement)을 통해 앎과 행함을 일치시킬 수 있는 

지구시민으로서의 리더십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 

▶ 전공특징

본 전공은 미래학, 정치학, 사회학, 리더십, NGO 및 거

버넌스학, 행정학, 경영학, 환경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묶어 탄생시킨 국·내외적으로 유일

무이한 융·복합적 석사과정이다. 또한 경희학원의 독특

한 ‘후마니타스(Humanitas)’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인

간공동체와 문화세계 창조에 적극 이바지 할 시민 리더들

을 배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전범이 부

재한 현재 한국사회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사회와 지구시

민사회에 새로운 시민리더십 역량들을 배양하는 산실로

서 국내외적으로 경희학원의 학문적 명성을 쌓아가는 특

화된 교육과정이다. 특히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교관, 국

제NGO활동가, 기업인 등 중간관리자급 리더들이 새로운 

학문적 재충전 기회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동체 속

에서 각기 다양하게 ‘문화세계의 창조’ 활동을 펼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유능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경희사이버대

학교의 교시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실천적 인재의 양성’

이라는 문화창조대학원의 특성화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 궁극적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	연락처
• 전화 : 02-3299-8709

• E-mail : gsimin@khcu.ac.kr

• 전공 홈페이지 : http://grad/khcu.ac.kr/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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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학부(전공)/학과	안내 연락처 이메일

미래
·
문화
·

글로벌

리더십

계열

•IT·디자인융합학부 02-3299-8685 sisd01@khcu.ac.kr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2-3299-8641 dimul@khcu.ac.kr

- AI사이버보안전공 02-3299-8645 security@khcu.ac.kr

- ICT융합콘텐츠전공 02-3299-8631 convergence@khcu.ac.kr

- 산업디자인전공 02-3299-8618 industrial@khcu.ac.kr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02-3299-8616 design@khcu.ac.kr

•미래인간과학스쿨 02-3299-8650 future@khcu.ac.kr

- 재난방재과학전공 02-3299-8659 prevention@khcu.ac.kr

- 공공안전관리전공 02-3299-8678 safety@khcu.ac.kr

•보건의료관리학과 02-3299-8681 public@khcu.ac.kr

•한방건강관리학과 02-3299-8615 oriental@khcu.ac.kr

•후마니타스학과 02-3299-8623 humanitas@khcu.ac.kr

•NGO사회혁신학과 02-3299-8626 cyberngo@khcu.ac.kr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counseling@khcu.ac.kr

•사회복지학부 02-3299-8625

welfare@khcu.ac.kr

- 사회복지전공 02-3299-8634

- 노인복지전공 02-3299-8686

- 청소년·가족전공 02-3299-8686

- 아동·보육전공 02-3299-8638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2-3299-8621 moon@khcu.ac.kr

•스포츠경영학과 02-3299-8662 sportsmng@khcu.ac.kr

•실용음악학과 02-3299-8643 musicstar@khcu.ac.kr

•일본학과 02-3299-8671 japan@khcu.ac.kr

•중국학과 02-3299-8676 china@khcu.ac.kr

•미국문화영어학과 02-3299-8666 english@khcu.ac.kr

•한국어문화학과 02-3299-8654 korean@khcu.ac.kr

•한국어학과 02-3299-8648 ikorean@khcu.ac.kr

•미디어영상홍보학과 02-3299-8674 mcmail@khcu.ac.kr

•문화예술경영학과 02-3299-8673 artculture@khcu.ac.kr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02-3299-8651 marketing@khcu.ac.kr

•글로벌경영학과 02-3299-8611 mis@khcu.ac.kr

•세무회계학과 02-3299-8661 dta@khcu.ac.kr

•금융부동산학부 02-3299-8636 fortune@khcu.ac.kr

- 금융경제전공 02-3299-8610 finance@khcu.ac.kr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02-3299-8683 realestate@khcu.ac.kr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hotel@khcu.ac.kr

•외식조리경영학과 02-3299-8664 vam7@khcu.ac.kr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02-3299-8656 tourism@khcu.ac.kr

- 관광레저경영전공 02-3299-8656

-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02-3299-8656

                     •교양학부 02-3299-1317 kyoyang@khcu.ac.kr

•학부(전공)/학과 연락처

학부(전공)/학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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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IT·디자인융합학부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계열

▶ 교육목적

타 학문간 창조적 융합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

창출을 목표로 21세기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는 개방형 교

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문·공학·예술·디자인 간 융합

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섭역량과 공익적 인성 역량을 갖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경희사이버대학의 비전과 같이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보다 발전된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양

성하고자 한다. 학부 내에서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며 폭넓

은 지식을 쌓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으며, 타 전공과의 융

합실습과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ICT산업 및 예술 디자인 콘텐츠 산업에 빠르게 적응하

기 위한 타 학문과의 균형 잡힌 융합교육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탄탄한 경쟁력 지향

•SW와 디자인 등의 기술에 비즈니스 영역을 접목해 실

질적이며 균형 잡힌 융합교육 프로그램 제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Computer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

소프트웨어 교육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Visual & Media Design

━

웹/영상/애니메이션

IT·디자인융합학부

━

The school of Integrated 

IT & DesignAI사이버보안전공

Cyber Security &

AI Technology

━

보안/인공지능

ICT융합콘텐츠전공

ICT & Contents

Convergence

━

가상·증강현실/게임

산업디자인전공

Industrial Design

━

제품/공간/생활환경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교육목적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은 정보통신망, 컴퓨터 기술 그

리고 방송이 통합되는 환경에서의 급격한 정보통신기술 산

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감

각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IT 전문 인력으로서의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선도하고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의 기술적 응용을 바탕으

로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21세기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

는 창의적인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4

차산업시대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습 플

랫폼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은 ICT 융합을 선도하고 컴퓨

터 및 정보통신공학의 기술적 응용을 바탕으로 문화세계를 

창조하고, 21세기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공 이수 트리

▶ 특성화

•“뉴미디어 + 클라우드 + 디지털 융합”을 기반으로 

u-Network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

•4차산업시대의 정보통신 기술 패러다임(빅데이터 + 사

물인터넷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 및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IT 인력 양성

•유비쿼터스 사회의 요구에 따른 정보통신 및 관련 서

비스 기술에 대한 응용 제품을 생산, 연구, 개발하는 전

문 인력 양성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를 위한 내실

전공심화
과목군

모바일통신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베이스보안(4-2) 

빅데이터분석및기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네트워크보안(4-1)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프로그래밍언어구조의이해, 아두이노코딩(3-2)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운영체제(3-1)

전공기초
과목군

빅데이터기획및응용, 컴퓨터아키텍쳐, 웹프로그래밍, 파이썬프로그래밍(2-2)

객체지향프로그래밍(C++/C#), 자료구조의이해, 알고리즘및문제해결(2-1)

차세대4차산업기술의이해(1-2)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1-1)

스쿨공통
과목군

지속가능한디자인, 로보틱엔지니어링&AI(2-2)

생태문명과기술,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2-1)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1-2)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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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육과정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융합콘텐츠진화 3 문화콘텐츠코딩 3

이진법의세계 3 인간과디자인 3

디지털소통과표현 3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3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3 차세대4차산업기술의이해 3

2

생태문명과기술 3 지속가능한디자인

빅데이터기획및응용

컴퓨터아키텍쳐

웹프로그래밍

파이썬프로그래밍 

로보틱엔지니어링&AI 

3

3

3

3

3

3

객체지향프로그래밍(C++/C#) 3

자료구조의이해 3

알고리즘및문제해결 3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3

3

자바프로그래밍 3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3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3 프로그래밍언어구조의이해 3

운영체제 3 아두이노코딩 3

4
빅데이터분석및기술 3 모바일통신시스템 3

소프트웨어공학 3 클라우드컴퓨팅 3

컴퓨터네트워크보안 3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베이스보안 3

총계 총 15과목 45 총 16과목 48

▶ 교과목 해설

•융합콘텐츠진화(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the Evolution of Modern Contents Technology) 1-1 

ICT 융합 시대에 있어서 콘텐츠 기술이해와 정보통

신 기술구현 능력은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회로망 

(NETWORK)기술의 진화와 콘텐츠 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기술 콘셉트를 배양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역사와 미디어콘텐츠 산업흐름과 특징을 소개한다. 이를 위

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정보 산업의 비즈니스 사례 

및 응용,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본 강좌는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이진법의세계(Binary Technology) 1-1

우리는 새로운 산업 혁명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가 아날로그

에서 바이너리로 변모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기본에 대

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지식기반을 갖추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는 IT 융복합 현상

의 가속화는 다음 세대의 디지털 전문가로 하여금 꼭 알아

야 할 지식의 울타리를 더욱 멀리 넓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강의는 컴퓨터 정보통신의 기초를 배우는 과목으로 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그 운용방법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전

공심화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 시스템 소프트

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개요와 회로소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며 응용분야로 통신 및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개념을 학습한다.

•디지털소통과표현(Communicating through Digital 

Expression) 1-1 

디지털 사진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사업사회는 물론, 정보화 사회에서도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디지털사진

의 심미적인 측면에서 보는 방법과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해석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Programming for 

Everybody(with C)) 1-1

처음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을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한 과목이다.

본 강좌는 C 언어와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응용해 프

로그래밍의 이해와 능력을 향상시킨다. C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C 언어는 현재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

며, C언어에 대한 지식은 성능이 우수하고 양질의 소프트

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또한 C 언어는 Java, 

Python 과 C++언어의 입문이 되기도 한다.

•문화콘텐츠코딩(Cultural Contents and Instructional 

Coding Technology) 1-2 

새로운 산업 혁명에 접어들면서 시청자와 관련된 콘텐츠 구

성 및 문화적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본 강의는 디지털콘텐츠 기획, 설계 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

론 및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 걸쳐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직무능력의 습득을 통해 향후 실제 미디어 산업 현장 내 적

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기본개념을 전개

하는 스토리보드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과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 1-2

나날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추구되는 사회

적가치관과 그로 인한 사회현상에 주목하며 이 시대의 디

자이너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디자인의 방법

과 새로운 개념 및 가치창조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

간을 위한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자

인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기발하고 다양한 ‘디자인 사고’ 과

정을 통한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디자인 

행위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Videography of 

Mixedreality) 1-2

21세기의 개인의 삶의 변화와 산업 발전의 성장 및 예술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한 정보전달 수단인 영상의 가치 변화

와 미학적 관점으로서의 새로운 시각에서 영상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차세대4차산업기술의이해(Understanding of next-

generation 4th industrial technologies) 1-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자율주행

차,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결합되어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해줄 

것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

술인 ICBM(IoT, Cloud, Mobile, Big Data), 인공지능 및 플

랫폼에 관한 기반 기술의 이해를 목표로,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인문, 사회, 예체능 등 다양한 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양 수준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

한 기반 기술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다룬다.

•생태문명과기술(Ecological Civilization : Ecology, 

Technology & Society) 2-1

생태 문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내에서 사회 및 

환경 개혁의 최종 목표이다. 이것은 지구 기후 파괴와 사회

적 불의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변화가 생태원리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인간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과목은 인류

의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첨단 산업기술 6T (IT2.0, BT, 

NT, ET, ST, CT)를 검토할 것이며 재생 에너지 및 기술, 글

로벌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리드의 역할, 그리고 스케일의 

법칙을 통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검토한

다. 본 과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

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인간 사회, 기술 및 자연 환경의 상

호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과학, 기술 및 사회가 과거, 현재, 

미래의 생태 개발에 대한 상호 작용과 역학 및 개발되고 있

는 중요 문제들을 검토한다. 

•객체지향프로그래밍(C++/C#)(Object Oriented 

Programming(C++/C#)) 2-1

본 과목은 C++언어의 기초부터 응용까지의 과정을 다루

며, 프로그래밍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프로그램 작

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C#언어도 함께 배움으

로써 C언어 기반의 프로그램 기법을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프로그래밍 지식을 습득하는데 목표가 있다.

•자료구조의이해(Understanding of Data Structure) 

2-1

자료구조란 기억 장체 내에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

게 저장하며, 자료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에 대하

여 수행할 수 있는 연산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

야로 컴퓨터의 성능, 기능을 고려하여 최적의 문제 해결 방

안을 찾는 학문이다. 본 과목은 핵심 자료구조의 유형, 구현 

방법, 응용 기법을 다룬다.

•알고리즘및문제해결(Algorithms and Problem 

Solving) 2-1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분석하고 새

로운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실습을 병행하고 알고리즘의 기

법 및 분류에 대하여 학습한다.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Introduction to 

Information security, cyber crime, cyber terror, and 

hacktivism) 2-1

날로 증가하는 국가 간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범죄와 같

은 공격에 대응해 사이버 범죄 및 테러 대응기술 및 정책, 

디지털포렌식 기술, 정보전 관련에 대한 기술개발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이버 안전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이버 테러의 역사, 

정의 및 개념적 접근과 유형을 이해하고 사이버 범죄 현황

과 대책을 학습한다.

•지속가능한디자인(Sustainable Design) 2-2

최근 지구환경의 위기와 관련하여 탄생한 ‘지속가능한 디

자인’은 자원절약과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디자이너의 윤리이다. 환경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변천 과정과 다양

한 사례연구를 통해 상호소통하는 디자인적 해결방안에 대

한 방법론을 터득 한다.

•빅데이터기획및응용(Big Data Applications and 

Real-world Strategies) 2-2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 활

용되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던 데이터들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빅데이터 (big 

data)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 강의는 

빅데이터의 기초적 이론 및 사례 소개를 통해 향후 빅 데이

터 기획 및 응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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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아키텍쳐(Computer Architecture) 2-2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살펴보고 모듈별 

기능을 숙지한다. 기본원리와 동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

령어의 수행 절차와 마이크로 동작 등을 학습하고, 기본 컴

퓨터구조 관점에서의 구성을 살펴본다. 구성모듈 별로는, 

프로세서, 명령실행과 제어, 연산, 기억장치 그리고 입출력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파이프 라이

닝기법, 어레이 프로세서 기법 및 병렬처리 구성 등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 구조기법 등을 학습한다.

•웹프로그래밍(Web Programming) 2-2

국.내외적으로 규정한 웹 표준 형식의 이해를 통하여 인터

넷시대의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웹 표

준기초와 프로그래밍 지식을 습득한다.

•파이썬프로그래밍(Python Programming) 2-2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 교육, 네트워크, 게임과 같은 광범위한 응

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본 과목은 파이썬 프

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구조와 제어문, 프로그래

밍 구문의 기본 개념을 배우며 다양한 프로그래밍 예제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고, 기초적 알고리즘을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

수과목으로 C 언어에 대한 지식을 권장한다.

•로보틱엔지니어링&AI(Robotics Engineer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2

로봇공학에 사용되는 기본 컴퓨팅개념과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하며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 산업, 과학, 건강, 가정, 금

융, 서비스, 교육, 농업 및 군사와 같은 분야의 로봇기술을 

검토한다. 또한 로봇 컨셉 디자인 역사를 고대 그리스로부

터 20세기에 에니그마(Enigma)기계, 알파고와 AI의 대부인 

Geoff Hinton의 연구사례들을 검토한다.

•자바프로그래밍(Java Programming) 3-1

자바를 통한 객체지향프로그래밍을 배운다. 프로그래밍언

어의 기초에서 시작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며 객

체 지향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클래스를 배운

다. 향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 보다 신뢰성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Data communication 

& Network system) 3-1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OSI 7계층과 인터

넷의 기반 프로토콜인 TCP/IP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개념과 설정에 대해 공부하고 스

위치의 기본 구조 및 운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또한 센서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3-1

컴퓨터시스템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고 OS(Operating 

System)의 기초와 설계능력을 배양하여 하드웨어

(Hardware)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

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체제 구성 방안을 학습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관

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주변장치 관리, 분산 시스템 

및 병렬처리 시스템 운영체제의 관리능력을 함양한다.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Database Design and 

Implementation) 3-2

데이터베이스는 설계 5단계인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단계, 

개념적 설계 단계, 논리적 설계 단계 및 정규화, 물리적 설

계 단계, 구현 단계에 대한 이론을 배운다. 특히, 실무 적용

을 위해 실제 상용 DBMS(Access, MS-SQL, Oracle 등)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환경

과 웹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

해 봄으로써 현장업무를 개발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프로그래밍언어구조의이해(Programming Language 

Structure) 3-2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의 기본개

념을 소개하며 데이터 객체, 데이터 형, 추상화 방법, 순서

제어, 데이터 제어, 저장장소 운영, 주문 및 운영 환경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프로그램 언어의 의미와 구현에 대

한 최근 개념을 고찰하게 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프로그래

밍 언어의 개념을 배움으로써 문제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작성 아이디어를 잘 표현할 줄 알며, 새

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고, 프로그

래밍언어 구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언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아두이노코딩(Arduino Coding) 3-2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Arduino)의 

사용법과 이를 이용한 응용 장치 제작법에 대해서 학습한

다. 개발 환경을 이용한 스케치 사용법, 각종 센서 연결법,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제어기를 연결해서 동작 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간단한 회로와 코드로 주변 사

물을 제어하는 재미있는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한다.

•빅데이터분석및기술(Big Data Analytics: Tools & 

Techniques) 4-1

빅데이터는 처리 대상인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크기와 데이터 처리 속도 그리고 데이터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테라 시대에 

필요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설명한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통계 지식, 빅데이터의 핵심기술, 기술 현황

을 설명한다.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4-1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

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소프

트웨어의 생명주기를 이용하여 요구획득, 요구정의, 요구의 

사양화, 설계, 구현, 검증, 적합성 테스트, 유지, 보수에 이르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기까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전 과정에 관한 일반적

인 내용과, 각 단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제반기술에 관해 학

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의 개발능력과 관리능력을 

함양한다.

•컴퓨터네트워크보안(Computer Network Security) 

4-1	

DES(Digital Encryption Standards)를 비롯한 대칭형 암호 

화 알고리즘과 RSA와 같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시스템 보안 및 네트

워크 보안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에 앞서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해서 보안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보안의 취약성, 공 

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컴퓨터 보안 윤리 

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한, 응용분야로서 공개키기반 인 

증 시스템, 침입탐지를 위한 시스템과, 네트워크상의 트랜 

잭션(transaction) 보안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서 Computer, 

Network, Data Base에 적용되는 보안이론 및 기술을 강의 

하여 안전한 시스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모바일통신시스템(Mobile communication system) 

4-2

이동통신 시스템 및 무선통신의 개요, 안테나의 복사특성, 

이동통신 채널의 특성, 채널간섭, 이동통신방식, 주파수관

리, 위성통신의 원리, 특징 등을 다룬다.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4-2

구름(cloud)과 같이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

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로,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클라우드로 표현

되는 인터넷상의 서버에서 데이터 저장, 처리, 네트워크, 콘

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IT 자원의 주문형 아웃소싱 서비스를 학습한다.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베이스보안(Applications and 

Database Security) 4-1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프로세스 및 보안 구성

을 이해하기위한 과목이다. 이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유휴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 실무, 절차 및 

방법론을 검토한다. 더불어 이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유형, 

보안 아키텍처, 플랫폼 기본 사항, 사용자 관리, 비밀번호 관

리, 보안 모델, 가상 개인 데이터베이스 및 감사 모델을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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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지능정보사회로 변하고 있고 경이로운 편리함을 주고 있지

만, 이면에는 고도화된 위협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 AI 사이

버보안전공의 초점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중심

의 정보보안 및 차세대 컴퓨팅 기술이므로 이 분야에 관련

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및 미래 (국제) 사이버 정책 

및 규제에 핵심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 신기술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2세대 인터넷), 핀

테크(FinTech), 지능형 사물인터넷 (Intelligent IoT), 빅데이

터, 머신러닝,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와 모바일 테크

놀로지 등을 들 수 있는데, AI사이버보안 전공은 사이버 보

안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는 등 미래지향적

인 융합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및 컴퓨터소프트

웨어 공학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4차산업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고 학부 내 전공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

해 융합적 사고와 전문성을 동시에 지닌 전문 인재를 양성

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사물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

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시스템의 기밀성과 보안 관

리를 중심으로 실무지식과 능력을 갖춘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방어책을 찾기 위

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컨설팅, 보안관제요

원 등 사이버공격 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

성하여 국가정보보호기반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클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융합소프트

웨어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분

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4차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학부 내 전공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해 융합적 사

고와 창의성을 동시에 지닌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 특성화

•인공 지능 기술의 기본 사항과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

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4차산업 분야를 스스로 설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창

의력 중심 교육 

•보안 동향 평가 및 모범 사례 인식을 통한 IT 보안 기

술 개발 및 위협 대응 중심 교육 

•AICBM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분야의 사

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AI사이버보안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AI사이버보안전공)

▶ 전공 이수 트리

▶ 교육과정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융합콘텐츠진화 3 문화콘텐츠코딩 3

이진법의세계 3 인간과디자인 3

디지털소통과표현 3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3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3 차세대4차산업기술의이해 3

2

생태문명과기술

자료구조의이해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AI입문

3

3

3

3

지속가능한디자인

컴퓨터아키텍쳐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

로보틱엔지니어링&AI 

3

3

3

3

3

AI머신러닝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

운영체제

IT거버넌스와정보보호관리체계

3

3

3

3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3

정보보호프로그래밍 3

AI를활용한정보보호 3

사물인터넷과기술 3

4

지능형소프트웨어 3 정보보호법제도 3

컴퓨터네트워크보안 3 디지털포렌식 3

사이버수사입문 3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베이스보안 3

총계 총 15과목 45 총 15과목 45

정보보호법제도, 디지털포렌식(4-2)

지능형소프트웨어, 컴퓨터네트워크보안(4-1)

정보보호프로그래밍, AI머신러닝(3-2)

사물인터넷과기술(3-1)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3-2)

운영체제,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3-1)

컴퓨터아키텍쳐,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2-2)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AI입문, 자료구조의이해(2-1)

IT융합및멀티미디어응용(1-2)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1-1)

지속가능한디자인(2-2)

생태문명과기술(2-1)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1-2)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1-1)

정보보호법제도, 디지털포렌식,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베이스보안(4-2)

지능형소프트웨어, 컴퓨터네트워크보안, 사이버수사입문(4-1)

정보보호프로그래밍, 사물인터넷과기술(3-2)

T거버넌스와정보보호관리체계, AI머신러닝(3-1)

전공심화

과목군

전공기초

과목군

스쿨공통

과목군

지속가능한디자인(2-2)

생태문명과기술(2-1)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1-2)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1-1)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 AI를활용한정보보호(3-2)

운영체제,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3-1)

컴퓨터아키텍쳐,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 로보틱엔지니어링&AI(2-2)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AI입문, 자료구조의이해(2-1)

차세대4차산업기술의이해(1-2)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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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과목 해설

•융합콘텐츠진화(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the Evolution of Modern Contents Technology) 1-1

ICT 융합 시대에 있어서 콘텐츠 기술이해와 정보통

신 기술구현 능력은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회로망

(NETWORK) 기술의 진화와 콘텐츠 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기술 콘셉트를 배양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역사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흐름과 특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정보 산업의 비즈니스사례 

및 응용,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강좌는 컴퓨터지식

이 부족한 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이진법의세계(Binary Technology) 1-1

새로운 4차산업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가 아날로그에

서 바이너리로 변모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기본에 대

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지식기반을 갖추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는 IT 융복합 현

상의 가속화는 다음 세대의 디지털 전문가로서 꼭 알아야 

할 지식의 울타리를 더욱 멀리 넓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과목은 컴퓨터 및 정보통신의 기초를 배우는 과목으로 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컴퓨

터 시스템의 구조와 그 운용방법 및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전공 기초 및 심화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 시

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요와 회로소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며 응용 분야로 통신 및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개념을 학습한다.

•디지털소통과표현(Communicating through Digital 

Expression) 1-1

디지털 사진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산업사회는 물론, 정보화 사회에서도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디지털 사진

의 심미적인 측면에서 보는 방법과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해석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Programming for 

Everybody(with C)) 1-1

처음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

그램을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한 과

목이다. 본 강좌는 C 언어와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응

용해 프로그래밍의 이해와 능력을 향상시킨다. C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C 언어는 현재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며, C 언어에 대한 지식은 성능이 우수하고 양질

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한 C 언어는 Java, Python 과 C++언어의 입문이 되기도 

한다.

•문화콘텐츠코딩(Cultural Contents and Instructional 

Coding Technology) 1-2

새로운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시청자와 관련된 콘텐츠 구

성 및 문화적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

다. 본 강의는 디지털콘텐츠 기획, 설계 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론 및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 걸쳐 각 단계별로 요구되

는 직무능력의 습득을 통해 향후 실제 미디어 산업 현장 내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기본개념을 전

개하는 스토리보드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과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 1-2

나날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추구되는 사회적 

가치관과 그로 인한 사회현상에 주목하며 이 시대의 디자이

너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디자인의 방법과 새

로운 개념 및 가치창조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이

의 관계를 탐구한다. 기발하고 다양한 ‘디자인 사고’과정을 

통한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디자인 행위

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Videography of Mixed 

reality) 1-2

21세기의 개인의 삶의 변화와 산업 발전의 성장 및 예술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한 정보전달 수단인 영상의 가치 변화

와 미학적 관점으로서의 새로운 시각에서 영상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차세대4차산업기술의이해(Understanding of next-

generation 4th industrial technologies) 1-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3D 프린팅, 자율주행

차,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결합되어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해줄 

것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

술인 ICBM(IoT, Cloud, Mobile, Big Data), 인공지능 및 플

랫폼에 관한 기반 기술의 이해를 목표로,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인문, 사회, 예체능 등 다양한 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양 수준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

한 기반 기술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다룬다.

•생태문명과기술(Ecological Civilization : Ecology, 

Technology & Society) 2-1

생태 문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내에서 사회 및 

환경 개혁의 최종 목표이다. 이것은 지구 기후 파괴와 사회

적 불의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변화가 생태원리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인간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과목은 인류

의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첨단 산업기술 6T (IT2.0, BT, 

NT, ET, ST, CT)를 검토할 것이며 재생 에너지 및 기술, 글

로벌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리드의 역할, 그리고 스케일의 

법칙을 통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검토한

•IT·디자인융합학부(AI사이버보안전공)

다. 본 과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

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인간 사회, 기술 및 자연 환경의 상

호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과학, 기술 및 사회가 과거, 현재, 

미래의 생태 개발에 대한 상호 작용과 역학 및 개발되고 있

는 중요 문제들을 검토한다.

•자료구조의이해(Understanding of Data Structure) 

2-1

자료구조란 기억 장치 내에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

게 저장하며, 자료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들에 대하

여 수행할 수 있는 연산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

야로 컴퓨터의 성능, 기능을 고려하여 최적의 문제 해결 방

안을 찾는 학문이다. 본 과목은 핵심 자료구조의 유형, 구현

방법, 응용 기법을 다룬다.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Introduction to 

Information security, cyber crime, cyber terror, and 

hacktivism) 2-1

날로 증가하는 국가 간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범죄와 같은 

공격에 대응해 사이버 범죄 및 테러 대응기술 및 정책, 디

지 털포렌식 기술, 정보전 관련에 대한 기술개발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이버 안전전략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이버 테러의 역사, 

정의 및 개념적 접근과 유형을 이해하고 사이버 범죄 현황

과 대책을 학습한다.

•AI입문(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2-1

인공지능의 이론과 구현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인공지능의 

기본 이론, 용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표현, 추론기법, 머

신러닝에 대하여 학습한다.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사례와 인

공지능 게임을 통하여, 지능적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구현기

법을 습득한다.

•지속가능한디자인(Sustainable Design) 2-2

최근 지구환경의 위기와 관련하여 탄생한 ‘지속가능한 디

자인’은 자원절약과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디자이너의 윤리이다. 환경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변천 과정과 다양

한 사례연구를 통해 상호소통하는 디자인적 해결방안에 대

한 방법론을 터득 한다.

•컴퓨터아키텍쳐(Computer Architecture) 2-2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살펴보고 모듈별

기능을 숙지한다. 기본원리와 동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

령어의 수행 절차와 마이크로 동작 등을 학습하고, 기본 컴

퓨터구조 관점에서의 구성을 살펴본다. 구성 모듈 별로 프

로세서, 명령 실행과 제어, 연산, 기억장치 그리고 입출력기

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파이프라이닝기

법, 어레이 프로세서 기법 및 병렬처리 구성 등 성능을 개

선하기 위한 컴퓨터 구조기법 등을 학습한다.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Internet of Things) 2-2

IoT의 개념과 여러 사업에서의 응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업계 도메인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검토하며 기

초적인 시험(PILOT) IoT 시스템 설계에 대해 알아본다. 특

히, 업계 도메인, 플랫폼, 프로토콜 및 서비스를 위주로 강

의가 진행된다.

•로보틱엔지니어링&AI(Robotics Engineer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2

로봇공학에 사용되는 기본 컴퓨팅개념과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하며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 산업, 과학, 건강, 가정, 금

융, 서비스, 교육, 농업 및 군사와 같은 분야의 로봇기술을 

검토한다. 또한 로봇 컨셉 디자인 역사를 고대 그리스로부

터 20세기에 에니그마(Enigma)기계, 알파고와 AI의 대부인 

Geoff Hinton의 연구사례들을 검토한다.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Data communication 

& Network system) 3-1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OSI 7계층과 인터

넷의 기반 프로토콜인 TCP/IP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개념과 설정에 대해 공부하고 스

위치의 기본 구조 및 운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또한 센서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3-1

컴퓨터시스템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고 OS(Operating 

System) 의 기초와 설계능력을 배양하여 하드웨어

(Hardware)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

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체제 구성 방안을 학습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관

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주변장치 관리, 분산 시스템 

및 병렬처리 시스템 운영체제의 관리능력을 함양한다.

•IT거버넌스와정보보호관리체계(IT Governance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3-1 

조직이 경영 목적(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IT자원에 대

한 계획을 수립, 개발, 사용 및 통제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들 간의 관계,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를 다룬다. 또한 정

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즉,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통신

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

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과 절

차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체계에 대해 공

부한다. 이울러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대하여 다룬다.

•AI머신러닝(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3-1

머신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숨겨져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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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본 과목은 머신러닝의 기본개념들

을 소개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모델을 구현해서 

이를 실제 문제에 응용해본다. 인공지능의 실제적 응용에 

사용될 기계학습, 휴리스틱 탐색, 추론 등을 배우며, 응용분

야들의 예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Database Design and 

Implementation) 3-2

데이터베이스는 설계 5단계인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단계, 

개념적 설계 단계, 논리적 설계 단계 및 정규화, 물리적 설

계 단계, 구현 단계에 대한 이론을 배운다. 특히, 실무 적용

을 위해 실제 상용 DBMS(Access, MS-SQL, Oracle 등)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여 클라이언트-서버 환경

과 웹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

해 봄으로써 현장업무를 개발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정보보호프로그래밍(Cyber Security Programming) 

3-2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위한 파이썬 기

반 윈도즈 API 활용 프로그래밍, 그리고 디버거 활용 프로

그래밍을 학습한다.

•AI를활용한정보보호(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ybersecurity) 3-2

인프라의 증가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보보

안 솔루션만으로 탐지,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 

공격이 날로 진화하고 내외로부터 중요 데이터를 관리 및 

보호해주는 보안체제를 대응하는 기술이 필요해지며 AI 맞

춤형 보안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목에서는 

AI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AI 기반 정보보호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해한다. 

•사물인터넷과기술(Internet of Things and 

Technology) 3-2

사물인터넷이란 센서기반의 기기 및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과 공유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환경을 의미한다. 본 과목

에서는 사물인터넷의 정의 및 범위를 소개하고, IoT 핵심기

술인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IoT 디

바이스 기술에 대한 설명과 기술 동향을 설명한다.

•지능형소프트웨어(Intelligent software) 4-1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학습

한다. 기존의 procedural 개념과는 달리 declarative한 방

식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지식베이스 및 추론 엔진에 대

한 개념을 학습한다. 학습한 내용을 Jess 기반의 시스템으

로 단계별로 구축함으로써, 지능형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네트워크보안(Computer Network Security) 

4-1

DES(Digital Encryption Standards)를 비롯한 대칭형 암호

화 알고리즘과 RSA와 같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들을 소

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시스템 보안 및 네트워

크 보안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에 앞서 컴퓨터 시스템과 관

련해서 보안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보안의 취약성, 공

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컴퓨터 보안 윤리

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한, 응용분야로서 공개키기반 인

증 시스템, 침입탐지를 위한 시스템과, 네트워크상의 트랜

잭션(transaction) 보안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서 Computer, 

Network, Data Base에 적용되는 보안이론 및 기술을 강의

하여 안전한 시스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사이버수사입문(Introduction to Cyber Investigation) 

4-1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관련 법률에 따른 범죄유형,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 내

용 및 사이버 수사에서 필요한 디지털 증거 능력, 디지털포

렌식, 압수·수색 절차 등에서의 관련한 법적 이슈들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정보보호법제도(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Applied Law) 4-2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패러다임 트렌드와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 개별법에서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정보보호법제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

고, 이를 통해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 내용들을 학습한다.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4-2

디지털 포렌식은 정보 보호의 최후 활동으로 시스템/ 네트

워크/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이용하여 법적 증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본 과정은 학습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로 인정받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에 필요한 배경 지식,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절차를 학습한다.

•애플리케이션과데이터베이스보안(Applications and 

Database Security) 4-2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프로세스 및 보안 구성

을 이해하기위한 과목이다. 이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서 유휴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 실무, 절차 

및 방법론을 검토한다. 더불어 이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유

형, 보안 아키텍처, 플랫폼 기본 사항, 사용자 관리, 비밀번

호 관리, 보안 모델, 가상 개인 데이터베이스 및 감사 모델

을 검토한다. 

•IT·디자인융합학부(ICT융합콘텐츠전공)

▶ 교육목적

ICT융합콘텐츠전공은 현대 산업사회의 다변화되는 요구에 

따라 통합적 문제해결능력과 디자인 실무역량을 겸비한 디

자인과 공학 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ICT(정보통신

기술), 디자인, 비즈니스, 문화,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다학

제적 융합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

양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ICT융합콘텐츠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ICT·디자인

융합 전문가를 양성한다. ICT융합콘텐츠의 기초 이론 및 실

무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가상·증강현실, 모바일, 

게임디자인, 코딩기술 등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

행함으로써 융합콘텐츠 산업현장 업무에 응용할 수 있다.

ICT융합콘텐츠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를 리드

하는 능동적인 전문가를 양성한다.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ICT 트렌드와 융합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다. ICT융합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 발

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특성화

•융합이 기본이 되는 4차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실천적 인재 양성

•인문·공학·예술·디자인 간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

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새로운 융합 분야를 창조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

•스마트 콘텐츠 분야와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친화적인 교육과정 운영

ICT융합콘텐츠전공

▶ 전공 이수 트리

정보보호법제도, 디지털포렌식(4-2)

지능형소프트웨어, 컴퓨터네트워크보안(4-1)

정보보호프로그래밍, AI머신러닝(3-2)

사물인터넷과기술(3-1)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3-2)

운영체제,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3-1)

컴퓨터아키텍쳐,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2-2)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AI입문, 자료구조의이해(2-1)

IT융합및멀티미디어응용(1-2)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1-1)

지속가능한디자인(2-2)

생태문명과기술(2-1)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1-2)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1-1)

캡스톤프로젝트Ⅱ, 환경공간디자인, 가상/증강현실제작(4-2)

융합캡스톤프로젝트Ⅰ, 게임제작, 뉴미디어테크놀로지(4-1)

앱개발, 뉴미디어표현기법(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영상편집(3-2)

게임프로그래밍, 모션그래픽디자인(3-1)

전공심화

과목군

전공기초

과목군

스쿨공통

과목군

지속가능한디자인(2-2)

생태문명과기술(2-1)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1-2)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1-1)

아두이노코딩(3-2)

3D그래픽, 객체지향프로그래밍(C++/C#)(3-1)

웹프로그래밍, UI/UX디자인, 인간공학디자인(2-2)

가상현실콘텐츠의이해, 게임학, 아이디어발상(2-1)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1-2)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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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육과정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

3

3

3

3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3

3

3

3

2

생태문명과기술

가상현실콘텐츠의이해

게임학

아이디어발상 

3

3

3

3

지속가능한디자인

웹프로그래밍

UI/UX디자인

인간공학디자인 

3

3

3

3

3

객체지향프로그래밍(C++/C#)        

3D그래픽

게임프로그래밍

모션그래픽디자인 

3

3

3

3

아두이노코딩

앱개발

뉴미디어표현기법

영상편집 

3

3

3

3

4

융합캡스톤프로젝트Ⅰ

게임제작

뉴미디어테크놀로지

3

3

3

캡스톤프로젝트Ⅱ

환경공간디자인

가상/증강현실제작 

3

3

3

총계 총 15과목 45 총 15과목 45

▶ 교과목 해설

•융합콘텐츠진화(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the Evolution of Modern Contents Technology) 1-1

ICT 융합 시대에 있어서 콘텐츠 기술이해와 정보통

신 기술구현 능력은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회로망

(NETWORK) 기술의 진화와 콘텐츠 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기술 콘셉트를 배양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역사와 미디어콘텐츠 산업흐름과 특징을 소개한다. 이를 위

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정보 산업의 비즈니스 사례 

및 응용,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본 강좌는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이진법의세계(Binary Technology) 1-1

우리는 새로운 산업 혁명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가 아날로

그에서 바이너리로 변모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통

신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전공자 뿐 아니

라 비전공자들도 지식기반을 갖추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

는데 필수적이다.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는 IT 융복

합 현상의 가속화는 다음 세대의 디지털 전문가로 하여금 

꼭 알아야 할 지식의 울타리를 더욱 멀리 넓히도록 요구하

고 있다. 본 강의는 컴퓨터 정보통신의 기초를 배우는 과목

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그 운용방법 및 동작원리를 이해

하고 전공심화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개요와 회로소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며 응용분야로 통신 및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디지털소통과표현(Communicating through Digital 

Expression) 1-1

디지털 사진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사업사회는 물론, 정보화 사회에서도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디지털사진

의 심미적인 측면에서 보는 방법과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해석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Programming for 

Everybody(with C)) 1-1

처음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을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한 과목이

다. 본 강좌는 C 언어와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응용해 

프로그래밍의 이해와 능력을 향상시킨다. C 언어를 사용하

는 이유는 C 언어는 현재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며, C 언어에 대한 지식은 성능이 우수하고 양질의 소프

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또한 C 언어는 Java, 

Python 과 C++언어의 입문이 되기도 한다.

•IT·디자인융합학부(ICT융합콘텐츠전공)

•문화콘텐츠코딩(Cultural Contents and Instructional 

Coding Technology) 1-2

새로운 산업 혁명에 접어들면서 시청자와 관련된 콘텐츠 

구성 및 문화적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본 강의는 디지털콘텐츠 기획, 설계 과정에 대한 기초

적 이론 및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 걸쳐 각 단계별로 요구

되는 직무능력의 습득을 통해 향후 실제 미디어 산업 현장 

내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기본개념을 

전개하는 스토리보드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

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과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 1-2

나날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추구되는 사회적 

가치관과 그로 인한 사회현상에 주목하며 이 시대의 디자이

너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디자인의 방법과 새

로운 개념 및 가치창조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이

의 관계를 탐구한다. 기발하고 다양한 ‘디자인 사고’ 과정을 

통한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디자인 행위

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Videography of Mixed 

reality) 1-2

21세기의 개인의 삶의 변화와 산업 발전의 성장 및 예술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한 정보전달 수단인 영상의 가치 변화

와 미학적 관점으로서의 새로운 시각에서 영상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Digital Illustration) 1-2

그래픽디자인, 멀티미디어 그래픽,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는 벡터방식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를 

습득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

시켜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생태문명과기술(Ecological Civilization : Ecology, 

Technology & Society) 2-1

생태 문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내에서 사회 및 

환경 개혁의 최종 목표이다. 이것은 지구 기후 파괴와 사회

적 불의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변화가 생태원리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인간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과목은 인류

의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첨단 산업기술 6T (IT2.0, BT, 

NT, ET, ST, CT)를 검토할 것이며 재생 에너지 및 기술, 글

로벌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리드의 역할, 그리고 스케일의 

법칙을 통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검토한

다. 본 과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

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인간 사회, 기술 및 자연 환경의 상

호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과학, 기술 및 사회가 과거, 현재, 

미래의 생태 개발에 대한 상호 작용과 역학 및 개발되고 있

는 중요 문제들을 검토한다.

•가상현실콘텐츠의이해(Understanding Virtual Reality 

Content) 2-1

가상현실 콘텐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융합형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제적 융합을 통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첨단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평가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한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산업 친화적 

능력을 배양한다.

•게임학(Game Studies (Ludology)) 2-1

가상현실게임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기반이

론들에 대해 고찰하고 기초적인 게임과 스마트 인터렉티브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이론교육인 

게임이론, 게임역사, 게임분석을 교육하고, 융합적 논리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아이디어발상(Visual Literacy) 2-1	

다양한 캐릭터디자인의 유형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험하여 캐릭터 디자인의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다. 캐릭터와 디자인 접근에 있어 기초적

인 방법론을 다루고, 캐릭터 산업 관련된 요소들을 결부 시

키는 능력을 포함한 디자인 과정의 체계를 습득하고  활용

할 수 있다. 캐릭터디자인 변천과정과 성공사례의 분석을 

통해 고급 캐릭터디자인 제작기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캐릭터 스토리 작성방법과 제작과정

을 습득, 활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디자인(Sustainable Design) 2-2

최근 지구환경의 위기와 관련하여 탄생한 ‘지속가능한 디

자인’은 자원절약과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디자이너의 윤리이다. 환경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변천 과정과 다양

한 사례연구를 통해 상호소통하는 디자인적 해결방안에 대

한 방법론을 터득 한다.

•웹프로그래밍(Web Programming) 2-2

국.내외적으로 규정한 웹 표준 형식의 이해를 통하여 인터

넷 시대의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웹 표

준기초와 프로그래밍 지식을 습득한다.

•UI/UX디자인(UI/UX Design) 2-2

융합콘텐츠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유저 중심의 

다양한 경험 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인간공학디자인(Ergonomics Design) 2-2	

인간행동연구,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인체역학, 제품 디

자인 공학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제품, 가구, 공간, 환경 분

야의 관계 및 휴먼스케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상호작용적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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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프로그래밍(C++/C#)(Object Oriented 

Programming(C++/C#)) 3-1

C++언어의 기초부터 응용까지의 과정을 다루며, 프로그래

밍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C#언어도 함께 배움으로써 C언어기

반의 프로그램 기법을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프로그래밍 

지식을 습득하는데 목표가 있다.

•3D그래픽(3D Graphic) 3-1

3D 제작도구인 3Ds Max를 활용하여 3차원 모델링의 개념

과 기초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습을 통해서 사

물과 소품,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모델링부터 디지털 라이팅과 렌더링까지 전반

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심미적이고 조형미를 갖춘 결과

물(디지털 아트웍)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게임프로그래밍(Game Programming) 3-1

텍스트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CLI: Command Line 

Interface)를 활용한 기초적인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

고, 개인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오픈소스로 공개된 고전적인 게임에 대한 코드 레

벨의 이해를 수행한 후, 직접 게임을 설계 및 개발하는 과

정을 통하여 게임 개발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모션그래픽디자인(Motion Graphic Design) 3-1

After Effects를 활용하여 그래픽 변형과 합성을 통한 이미

지의 확장과 움직임을 학습하고 경험해본다. 비디오와 애니

메이션은 물론 전통 그래픽제작에 대한 이해와 영상제작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개념적 이해를 유도하고 조형적 능력

과 기술을 접목하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영

상언어를 직접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두이노코딩(Arduino Coding) 3-2

오픈소스 기반의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Arduino)의 

사용법과 이를 이용한 응용 장치 제작법에 대해서 학습한

다. 개발 환경을 이용한 스케치 사용법, 각종 센서 연결법,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제어기를 연결해서 동작 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간단한 회로와 코드로 주변 사

물을 제어하는 재미있는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한다.

•앱개발(App Development) 3-2

모바일 분야에서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무 기술을 학습한다.

•뉴미디어표현기법(New Media Expression Technique) 3-2

뉴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뉴미디

어 트렌드를 알아보고,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트렌드의 표현기

법을 학습한다.

•영상편집(Digital Video Editing) 3-2 

동영상에 대한 기초 지식 및 관련 하드웨어를 알아보고, 

Premiere Pro CS6라는 program을 통해 동영상 편집을 

배워, program 위주로 한 동영상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배워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융합캡스톤프로젝트Ⅰ(Capstone ProjectⅠ) 4-1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우수한 졸업 작품 및 취업과 진

학, 자기성장의 기회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Pre-

Process 과목으로써, 세부전공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ICT

융합콘텐츠 기획방법론 및 프로세스과정과 창의적인 다양

한 사례를 통해 포트폴리오 제작 및 졸업전시작품 작업의 

기초를 터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게임제작(Game Development) 4-1

디지털 게임 제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픽 게임 

개발 능력을 학습한다. 특히 OpenGL 혹은 DirectX에 대

한 이해와 실습을 수행한다. 또한, 게임 엔진에 대한 이해

와 실습을 수행한다. 먼저 상용 엔진인 유니티에 대한 이해

와 실습을 수행한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엔진인 

Steam을 이해하고, 보다 창의적인 게임 개발을 위한 아이

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해 본다.

•뉴미디어테크놀로지(New Media Technology) 4-1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게 뉴미디어 표현에 활용되는 홀로그

램,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새로운 

구현 기법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뉴미디어테크놀러지’이라

는 과목명으로 친숙하고 손쉽게 다가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실무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캡스톤프로젝트Ⅱ (Capstone ProjectⅡ) 4-2

졸업을 앞둔 융합콘텐츠 및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융합콘

텐츠 영역, 산업디자인 영역, 시각·인터렉티브 디자인 영

역과 영상·애니메이션 영역의 우수한 졸업 작품을 제작하

기 위하여 자신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프로세스의 이해 및 방법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과 

의미가 담긴 작품을 완성하고, 자기성장은 물론 취업 및 대

학원 취학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졸업 작품 전시회의 

성공적인 작품 발표를 그 목표로 한다.

•환경공간디자인(Environmental and Space Design) 4-2	

도시환경 공간, 주거 공간, 공공 공간, 상업 공간, 교육 공

간, 여가·스포츠 공간, 전시 공간 등의 선진 사례를 통해 

공간구조와 사회적 통찰능력을 배양하고, 디자인적 상호관

계의 분석을 통해 스마트 환경의 구조적 전개에 대한 다양

한 가능성과 가치를 터득한다. 

•가상/증강현실제작(Virtual / Augmented Reality 

Production) 4-2

디지털 게임 디자인 및 3D 그래픽스 그리고 게임엔진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R(Augmented Reality) 이나 

HMD(Head Mount Display) 기반의 VR(Virtual Reality) 콘

텐츠 구현을 위한 이론적, 기술적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직

접 제작한다.

•IT·디자인융합학부(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 교육목적

산업디자인전공은 21세기는 스마트 지식기반의 정보사

회로서 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영역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 디자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업디자인전공

에서는 첨단 기술과 감성적 예술을 통합한 글로벌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범학문적 지식을 습득케 하고, 이

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며,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새로

운 디자인 언어를 탐구한다. 또한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생

활·환경 그리고 공간간의 관계를 유기적이고 유연한 사고

로 상호소통 하는 미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산업디자인 영역의 이론과 실무전문 교육으로 세계적인 

산업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초 이론 및 실무 전문지

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실무 중심의 체

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디자인영역 특화된 교육과정

으로 디자인 현장 업무에 응용할 수 있다.

현대 산업의 발전방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사

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제간 체계적인 융·복합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

회의 변화를 유연하게 리드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전문 인

력을 양성한다.

▶ 특성화

●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탁월한 연구 및 

산업체 실무경력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

●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산업구조 및 소비형태의 변화

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 중심의 융합

커리큘럼 운영

● 21세기 4차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소

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첨단기술+인문학적 소

양 기반의 융합산업 선도형 전문 인력 양성

● 실험정신과 창조력 함양을 위한 'Fast Follower'와 

'First Mover'를 준비하는 실무형 차세대 산업디자이너 

양성

● 창조와 혁신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친환경 지속

가능한 디자인 특화 교육과정 운영

● 매년 해당 관련 전문분야 진출 및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한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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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이수 트리

정보보호법제도, 디지털포렌식(4-2)

지능형소프트웨어, 컴퓨터네트워크보안(4-1)

정보보호프로그래밍, AI머신러닝(3-2)

사물인터넷과기술(3-1)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3-2)

운영체제,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3-1)

컴퓨터아키텍쳐,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2-2)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AI입문, 자료구조의이해(2-1)

IT융합및멀티미디어응용(1-2)

지속가능한디자인(2-2)

생태문명과기술(2-1)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1-2)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1-1)

환경공간디자인,캡스톤프로젝트Ⅱ(4-2)

인터렉티브프로덕트,제품환경디자인캡스톤프로젝트Ⅰ(4-1)

인간공학디자인,리빙프로덕트디자인,생활속의공공디자인(3-2)

제품디자인프로세스,3D그래픽(3-1)

전공심화

과목군

전공기초

과목군

스쿨공통

과목군

지속가능한디자인(2-2)

생태문명과기술(2-1)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1-2)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1-1)

아이디어발상(3-1)

모델링,UI/UX디자인(2-2)

기초산업디자인,색채학(2-1)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1-2)

디자인의이해(1-1)

▶ 교육과정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

디자인의이해

3

3

3

3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3

3

3

3

2

생태문명과기술

기초산업디자인

색채학

3

3

3

지속가능한디자인

UI/UX디자인

모델링

3

3

3

3

아이디어발상

제품디자인프로세스

3D그래픽

3

3

3

인간공학디자인

리빙프로덕트디자인

생활속의공공디자인

3

3

3

4
제품환경디자인캡스톤프로젝트Ⅰ

인터렉티브프로덕트디자인

3

3

캡스톤프로젝트Ⅱ

환경공간디자인

3

3

총계 총 12과목 36 총 12과목 36

•IT·디자인융합학부(산업디자인전공)

▶ 교과목 해설

•융합콘텐츠진화(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the Evolution of Modern Contents Technology) 1-1

ICT 융합 시대에 있어서 콘텐츠 기술이해와 정보통

신 기술구현 능력은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회로망 

(NETWORK) 기술의 진화와 콘텐츠 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기술 콘셉트를 배양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역사와 미디어 콘텐츠 산업흐름과 특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정보 산업의 비즈니스 사

례 및 응용,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본 강좌는 컴퓨터 지

식이 부족한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이진법의세계(Binary Technology) 1-1

우리는 새로운 산업 혁명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가 아날로그

에서 바이너리로 변모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기본에 대

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

야의 기본적인 내용을이해하는 것은 전공자 뿐 아니라 비전

공자들도 지식기반을 갖추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는데 필수

적이다.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는 IT 융복합 현상의 가

속화는 다음 세대의 디지털 전문가로 하여금 꼭 알아야 할 지

식의 울타리를 더욱 멀리 넓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강의는 

컴퓨터 정보통신의 기초를 배우는 과목으로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컴퓨터시스템의 구조

와 그 운용방법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전공 심화과목을 이

수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

웨어의 개요와 회로소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며 응용분야로 

통신 및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디지털소통과표현(Communicating through Digital 

Expression) 1-1

디지털 사진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

정으로 사업사회는 물론, 정보화 사회에서도 경제활동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디지털사진의 심미적

인 측면에서 보는 방법과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해석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디자인의이해(History of Design) 1-1

현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

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그 브릿지 역할

로써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디자인의 개념 및 역사적 맥락을 

통한 시대적 변화와 문화적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폭

넓은 이론과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현대 커뮤니케이션 수

단으로써 급부상하고 있는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 그

리고 사회. 문화적 의미와 그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문화콘텐츠코딩(Cultural Contents and Instructional 

Coding Technology) 1-2

새로운 산업 혁명에 접어들면서 시청자와 관련된 콘텐츠 구성 

및 문화적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본 

강의는 디지털콘텐츠 기획, 설계 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론 및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 걸쳐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직무능력

의 습득을 통해 향후 실제 미디어 산업 현장 내 적용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기본개념을 전개하는 스토리보드

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과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 1-2

나날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추구되는 사회적 

가치관과 그로 인한 사회현상에 주목하며 이 시대의 디자이

너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디자인의 방법과 새

로운 개념 및 가치창조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이

의 관계를 탐구한다. 기발하고 다양한 ‘디자인 사고’ 과정을 

통한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디자인 행위

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Videography of mixed reality) 1-2

21세기의 개인의 삶의 변화와 산업 발전의 성장 및 예술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한 정보전달 수단인 영상의 가치 변화

와 미학적 관점으로서의 새로운 시각에서 영상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Digital Illustration) 1-2

그래픽디자인, 멀티미디어 그래픽,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는 벡터방식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를 

습득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

시켜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생태문명과기술(Ecological Civilization : Ecology, 

Technology & Society) 2-1

생태 문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내에서 사회 및 

환경 개혁의 최종 목표이다. 이것은 지구 기후 파괴와 사회

적 불의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변화가 생태원리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인간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과목은 인류

의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첨단 산업기술 6T (IT2.0, BT, 

NT, ET, ST, CT)를 검토할 것이며 재생 에너지 및 기술, 글

로벌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리드의 역할, 그리고 스케일의 

법칙을 통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검토한

다. 본 과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

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인간 사회, 기술 및 자연 환경의 상

호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과학, 기술 및 사회가 과거, 현재, 

미래의 생태 개발에 대한 상호 작용과 역학 및 개발되고 있

는 중요 문제들을 검토한다.

•기초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Fundamentals) 2-1

산업디자인의 전반적인 이론적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산업

디자인 개념을 이해하고, 각 단계별 산업디자인 전개 과정

을 분석함으로써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산업디자

인 환경에 대한 통찰력과 디자인 전략 능력을 함양한다.

•색채학(Color Theory) 2-1

색채에 대한 인식은 사회, 문화를 지배하며 상업적 성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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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요인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일반인들의 관심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의식을 적극적으로 요

구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생활과 디자인 전 분야와 미디어 

및 영상분야의 목적과 활용에 맞는 색채의 선택과 배합이 

중요한 시점인 21세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로 

일컬어지는 색채이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속가능한디자인(Sustainable Design) 2-2

최근 지구환경의 위기와 관련하여 탄생한 ‘지속가능한 디자

인’은 자원절약과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며 동시

에 오늘을 살아가는 디자이너의 윤리이다.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디

자인의 탄생 배경인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양한 사례에 적용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를 

소개하고 디자인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안을 이루어내는데 

필요한 과정과 방법론을 배운다.

•UI/UX디자인(UI/UX Design) 2-2

융합콘텐츠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유저 중심의 다양

한 경험 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모델링(Modeling)	2-2

3D Software(Auto CAD, Rhino등)를 활용한 프리젠테이션 

기법(Drafting, Modeling, Rendering, Animation)을 통해 

제품에 대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

는 방법과 디자인적 실무 적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아이디어발상(Visual Literacy) 3-1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 해나가는 방법

을 터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과제(문제)들을 통

해, 그래픽 디자인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문제들로Visual Communication과 Design Principles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더 폭 

넓고 주관적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답은 없다.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해 나가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표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테크닉도 직접 제시해주지 않는

다. 단지 이 교육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과 그것을 표현하는 

테크닉은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여 풀어 나가야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제품디자인프로세스(Product Design Process) 3-1

제품디자인 시스템을 통한 공공 제품 및 제품디자인 개발

사례 연구, 디자인 프로세스 및 스마트 팩토리 전개과정의 

단계별 키포인트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에 적용 가능한 디자

인 전개 및 개발능력을 함양한다.

•3D그래픽(3D Graphic) 3-1

3D 제작도구인 3Ds Max를 활용하여 3차원 모델링의 개념

과 기초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습을 통해서 

사물과 소품,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델링부터 디지털 라이팅과 렌더링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심미적이고 조형미를 갖춘 

결과물(디지털 아트웍)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Light wave 3D를 사용한다.

•인간공학디자인(Ergonomics Design) 3-2

인간행동연구,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인체역학, 제품 디

자인 공학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제품, 가구, 공간, 환경 분

야의 관계 및 휴먼스케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상호작용적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리빙프로덕트디자인(Living Product Design) 3-2

인간의 삶과 생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에 대

한 이해를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사용자 생활환경에 새

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리빙디자인의 다양한 가능성

과 가치를 터득한다.

•생활속의공공디자인(Design for Public Good) 3-2

공공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양한 사

례를 들어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디자인으로 지역의 브

랜드 이미지 향상,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도시의 개성을 찾아낸 국내외 실례로 공공디자인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품환경디자인캡스톤프로젝트Ⅰ(Product and 

Environment Design Capstone ProjectⅠ) 4-1

졸업을 앞둔 산업디자인 필수과목으로 전공 작품 실기 및 기

획능력 향상을 목표로 제품, 환경, 건축, 공간, 인테리어 등 

생활환경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산업디자인의 구성요소, 단계

별 체크리스트, 제작 프로세스, 필수적 고려사항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제작 기초과정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인터렉티브프로덕트디자인(Interactive Design) 4-1

첨단 디지털시대에 따른 다양한 제품의 사용 환경 및 사용

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인터페이스와 인터렉

션 디자인 제품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디자인과 첨단기술

과의 융합적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캡스톤프로젝트Ⅱ(Capstone ProjectⅡ) 4-2

졸업을 앞둔 융합콘텐츠 및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융합콘

텐츠 영역, 산업디자인 영역, 시각·인터렉티브 디자인 영

역과 영상·애니메이션 영역의 우수한 졸업 작품을 제작하

기 위하여 자신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프로세스의 이해 및 방법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과 

의미가 담긴 작품을 완성하고, 자기성장은 물론 취업 및 대

학원 취학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졸업 작품 전시회의 

성공적인 작품 발표를 그 목표로 한다.

•환경공간디자인(Environmental and Space Design) 4-2

도시환경공간, 주거공간, 공공공간, 상업공간, 교육공간, 여

가·스포츠공간, 전시공간 등의 선진 사례를 통해 공간구조

와 사회적 통찰능력을 배양하고, 디자인적 상호관계의 분석

을 통해 스마트 환경의 구조적 전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과 가치를 터득한다.

•IT·디자인융합학부(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교육목적

시각미디어디자인 산업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를 이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비주

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연구가 및 디자인 이론과 실무 능

력을 겸비한 융·복합형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현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

용하는 디자인 방법과 그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시각미디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

대와 사회적 변화는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비주얼 디자인 영역을 더욱 활성

화 시키고 첨단 미디어테크놀로지와 적극적으로 통합·상

호작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각미디어디자인 전공은 예술적 디자인 감성을 바탕으

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아이

디어를 구체화하는 융ㆍ복합적 커리큘럼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다양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 특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시각미디어디자인 전문가는 물론 기획, 설계, 제작 능력까

지 두루 갖춘 창의적인 미래형 전문 디자인 리더 양성을 목

표로 한다.

▶ 특성화

•대학 개교와 함께 개설된 최초의 창의융합 디자인전공

•창의적 교육역량과 각 디자인 분야별 전문적 실무능

력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

•아이디어 발상과 기획ㆍ창의적인 디자인ㆍ프레젠테이

션 스킬 등 탄탄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특

화 융합 커리큘럼 운영

•매년 해당 관련 전문분야 진출 및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한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전공 이수 트리

정보보호법제도, 디지털포렌식(4-2)

지능형소프트웨어, 컴퓨터네트워크보안(4-1)

정보보호프로그래밍, AI머신러닝(3-2)

사물인터넷과기술(3-1)

데이터베이스설계및구축(3-2)

운영체제, 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시스템(3-1)

컴퓨터아키텍쳐, 사물인터넷과비즈니스모델(2-2)

알기쉬운정보보호와암호화기술, AI입문, 자료구조의이해(2-1)

IT융합및멀티미디어응용(1-2)

누구나할수있는프로그래밍(1-1)

지속가능한디자인(2-2)

생태문명과기술(2-1)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1-2)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1-1)

캡스톤프로젝트Ⅱ, 디자인마케팅(4-2)

캡스톤프로젝트Ⅰ, 인포그래픽디자인, 모션그래픽디자인(4-1)

웹툰제작과표현, 영상편집(3-2), 편집디자인, 캐릭터디자인(3-1)

전공심화

과목군

전공기초

과목군

스쿨공통

과목군

지속가능한디자인(2-2)

생태문명과기술(2-1)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1-2)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1-1)

생활속의공공디자인(3-2) 

스토리보딩및스토리텔링(3-2) 

3D그래픽(3-1) 아이디어발상(3-1) 

현대예술의이해, 웹디자인, 타이포그래피,(2-2) 

색채학, 웹디자인기초, 드로잉(2-1)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1-2) 디자인의이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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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육과정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융합콘텐츠진화

이진법의세계

디지털소통과표현

디자인의이해

3

3

3

3

문화콘텐츠코딩

인간과디자인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3

3

3

3

2

생태문명과기술

색채학

웹디자인기초

드로잉

3

3

3

3

지속가능한디자인

현대예술의이해

웹디자인

타이포그래피

3

3

3

3

3

3D그래픽

편집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아이디어발상

3

3

3

3

생활속의공공디자인

웹툰제작과표현

영상편집

스토리보딩및스토리텔링

3

3

3

3

4

캡스톤프로젝트Ⅰ

인포그래픽디자인

모션그래픽디자인

3

3

3

캡스톤프로젝트Ⅱ

디자인마케팅

3

3

총계 총 15과목 45 총 14과목 42

▶ 교과목 해설

•융합콘텐츠진화(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the Evolution of Modern Contents Technology)) 1-1

ICT 융합 시대에 있어서 콘텐츠 기술이해와 정보통

신 기술구현 능력은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회로망 

(NETWORK) 기술의 진화와 콘텐츠 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기술 콘셉트를 배양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역사와 미디어 콘텐츠 산업흐름과 특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정보 산업의 비즈니스 사

례 및 응용,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본 강좌는 컴퓨터 지

식이 부족한 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이진법의세계(Binary Technology) 1-1

우리는 새로운 산업 혁명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가 아날로

그에서 바이너리로 변모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통

신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전공자 뿐 아니

라 비전공자들도 지식기반을 갖추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

는데 필수적이다.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는 IT 융·

복합 현상의 가속화는 다음 세대의 디지털 전문가로 하여

금 꼭 알아야 할 지식의 울타리를 더욱 멀리 넓히도록 요

구하고 있다. 본 강의는 컴퓨터 정보통신의 기초를 배우는 

과목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

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그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전공심화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개요와 

회로소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며 응용분야로 통신 및 멀

티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디지털소통과표현(Communicating through Digital 

Expression) 1-1

디지털 사진은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사업사회는 물론, 정보화 사회에서도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디지털사진

의 심미적인 측면에서 보는 방법과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해석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디자인의이해(History of Design) 1-1

현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

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그 브리지 역할

로써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디자인의 개념 및 역사적 맥락을 

•IT·디자인융합학부(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통한 시대적 변화와 문화적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폭

넓은 이론과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현대 커뮤니케이션 수

단으로써 급부상하고 있는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 그

리고 사회. 문화적 의미와 그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문화콘텐츠코딩(Cultural Contents and Instructional 

Coding Technology) 1-2

새로운 산업 혁명에 접어들면서 시청자와 관련된 콘텐츠 

구성 및 문화적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본 강의는 디지털콘텐츠 기획, 설계 과정에 대한 기초

적 이론 및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 걸쳐 각 단계별로 요구

되는 직무능력의 습득을 통해 향후 실제 미디어 산업 현장 

내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기본개념을 

전개하는 스토리보드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

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과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 1-2

나날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추구되는 사회적 

가치관과 그로 인한 사회현상에 주목하며 이 시대의 디자이

너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디자인의 방법과 새

로운 개념 및 가치창조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이

의 관계를 탐구한다. 기발하고 다양한 ‘디자인 사고’과정을 

통한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디자인 행위

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Videography of Mixed 

Reality) 1-2

21세기의 개인의 삶의 변화와 산업 발전의 성장 및 예술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한 정보전달 수단인 영상의 가치 변화

와 미학적 관점으로서의 새로운 시각에서 영상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Digital Illustration) 1-2

그래픽디자인, 멀티미디어 그래픽,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는 벡터방식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를 

습득하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

시켜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생태문명과기술(Ecological Civilization : Ecology, 

Technology & Society) 2-1

생태 문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내에서 사회 및 

환경 개혁의 최종 목표이다. 이것은 지구 기후 파괴와 사회

적 불의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변화가 생태원리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인간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과목은 인류

의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첨단 산업기술 6T (IT2.0, BT, 

NT, ET, ST, CT)를 검토할 것이며 재생 에너지 및 기술, 글

로벌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리드의 역할, 그리고 스케일의 

법칙을 통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검토한

다. 본 과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

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인간 사회, 기술 및 자연 환경의 상

호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과학, 기술 및 사회가 과거, 현재, 

미래의 생태 개발에 대한 상호 작용과 역학 및 개발되고 있

는 중요 문제들을 검토한다.

•색채학(Color Theory) 2-1

색채에 대한 인식은 사회, 문화를 지배하며 상업적 성공의 

요인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일반인들의 관심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의식을 적극적으로 요

구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생활과 디자인 전 분야와 미디어 

및 영상분야의 목적과 활용에 맞는 색채의 선택과 배합이 

중요한 시점인 21세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로 

일컬어지는 색채이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한다.

•웹디자인기초(Introduction to Web Design) 2-1

웹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HTML 태그의 원리를 이해, 습득

하고 HTML 문서의 타일을 적용하는 기초적인 CSS를 다

뤄 본다. 웹에서 접근성의 개념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웹 표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웹 표준에 맞는 HTML5 문서의 제작

을 실습하고 간단한 웹 페이지의 제작 방법을 배운다. 웹디

자인 기능사 필기시험에 출제되는 웹 디자인 이론의 중요

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살펴본다.

•드로잉(Drawing) 2-1

드로잉은 '이미지 시각화'를 익히는 스케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업은 디자이너 및 작가로 입문하기 위하여 기본

이 되는 드로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드

로잉과 기초 디자인을 상호 유기적으로 접목하여 실무를 

위한 제작과정을 더욱 더 부여하고, 유명한 작가&디자이너

의 실제 작품 사례를 통해 드로잉의 전번적인 이해를 돕고

자 한다. 수업을 통해 드로잉의 이론을 습득하고, 드로잉 실

기를 통해 시각디자인 제작물에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것을 

익히도록 한다.

•지속가능한디자인(Sustainable Design) 2-2

최근 지구환경의 위기와 관련하여 탄생한 ‘지속가능한 디

자인’은 자원절약과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디자이너의 윤리이다. 환경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변천 과정과 다양

한 사례연구를 통해 상호소통하는 디자인적 해결방안에 대

한 방법론을 터득 한다.

•현대예술의이해(History of Modern Art) 2-2

현대예술의 역사적 맥락에 따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례

를 통해 현대예술을 이해하고 현대예술의 다양성을 고찰함

으로써 현대예술의 미적 가치와 시각예술의 흐름을 이해하

도록 한다.

•웹디자인(Advanced Web Design) 2-2

웹 디자인이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페이

지 기획에서부터 설계 및 제작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웹 기획으로부터 실질적인 웹 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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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학생 스스로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2-2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

요와 개념을 배운다. 기본적 지식과 더불어 오늘날 타이포

그래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을 기른다. 모든 디자인 영역에 걸쳐 적

용되는 기초적인 디자인 분야이므로 미디어의 경계를 초월

한 다양한 활용법을 살펴본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새로운 미디어에 결합하는 방법론을 배운다.

•3D그래픽(3D Graphic) 3-1

3D 제작도구인 3Ds Max를 활용하여 3차원 모델링의 개념

과 기초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습을 통해서 

사물과 소품,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델링부터 디지털 라이팅과 렌더링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심미적이고 조형미를 갖춘 

결과물(디지털 아트웍)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편집디자인(Design editor) 3-1

본 과목은 인디자인 CS6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좋은 레이

아웃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에 목

표를 둔다.

•캐릭터디자인(Character Design) 3-1

다양한 캐릭터디자인의 유형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험하여 캐릭터 디자인의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다. 캐릭터와 디자인 접근에 있어 기초적

인 방법론을 다루고, 캐릭터 산업 관련된 요소들을 결부 시

키는 능력을 포함한 디자인 과정의 체계를 습득하고 활용

할 수 있다. 캐릭터디자인 변천과정과 성공사례의 분석을 

통해 고급 캐릭터디자인 제작기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캐릭터 스토리 작성방법과 제작과정

을 습득, 활용할 수 있다.

•아이디어발상(Visual Literacy) 3-1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 해나가는 방

법을 터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과제(문제)들

을 통해, 그래픽 디자인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문제들로Visual Communication과 Design 

Principles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

로 하여금 더 폭넓고 주관적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정답은 없다.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해 나가야하는 방법

을 가르쳐 주거나, 표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테크닉도 직

접 제시해주지 않는다. 단지 이 교육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

과 그것을 표현하는 테크닉은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접해

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여 풀어 나가야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생활속의공공디자인(Design for Public Good) 3-2

공공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양한 사

례를 들어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필요성을 파악한다. 지역의 

문화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디자인으로 지역의 브랜드 이

미지 향상,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며 도시의 개

성을 찾아낸 국내외 실례로 공공디자인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웹툰제작과표현(Producing of Webtoon) 3-2

웹툰의 제작방법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 시나리오 작화

를 기초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스스로 간단한 웹툰

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영상편집(Digital Video Editing) 3-2

동영상에 대한 기초 지식 및 관련 하드웨어를 알아보고, 

Premiere Pro CS6라는 program을 통해 동영상 편집을 

배워, program 위주로 한 동영상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배워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스토리보딩및스토리텔링(Storyboarding and 

Storytelling) 3-2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성방법을 익힌다. 

스토리보드 작성에 필요한 인물의 표현방법이나 원근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콘텐츠 유형에 있어 선형방식과 비선형방

식 구조의 특성을 이해한다. 스토리텔링 전개를 위한 플롯

의 구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자유롭게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보드를 만들 수 있다. 웹툰의 기본을 이해하고 산업기반에 

대하여 알아본다.

•캡스톤프로젝트Ⅰ(Capstone ProjectⅠ) 4-1

졸업을 앞둔 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우수한 졸업 작품 및 취

업과 진학, 자기성장의 기회를 위해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Pre-Process 과목으로써, 세부전공에 상관없이 공통적으

로 디자인 기획방법론 및 프로세스과정과 창의적인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포트폴리오 제작 및 졸업전시작품 작업의 기

초를 터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인포그래픽디자인(Infographic Design) 4-1

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 전달 매체인 인포

그래픽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인포그래

픽을 활용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

각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인포그래픽의 기획에서 제작까지 

단계별 플래닝 방법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모션그래픽디자인(Motion Graphic Design) 4-1

After Effects를 활용하여 그래픽의 변형과 합성을 통한 이

미지의 확장과 움직임을 학습하고 경험해본다. 비디오와 애

니메이션은 물론 전통 그래픽제작에 대한 이해와 영상제작

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개념적 이해를 유도하고 조형적 능

력과 기술을 접목하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영상언어를 직접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디자인융합학부(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캡스톤프로젝트Ⅱ (Capstone ProjectⅡ) 4-2

졸업을 앞둔 융합콘텐츠 및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융합콘

텐츠 영역, 산업디자인 영역, 시각·인터렉티브 디자인 영

역과 영상·애니메이션 영역의 우수한 졸업 작품을 제작하

기 위하여 자신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프로세스의 이해 및 방법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과 

의미가 담긴 작품을 완성하고, 자기성장은 물론 취업 및 대

학원 취학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졸업 작품 전시회의 

성공적인 작품 발표를 그 목표로 한다.

•디자인마케팅(Design Marketing) 4-2

디자인의 기본적인 이해와 마케팅의 결합을 통하여 포괄적

인 제반 이론을 습득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응 할 수

있는 트렌드를 읽고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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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21세기 문명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문명의 주체로서 인

간의 보편적 가치가 하락 되고 환경오염, 인구와 식량문제, 

기후변화, 재해와 사고, 테러와 폭력과 같은 범지구적 문제

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미래인간과학스쿨은 이에 부응하고자 시대에 

걸맞은 기술력과 창의력, 그리고 인류중심의 「경희공학」을 

바탕으로 현대사회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계를 선도

할 수 있도록 전인적 교육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미

래인간과학스쿨에서는 국제사회의 범지구적 사안을 혁신하

고 기술력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경희이념의 인재를 양성

하고자 합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기술력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인류중심의 경희공

학을 실천할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미래 사회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전략 및 예측이

가능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셋째, 과학기술의 음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

시야를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

넷째, 행동력·통찰력으로 국제사회의 범지구적 사안을

혁신하고 미래사회를 견인할 인재를 양성한다.

미래인간과학스쿨

문명의 전환기

산업화, 기술발달, 인류 생활양식 변화

미래인간

과학스쿨

·문명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역할 강조 필요

·  문명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흐름을 주도

해 나갈 필요성

·  산업화·기계화 속에서 부각되는 인간의  
탁월성의 가치 상승

·  무분별한 양적 팽창보다는 인간적 삶의  
안정적 토대 마련 시급

·  인간에 의해 소비되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지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지식과 정보가 넓힌 삶의 지평으로  
시공간의 의미 쇠퇴

· 공간을 초월한 지식세계의 확장

초
연

결
세

계

유
한
한
 지

구
 

문
명

의
 주

체
 : 인

간
 

•미래인간과학스쿨

▶ 전공 트랙별 로드맵

미래인간과학스쿨

스쿨공통

1-2 산업안전관리론

1-2, 2-2 경영학원론

2-1 공법개론

1-1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2-1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거버넌스

2-2 북극곰의운명

3-2 드론의응용

2-1 빅히스토리와기후변화

3-1 무의식과에코토피아

3-1 재난과통신망

3-2 죽음과마음의미래

미래전략트랙

문명레질리언스

트랙

전공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트랙 소방방재트랙 산업안전트랙 국방리더십 군 전직 관리

학년

1

1-1 소방학개론

1-1 재난관리론

1-2 전기공학개론

1-2 기계공학개론

1-2 도시방재론

1-2 산업안전관리론

2-1 화재공학

2-1 해외선진방재론

2-1 건축방재공학개론

2-2 위험물안전관리론

2-2 인간공학

3-1 소방관계법규

3-1 소방시설의구조원리

3-2 소방조직운영론

3-2 산업위생학개론

4-1 재난과GIS

4-1 소방전기시설의

설계및시공

4-2 화재모델링과피난

시뮬레이션

4-1 산업환기공학

4-2 기계안전관리

4-2 전기안전관리

1-1 국가안보와정보

1-2 민군관계론

1-1 경찰학개론

1-1 성공하는리더의

생활전략

1-1 싱글이코노미시대의

청년창직

1-2 경영학원론

2

2-1 무기체계론

2-1 공법개론

2-2 군경조직행동론

2-2 군리더십이론과실제

2-2 국제관계론

2-1 싱글이코노미시대의

소비자

2-1 청년창직아이디어

개발론

2-2 경비업법

3
3-1 국방경제와방위산업

3-2 군안전관리의실제

3-1 범죄학

3-1 경호학

3-2 기계경비개론

3-2 소자본창직과

금융전략

3-2 드론의응용

4

4-1 군상담이론과실제

4-1 사이버국방

4-2 군사심리학

4-2 위기관리론

4-2 군사전략론

4-1 민간경비론

4-1 창직브랜드마케팅

4-2 글로벌청년창직사례

분석및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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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재난방재과학전공

▶ 교육목적

재난방재과학전공은 21세기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재해 및 사고와 같은 각종 재난을 주체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류로서의 책임감을 고

루 갖추고, 나아가 지구적 재난으로부터 세계사회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학과

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인류의 안전한 삶

을 존속시킬 수 있는 재난 방재 기술과 위기관리 능력을 함

양한 재난방재과학 전문가, 학문적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

비한 전문 소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교수진과 교

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모든 교육과정 이수 후 공학사 학위

를 수여합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위기 대처 능력과 재난 상황 관리 능력을 함양한

주체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전문적인 기술력과 투철한 직업관을 겸비한 재난

방재 전문인을 양성한다.

셋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나아가 범지구적 안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 교육과정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3

3

3

3

도시방재론

전기공학개론

기계공학개론

산업안전관리론

3

3

3

3

2

화재공학

해외선진방재론

빅히스토리와기후변화

공법개론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거버넌스

건축방재공학개론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

3

3

3

3

3

3

3

위험물안전관리론

북극곰의운명

인간공학

경영학원론

3

3

3

3

3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의구조원리

무의식과에코토피아

재난과통신망

3

3

3

3

산업위생학개론

소방조직운영론

죽음과마음의미래

드론의응용

3

3

3

3

4

재난과GIS

소방전기시설의설계및시공

산업환기공학

창직브랜드마케팅

3

3

3

3

기계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화재모델링과피난시뮬레이션

3

3

3

총계 총 19과목 57 총 15과목 45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과학전공)

▶ 교과목 해설

•소방학개론(An Introduction to Fire Science) 1-1

화재는 인간의 생활환경이나 산업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발

생하며 재난.재해의 형태로 발전해 큰 피해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방학개론은 화재를 예방, 제어 및 진화하기 위한 소

방의 공학적 지식인 연소, 화재, 위험물 및 소화이론과 소방 

활동에 필요한 구조, 구급 및 재난관리 등의 소방의 전반적

인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재난관리론(Emergency Management) 1-1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재난관리 관계법령과 국내외 대형 

재난사례와 이를 통해 개선·발전되어온 재난정책의 수립 

방향 및 시사점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Strategy for Successful 

Business Leaders) 1-1

효율적인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

며, 성공하는 경영인의 생활전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후 타 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

해 준다.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Young People’s Job 

Creation in Single Economy) 1-1

싱글이코노미 시대의 특징과 일자리 변화 동향 등을 이해

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적 방법을 습득하여 창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방재론(Urban Disaster Protection) 1-2

도시화에 수반되는 공간의 속성변화(거대화(대심도, 초고 

층), 고밀도화, 복잡화, 고속화, 고도기술시스템의 적용 등) 

와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초대형 리스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난화 과정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방재분야의 

기 술정책에 대하여 탐색한다. 

•전기공학개론(An Introduction to Electrical 

Engineering) 1-2 

전기기초, 직류회로와 교류회로의 해석, 정자계와 전자유도, 

전기계측 및 배선전로, 반도체 소자특성, 자동제어 등 소방, 

건축 등 실무분야에 적용되는 전기공학의 기초적 이해를 

기반으로 소방전기설비의 작동원리, 설계방법과 관련 된 예

제를 학습한다. 

•기계공학개론(An Introduction to Mechanical 

Engineering) 1-2	

소방설비 및 건축설비 등에 적용된 기계설비에 대한 작동 

원리의 이해와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기계공

학적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계설계, 재료와 응력, 

유체공학, 열에너지 시스템, 운동 및 동력전달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산업안전관리론(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1-2

 산업기술 발달로 인하여 생산현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

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관리론의 중요성

이 극대화되었다. 따라서 산업안전의 기본 이론에 관한 내

용을 학습하여 응용 능력 또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재공학(Fire Protection Engineering) 2-1 

화재의 발생 메카니즘과 관련된 점화, 연소 및 연소율 및 

화재의 확대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화염확산, 화재 플룸(Fire 

Plume), 연소생성물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공간의 화재

방호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구획화재의 개념과 방호설

계 및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해외선진방재론(An Introduction to Advanced 

Disaster Prevention in Overseas) 2-1	

방재 분야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방재 분야와 

비교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고려해본다. 

•빅히스토리와기후변화(Big History and Climate 

Change) 2-1 

기후변화 시대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며, 과학적인 데이

터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리에 대해 이해해본다. 인간의 활

동이 지구를 따뜻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구는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기후 조건에서 벗어나 인류의 행동

이 촉발한 지질시대인 ‘인류세’에 돌입했다. 기후변화가 일

상이 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

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

며 그 의미와 파급 효과에 대해 고민해 본다.

•공법개론(An Introduction to Public law) 2-1 

국가의 조직과 작용을 정한 헌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 

법,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를 규정한 행정법 및 각종 

절차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에 관련된 공법이론 중 헌법 

과 행정법을 중심으로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행정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거버넌스(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Governance) 2-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배경, 개발과 보전의 

협치를 위한 환경레짐의 변화과정,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2015년부터 진

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어떤 맥락으로 연

결되는지 본 과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제 거버

넌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는지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자 한다. 또한 본 교과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에 관한 

개념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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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건축방재공학개론(An Introduction to Structure 

Engineering for Disaster Prevention) 2-1 

건축물 공간에서의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내화대책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내외 건축물 

의 화재방호와 관련된 법규를 학습함으로써 공간의 화재방 

호시스템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한다.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Idea Development for 

Young People’s Job Creation) 2-1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학술적 접근을 선행학습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창직을 위한 아이템 개발에서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론(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Commodities) 2-2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위험

물 종류별 위험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기법의 기본개념과 실제사례에 대해 학습

한다.

•북극곰의운명(Destiny of Polar Bear) 2-2 

본 과목은 21세기에 대두되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 중 하나

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 

들을 통해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간공학(Human Factors Engineering) 2-2 

공장 자동화, 스마트 공장 등 작업자의 인적 오류에 의한 사

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잘못 설계된 제품이나 작업장을 

사후에 수정,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청구된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으로써 제품, 기계, 도구, 작업환경의의 

설계 단계에서 인적 요소를 고려해 재산, 인명 피해를 최소

화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2-2 

본 과목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영학의 이론과 

실무의 기초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업의 목표 달성 

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강조 

점을 두고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소방관계법규(Fire Laws(the fire servic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3-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관리법,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화재방호 및 위험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관계법령의 체계와 개념에 대한 이해와 소방관계법령

과 건축법 등 타 관련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소방시설의구조원리(Structure Principles of Fire 

System) 3-1 

초기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유도)설비, 소화용수설비, 자

동화재탐지설비, 제연 및 배연시스템 등 소방시설 및 설비 

에 대한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건축방화설비와의 관

련성에 대해 학습한다.

•무의식과에코토피아(Unconscious and Ecotopia) 

3-1 

<무의식과 에코토피아>는 인간의 마음, 자연, 우주와의 상호

연관성을 성찰하는 과목이다. 특히 인간의 잠재력 혹은 창

조성으로 상징화된 무의식의 심층을 세계종교문화 속에 서 

살펴봄으로서 인류초기부터 전이되어 온 ‘집단무의식’의 

마음을 이해한다. 본 과목은 인간마음을 분석심리학적인 차

원에서 조명하며 마음의 근원적 원형(archetype)을 이해함

으로, 감정치유, 트라우마 승화, 우울증 회복을 통해 ‘내 안

의 신성’을 발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인 

간 무의식의 이해는 타자와의 공감, 자연과의 관계, 우주만 

물과의 상응을 회복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공감적 인간, 마

음의 직관, 생태영성의 통찰을 갖도록 한다. 

•재난과통신망(Public safety and communication 

network) 3-1	

재난에 대비한 통신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다. 본 과목에서는 재난 통신

망의 개요, 재난통신망의 종류, 국내 및 국외의 구축사례를 

학습한다

•산업위생학개론(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Hygiene) 

3-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자격제도의 변화 및 건설

업의 보건관리자로 산업위생관리사 고용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병원 등 서비스업종에 산업위생관리사의 보건관리자 

채용 확대 등 수요의 급속한 증대로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습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며, 유해요인으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론과 공학적인 관리대책을 습

득한다.

•소방조직운영론(Fire organization management 

theory) 3-2

 「소방조직운영론」은 소방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학, 행정

법의 기초 및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관리와 화재 예방 경

계 및 진압과 구조 및 구급 등 대응 활동에 대한 소방 조직 

운영과 기능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죽음과마음의미래(The Future of Death and Mind) 

3-2	

<죽음과 마음의 미래>는 동서양 인문학 전통에 나타난 죽 

음과 인간 마음의 이해와 성찰을 추구한다. 죽음은 과연 생 

의 종말인가? 아니면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인가? 죽음 

이후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소멸되고, 전이되며, 재생되는 

가? 본 과목은 죽음과 마음에 관한 인문학적 통찰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죽음, 그 너머의 세 

계’와 마음의 미래를 향한 심리 탐구를 진행한다. 또한 죽

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 장례문화, 임사체험 등 죽음학과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과학전공)

연관된 타나토스 현상을 임상사례와 함께 성찰한다.

•드론의응용(Application of drones) 3-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드론의 응용분야는 취미와 

항공촬영뿐만 아니라 군사, 재난상황에서의 감시 및 운송용

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드론의 개

요와 비행원리, 재난상황에서의 활용방안, 국내 및 국외 의 

실제 활용사례를 학습한다.  

•재난과GIS(Disaster and GIS) 4-1	

GIS(지리정보시스템)은 전 국토의 지리공간정보를 디지털

화하여 수치지도(digital map)를 작성하고 다양한 정보통

신 기술을 통해 재해·환경·시설물·국토공간 관리와 행

정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첨단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재난재해와 관련된 정보

를 데이터화하여 관리 및 분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각

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 

과목에서는 GIS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소방전기시설의설계및시공(Design and Construction 

of Fire System) 4-1

소방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점검사례에 적용하여 현장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산업환기공학(Industrial Ventilation Engineering) 4-1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기 오염물질은 자연 증발하여 

작업자의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공장 내의 주변 공기를 오

염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장 외부로 배출되어 외부 

공기를 오염시키게 된다. 해결방안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산업 환기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며 작업환경 개선

의 공학적 대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연환기, 국소 배

기 장치, 전체 환기장치의 구조와 원리, 용량계산 등 설계, 

환기의 기본 지식, 법적 요구사항, 공기 정화장치의 종류와 

특성, 관리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창직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 for Job Creation) 

4-1

창직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브랜드마케팅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익힐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사례

를 통해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한다.

•기계안전관리(Machine Safety Management) 4-2

생산성 및 인간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계 장치

와 공정에 대해 이해하고 기계 장치 및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

습한다.

•전기안전관리(Electrical Safety Management) 4-2

전기의 위험성 및 전기 안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전기 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전기 

재해의 원인 및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화재모델링과피난시뮬레이션(Fire Modeling and 

Evacuation Simulation) 4-2

화재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피해를 줄

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 환경

에서 화재 현상을 예측하고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Passive와 Active 환경을 건축물에 반영한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화재 모델링

으로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화재 현상을 예측하

고, 피난시뮬레이션으로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반지식을 습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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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공공안전관리전공

▶ 교육목적

공공안전관리전공은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처

하게 된 위협 상황을 이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 사회의 

안녕 및 범죄 예방을 책임지는 안전 전문 인력, 실무 활용

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학과입니다. 군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안보 및 세계사회 안보에 중

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방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안전관리전공만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국내 최고 교수

진의 이론적, 실무적 강의를 제공합니다. 모든 교육과정 이

수 후 안전학사를 수여합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겸비한 기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각종 범죄 예방 및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을 책임질 통섭적 시야를 지닌 군인 간부를 양성합니다.

둘째, 공공의 안녕과 치안을 보장하고 각종 재해와 사회

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방분야 조

직내 핵심 인재를 양성합니다.

셋째, 사회 안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와 함께 능동적

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준비된 조직 리더, 시민 리더를 

양성합니다.

넷째, 취업, 창업, 창직 등 전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군 전역 후 성공 리더로 발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

성합니다.

▶ 교육과정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경찰학개론

국가안보와정보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3

3

3

3

민군관계론

산업안전관리론

경영학원론

3

3

3

2

무기체계론

공법개론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

싱글이코노미시대의소비자

빅히스토리와기후변화

3

3

3

3

3

경비업법

군경조직행동론

군리더십이론과실제

국제관계론

북극곰의운명

3

3

3

3

3

3

경호학

범죄학

재난과통신망

국방경제와방위산업

무의식과에코토피아

3

3

3

3

3

기계경비개론

군안전관리의실제

드론의응용

죽음과마음의미래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3

3

3

3

3

4

민간경비론

군상담이론과실제

창직브랜드마케팅

사이버국방

3

3

3

3

위기관리론

군사심리학

군사전략론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및실습

3

3

3

3

총계 총 18과목 54 총 17과목 51

•미래인간과학스쿨(공공안전관리전공)

▶ 교과목 해설

•경찰학개론(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1-1

경찰의 임무와 이념, 경찰권의 발동근거 및 한계, 경찰의 역 

사와 외국의 경찰제도를 비롯하여 경찰활동의 법적근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경찰행정의 본질

과 발전단계,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찰의 조직, 인사행정, 조 

직관리, 재무관리 등 경찰행정학 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국가안보와정보(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1-1 

전통적 접근의 국가안보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현대적 

의미의 안보개념을 폭넓게 연구한다. 국가정보론을 이해하

고 미래전 양상과 사이버시대의 정보작전과 정보의 역할을 

집중 연구한다.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Strategy for successful 

business leaders) 1-1

효율적인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

며, 성공하는 경영인의 생활전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후 타 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

해 준다.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Young People’s Job 

Creation in Single Economy) 1-1 

싱글이코노미 시대의 특징과 일자리 변화 동향 등을 이해

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적 방법을 습득하여 창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민군관계론(Civil Military Relations) 1-2 

민군 관계의 개념 유형 및 문민통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한 

국군의 국가 사회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산업안전관리론(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1-2

산업기술 발달로 인하여 생산현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

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관리론의 중요성

이 극대화되었다. 따라서 산업안전의 기본 이론에 관한 내

용을 학습하여 응용 능력 또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1-2 

본 과목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영학의 이론과 

실무의 기초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업의 목표 달성

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강조

점을 두고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공법개론(An Introduction to Public law) 2-1 

국가의 조직과 작용을 정한 헌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

법,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를 규정한 행정법 및 각종 

절차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에 관련된 공법이론 중 헌법

과 행정법을 중심으로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행정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무기체계론(Introduction to Weapon Systems) 2-1 

무기체계의 학문적 이론과 전쟁사에서 무기체계 발달사를 

학습한다. 또한 국가안보와 무기체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

고, 5차원 전장에서 운용되는 현재의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

하고 미래전의 양상과 무기체계 발전방향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최적의 무기체계의 발전방

향을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싱글이코노미시대의소비자(Consumers in Single 

Economy Era) 2-1 

싱글이코노미시대의 소비자 행동개념과 이론을 학습한다.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요

인에 대해 알아보고, 소비자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적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요인을 분석해보는데 목표를 둔

다.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Idea Development for 

Young People’s Job Creation) 2-1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학술적 접근을 선행학습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창직을 위한 아이템 개발에서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빅히스토리와기후변화(Big History and Climate 

Change) 2-1 

기후변화 시대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며, 과학적인 데이

터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리에 대해 이해해본다. 인간의 활

동이 지구를 따뜻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구는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기후 조건에서 벗어나 인류의 행동

이 촉발한 지질시대인 ‘인류세’에 돌입했다. 기후변화가 일

상이 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

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

며 그 의미와 파급 효과에 대해 고민해 본다.

•경비업법(Private Security Law) 2-2 

경비업법은 시설 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 업무와 

기계 경비업에 관한 제반 관련 법규와 경비원 직무와 경비 

지도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로서 경비업의 허가, 

기계경비업무,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행정처분 등을 이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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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군경조직행동론(An Introduction to Military 

Organizational Behavior) 2-2 

조직행동론은 조직 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개인, 집단, 조직구조가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는 학문으로, 조직 내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

함으로써 인간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군 조직에 대해 이해하고, 조직과 구성원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군리더십이론과실제(Military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2-2	

리더십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초급간부로서 리더십 실천

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관계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2-2 

국제관계론은 국제관계에 관한 기본 개념과 주요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강생들이 국제정치의 다

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능력 

배양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간의 관계를 알

아보고 바람직한 국제관계 유지를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

하며 국제관계가 군사력 건설 및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학

습한다. 

•북극곰의운명(Destiny of Polar Bear) 2-2 

본 과목은 21세기에 대두되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 중 하나 

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 

을 통해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호학(Security Science) 3-1 

경호대상자를 신체적 상해 등 외부의 위해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위

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는 경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현상과 경호업무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목적 달

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과 이론을 탐구하며, 경호의 개념

과 다양한 경호환경에 따른 경호의 기본원리, 경호의 작용, 

조직 등에 관해 공부한다. 

•범죄학(Criminology) 3-1	

범죄의 증가, 전문화 등의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 범죄학의 

주요 이론 및 연구방법,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된 범

죄현상, 범죄의 유형별 특성, 형사사법제도의 조직 및 기능, 

범죄대책 등을 학습하고, 현대 범죄학의 주요 현안 및 최신 

동향 등에 대해 이해한다. 

•재난과통신망(Public safety and communication 

network) 3-1 

재난에 대비한 통신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다. 본 과목에서는 재난 통신

망의 개요, 재난통신망의 종류, 국내 및 국외의 구축사례를 

학습한다. 

•무의식과에코토피아(Unconscious and Ecotopia) 

3-1 

본 강의는 인간의 마음, 자연, 우주와의 상호연관성을 성찰 

하는 과목이다. 특히 인간의 잠재력 혹은 창조성으로 상징

화된 무의식의 심층을 세계종교문화 속에서 살펴봄으로서 

인류초기부터 전이되어 온 ‘집단무의식’의 마음을 이해한 

다. 본 과목은 인간마음을 분석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조명

하며 마음의 근원적 원형(archetype)을 이해함으로, 감정치

유, 트라우마 승화, 우울증 회복을 통해 ‘내안의 신성’을 발

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인간 무의식의 이

해는 타자와의 공감, 자연과의 관계, 우주만물과의 상응을 

회복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공감적 인간, 마음의 직관, 생태 

영성의 통찰을 갖도록 한다. 

•국방경제와방위산업(Introduction to Weapon 

Systems) 3-1 

국방경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과  방위산업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 학습하고,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사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기계경비개론(An Introduction to Electronic security 

system) 3-2 

방범기기를 활용하는 기계경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배

우고 기계경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기계 

경비 이용방법 및 사후 처리방안 등을 학습하여 방범기기 

조작과 대처방법 등 기계경비 시스템을 이해하게 한다. 

•군안전관리의실제(Practice of Military Safety 

Management) 3-2 

군 내부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군내 안전수준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육군 간부 및 

일반 병사들에게 교육되어야할 안전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드론의응용(Application of drones) 3-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드론의 응용분야는 취미와 

항공촬영뿐만 아니라 군사, 재난상황에서의 감시 및 운송용

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드론의 개

요와 비행원리, 재난상황에서의 활용방안, 국내 및 국외 의 

실제 활용사례를 학습한다. 

•죽음과마음의미래(The Future of Death and Mind) 

3-2	

<죽음과 마음의 미래>는 동서양 인문학 전통에 나타난 죽음

•미래인간과학스쿨(공공안전관리전공)

과 인간 마음의 이해와 성찰을 추구한다. 죽음은 과연 생의 

종말인가? 아니면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인가? 죽음 이

후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소멸되고, 전이되며, 재생되는가? 

본 과목은 죽음과 마음에 관한 인문학적 통찰과 함께 죽음

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죽음, 그 너머의 세계’와 

마음의 미래를 향한 심리 탐구를 진행한다. 또한 죽음을 준

비하는 삶의 자세, 장례문화, 임사체험 등 죽음학과 연관된 

타나토스 현상을 임상사례와 함께 성찰한다.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Small Capital Startups and 

Financial Strategies) 3-2	

소자본창직과 금융전략에 관한 이론과 사례학습을 통해 정

부지원자금 및 금융기관 활용 자금·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과목을 통해 싱글이코노미스

트의 금융지식 이해와 실제현장에 필요한 금융전략 활용능

력을 함양할 수 있다. 

•민간경비론(An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4-1 

민간경비의 기원에서부터 산업사회의 등장과 발전으로 경

찰 등 공경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 원칙

으로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가고 있다. 외국의 민

간경비 발달배경과 민간경비산업의 미래시장 등 전반적인 

Private security의 이해와 민간경비업체의 경영 등을 학습 

한다.

•사이버국방(Cyber National Defense) 4-1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강한 신세대들이 군에 유입됨에 따라 

군 또한 변하고 있다. 신세대의 높은 정보생활의 경험은 군

의 정보기술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한편 그에 대한 정보 

보안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걱정을 해소하고 

가상공간상의 정보를 보호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군상담이론과실제(Military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4-1 

군상담이론과실제는 상담의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군상담

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목적으로 사례 위주의 상담모형과 

과정 및 기법을 제시한다.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

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군상담의 정

의,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군과 사회에서 실제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기법, 프로그램 등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창직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 for Job Creation) 

4-1	

창직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브랜드마케팅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익힐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사례

를 통해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한다.

•위기관리론(An Introduction to Crisis Management) 

4-2	

각 국가들의 위기상황 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례를 연구하고 한반도 위기관리의 실제에 대해서 

도 탐구한다. 

•군사심리학(Military Psychology) 4-2 

초급장교들이 부대를 지휘하는데 보다 필요한 기본적인 인

간행동 및 심리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체의 감

각이나 지각의 군대 장면 활용, 전투의 본질 이해를 위한 

인간의 공격성, 전투와 인간의 감정 및 정서, 신세대 장병의 

의식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군사전략론(An Introduction to Military Strategy) 4-2 

전쟁에 부합되는 군사전략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소

양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략의 개념, 목표, 

유형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하여 전략의 변천을 

연구하며 현대전쟁의 전략개념, 핵심요소 및 군사력 구비기

준에 대한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전략과 정책, 전략과 전술

의 관계를 이해한다.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및실습(Case Study for 

Young People’s Job Creation in Global Economy) 

4-2 

정싱글이코노미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글로벌 

창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 가능한 유망 

사업을 예측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창직 아이디어 

및 성공전략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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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이수 트리

보건의료관리학과

▶ 교육목적

보건의료관리학과의 학문적 베이스인 경희학원에는 보

건의료관리와 양대 지적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의료

분야 임상 인프라로서 경희대학교병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

원이 있으며, 각각의 병원에는 서양의학 중심의 경희대학병

원, 치의학분야의 치과대학병원, 그리고 한의학 중심의 한

방병원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관리의 학문적 인프라로

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의료관리학과와 경영대학원에 

의료경영 MBA과정이 개설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론과 

실제를 모두 겸비한 경희학원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경희사

이버대학교의 지적측면과 실용적 측면에서 튼튼한 지적기

반으로서 높은 수준의 학문적 환경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

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관리학과는 보건 및 의

료분야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 이론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

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보건의료관리학과는 삶의 중요한 요소로서 국민들의 건

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의 증대, 고령화의 가속화와 같은 

시대적 요청과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

건의료 산업분야에서 뚜렷한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갖춘 전

문적인 보건의료 관리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할 경쟁력 있는 보건행정 및 의료관리 분야의 전

문 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전문적인 보건의료 관리

자의 공급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보건의

료 현상에 대한 예측·분석·기획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셋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보건 분야의 정책문제를 

이해하고 행정과 경영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넷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계된 광범위한 보건의료 

산업 및 환경에 관한 체계와 기능을 이해하고 관리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관리학과는 위와 같은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성과지향적인 다양한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관리학과 교육과정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과정

공중보건학(1-1)

보건의사소통(1-1)

사회심리학(1-2)

조사방법론(2-1)

보건교육학(2-1)

보건의료법규(2-1,2)

보건교육방법론(2-2)

사업보건(3-1)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4-1)

보건교육실습(3-2)

보건사업관리(4-1)

보건의료정보(3-2)

인간발달론(4-1)

노인보건(4-2)

보건행정직 공무원 과정

공중보건학(1-1)

보건의료행정학(1-2)

보건의료법규(2-1,2)

보건경제학(3-1)

의학용어(3-1)

보건의료정보(3-2)

건강의료보험학(4-2)

보건의료관리 과정

공중보건학(1-1)

조직관리(2-1,2)

보건의료정보(3-2)

건강의료보험학(4-2)

병원원무관리(4-2)

 *보건교육사2급 자격증과정 필수과목 9과목(본교 개설교과목: 공중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선택사항 4과목(본교 개설과목: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산업보건, 노인조건, 보건의료정보 中 택) 이수 시 보건교육사2급 필기시험 응시자격부여

*경희사이버대 보건의료관리학과 졸업 시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필기시험 응시자격부여

•보건의료관리학과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공중보건학 3 1 1

전공 미래정부와행정 3 1 1

전공 보건의사소통 3 1 1

전공 보건의료행정학 3 1 2

전공 사회심리학 3 1 2

전공 조직관리 3 2 1/2

전공 보건교육학 3 2 1

전공 조사방법론 3 2 1

전공 보건의료리더십 3 2 2

전공 보건교육방법론 3 2 2

전공 보건의료법규 3 2 1/2

전공 보건의료인적자원 3 3 1

전공 보건경제학 3 3 1

전공 산업보건 3 3 1

전공 의학용어 3 3 1

전공 보건교육실습 3 3 2

전공 보건의료와사회복지 3 3 2

전공 보건의료정보 3 3 2

전공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3 4 1

전공 인간발달론 3 4 1

전공 보건사업관리 3 4 1

전공 노인보건 3 4 2

전공 건강의료보험학 3 4 2

전공 병원원무관리 3 4 2

▶ 교과목 해설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1-1

보건학은 건강, 질병 및 건강증진의 개념, 보건학적 연구방

법, 보건의료제도 및 다양한 보건상황과 관련된 전반적 이해

와 지식을 습득한다.

•미래정부와행정(Future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1-1

행정학의 본질과 행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행정학의 일

반이론, 접근방법 등을 소개함과 동시에 미래 정부의 기초

이론을 강의한다.

•보건의사소통(Health Communication) 1-1

보건교육사를 포함한 보건전문인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지식과 기술 능력을 기른다.

•보건의료행정학(Health Public Administration) 1-2

보건의료행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론을 학습하고, 행정학

의 분과 학문으로서 보건의료행정의 특수성을 이해한다. 보

건의료 행정의 이론과 현실적인 실제 내용을 학습한다.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1-2

사회심리학에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사회지각, 대응, 동조, 

매력, 편향 등 각 분야의 이론을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배운다.

•조직관리(Organization and Management) 2-1/2

현대 행정관료제와 조직원리의 분석 및 조직의 유형화, 구 

조화 문제, 환경과의 관계, 조직의 효과성 문제, 동기부여, 

조직설계, 조직발전 등을 복합과학성적 측면에서 다룸으로

써 현대조직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한다. 

이론전개에 있어서는 체계론적, 사회심리학적, 행태론적, 환

경론적, 문화론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강의 진행에 있어

서는 행정의 풍토적 굴절현상과 관련되 비판과 논쟁점을 

부각시켜 이론과 실제를 조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행정 관

리의 접근법, 의사결정론, 목표관리중심론(MBO), 조직의 관

리통제/정보관리/사무관리, 동기부여론/리더십이론, 조직커

뮤니케이션관리론, 갈등관리론, 변화관리론/조직문화 관리

론, 감축관리론/위기관리론, 전략적 관리(SM) 등의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2-1

조사방법론의 기초 지식과 더불어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조사연구방법에 대한 능력을 함양한다.

•보건교육학(Health Education) 2-1

현대의 보건교육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올바른 건강행

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생태

학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교육 수행능력의 

기초가 되는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의 기본 개념과 이론들을

학습하여 현장에서 보건교육을 기획, 실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보건관련 업무에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보건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보건직 공무원시험 

및 보건교육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건의료법규(Health Care Laws and regulations) 

2-1/2

보건 의료에 관한 제반 법규를 이해하고 현장의 보건의료 

관계법규 해석 능력을 함양하며 보건 의료 종사자로서의 

태도를 배운다.

•보건의료리더십(Health Care Leadership) 2-2

현대 리더십 이론과 기법 및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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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리더십 및 보건의료 조직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

시에 실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

표로 학습한다.

•보건교육방법론(Health Education Methods) 2-2

보건교육에 활용되는 방법과 도구 및 매체 이용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보건교육 프로그램

의 대상, 특성, 환경에 맞는 보건교육방법 및 교육매체를 선

정하고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보건의료인적자원(Healthcare Human Resources) 

3-1

보건 의료 인적자원의 의의와 이를 둘러싼 환경변화, 인적

자원관리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보건의료인적자원자의 역

할과 자질 그리고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공부한다.

•보건경제학(Health Economics) 3-1

현대사회에서 다루는 보건의료관리 분야와 관련된 경제학

에 대해 배운다.

•산업보건(Industrial Health) 3-1

산업현장, 구체적으로는 제조현장과 작업현장, 업무수행 현

장에서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

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높이

는 기술과 과학을 말하며, 본 강의는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방

향을 제시한다.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3-1

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초 의학용어와 실무에 필요

한 의학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보건의료와사회복지(Healthcare and social Welfare) 

3-2

보건의료 관련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다. 사

회복지 영역에서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 등을 연

구한다. 미시적인 차원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

천론,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등을 학습한다. 거시적인 차원

에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사

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규 등을 학습한다.

•보건교육실습(Health Education Practice) 3-2

지역사회, 학교, 사업장,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보건교육사로

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실습한다. 보건진단, 행태문제 파악, 

중재방안 모색 등 보건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보건의료정보(Healthcare Information) 3-2

보건의료정보는 보건의료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

로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학문이다.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기

초 지식과 실무영역을 고루 학습하고 배양할 수 있다.

•보건프로그램개발과평가(Health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4-1

보건 행정 현장에서 효과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및 

개발하고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과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사업관리(Health Project Management) 4-1

국가나 의료기관에서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

업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배운다.

•인간발달론(Human Development)	4-1

인간의 생의 주기(Human Life Cycle)에 따른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현상을 이해하고 각 발달기에서 성취되어

야 할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발달 과제를 습득한다. 

인간발달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조건을 이해함으

로써 생애주기별 보건프로그램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한다.

•노인보건(Senior Health) 4-2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

로 노인 건강문제와 노인보건관리 및 정책에 관련해 학습

하고 노인건강증진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의료보험학(Health and Medical Insurance)4-2

의료보장 및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의의, 기능에 대한 개념

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현황, 

제도 전반에 관해 고찰하며, 실제 업무현장에서 학습된 지

식을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병원원무관리(Patient Affairs Management) 4-2

원무관리는 병원의 사무활동 중 진료를 위한 환자들의 제반

수속 절차와 진료수익관리 및 진료지원업무를 의미하는것

이다. 이에 내원환자에게 편리한 이용절차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진료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병원의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와 실무지식을 습득한다.

•한방건강관리학과

▶ 교육목적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인 동시에 극심한 경

쟁사회입니다. 불균형한 식생활 때문에 육체적 건강을 챙기

기도 어렵고, 경쟁사회 안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건강을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정신적 피폐를 극복하

고 인간 내면의 평화를 조명하며 몸과 정신의 조화와 균형

을 통해 현상을 올바르게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보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

습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이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한의학, 

약선, 동양사상, 철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융합 학문을 창조,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병이 일어난 뒤 현상을 치료하는 서양의학과 다르게 병의 

근본적인 방법을 찾고 치유·예방하는 한의학(韓醫學)은 보

건 의료적 관점에서 현대인에게 훨씬 가깝게 다가가고 실생

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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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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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학

원으로서 경쟁력있는 최고 수준의 한방건강관리인력을 양성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의 삶과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 성찰하며 행동하는 자주적인 인재, 인

간의 심신 안정에 기여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배양하는 

인류애적 인재로 키워내고자 합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1.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올바른 삶의 태도와 교양 

을 갖출 수 있는 전인교육의 실행 

2.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의 인간을 인식하며, 자조와 겸

허를 통한 근원적 성찰 지향 

3. 스스로의 삶과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 성찰하며 행동

하는 자주적 인재 양성 

4. 인간의 심신 안정에 기여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배양하는 인류애적 인재 양성 

▶ 특성화

• 약초원	탐방
약초원 방문 후 수업시간에 배운 약용자원을 오감을 통

해 체험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

• 약초채집	및	재배지답사
특용작물생산지 및 재배지를 답사하여 실제 자생 또는 

재배 약초에 대해 체험하고 실습하는 특성화 교육

• 숲체원
숲에서 하는 명상, 도인안교, 기공 등 실습을 통한 특성

화 교육

한방건강관리학과

공통기초

전공기초

전공심화

동양철학의이해 / 한의학과몸의발견 / 약용자원학 / 인체생리학 / 한의학개론 /

한방양생학 / 한방병리학 

한약초(韓藥草) 한방약선(韓方藥膳) 통합명상(統合冥想)

한의학용어와기초한문 / 

약선동의보감 / 

한방산업과건강 

한방약선이론 / 

식품과영양 / 

발효학

명상및기공입문 / 

건강심리학 / 

스트레스입문

전공심화
약선본초학 / 

약선처방학

한방약선학1 / 한방

약선학2 / 질병과체질에

따른약선식이

통합명상 / 태극권 /

산림치유학 / 

한방음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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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약용자원학 3 1 1

전공 명상및기공입문 3 1 1

전공 동양철학의이해 3 1 1

전공 한방산업과건강 3 1 1

전공 한의학과몸의발견 3 1 1

전공 약선동의보감 3 2 1

전공 한방약선이론 3 2 1

전공 건강심리학 3 2 1

전공 스트레스입문 3 2 1

전공 식품과영양 3 3 1

전공 약선본초학 3 3 1

전공 한방병리학 3 3 1

전공 한방약선학2 3 4 1

전공 태극권 3 4 1

전공 산림치유학 3 4 1

전공 약용자원학 3 1 2

전공 명상및기공입문 3 1 2

전공 인체생리학 3 1 2

전공 한의학개론 3 1 2

전공 마케팅원론 3 1 2

전공 약선동의보감 3 2 2

전공 한방양생학 3 2 2

전공 한의학용어와기초한문 3 2 2

전공 신상품개발론 3 2 2

전공 보건의료법규 3 2 2

전공 통합명상 3 3 2

전공 한방음악치료 3 3 2

전공 한방약선학1 3 3 2

전공 약선처방학 3 4 2 

전공 질병과체질에따른약선식이 3 4 2

전공 발효학 3 4 2

▶ 교과목 해설

•약용자원학(Edible Resources of Korean Medicine )	

1-1,	1-2

본 수업에서는 한방에서 처방하는 자원 중 식용할 수 있는 

자원을 알아보고 이해한다. 또한 동서양의 천연약용식물학 

역사에서부터 약용식물의 형태와 특징, 약용식물의 활용, 약

용식물관련 법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며, 

매 수업시간 후반부에는 유사한 식물의 동정, 유독식물 구

분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명상및기공입문 (Introduction to Meditation and 

Qigong)	1-1,	1-2

명상은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편안함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공은 한의학에 기반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명상법의 일종으로 한의학 임상 현장에까지 이어져 다

양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명상 및 기공 입문은 스스로

의 마음이 이르는 곳을 알게 하고, 또 그 마음과 의지를 조

절하여 치유적인 힘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함께 탐구하고

자 한다. 명상은 심신중재법의 일환으로 인정받아 세계 도

처의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질환과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응용되고 있다. 본 강좌는 심신기공과 명상을 익히고 학습

함에 도움을 줌과 더불어 기공 및 명상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고자 한다.

•동양철학의이해(Understanding of Oriental 

Philosophy)	1-1 

동양철학은 한의학의 사상적 토양이므로 동양철학에 대한 

이해는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

결한 요소이다. 한방건강관리학과의 교육과정의 첫머리에서 

한의학으로 들어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동양철학의 특징, 주요한 사상, 사상가, 시대적 변

화에 대해 점차적으로 살펴보되, 한의학과의 관련성을 염두

에 두고 진행될 것이다. 특히 음양오행, 삼음삼양 등 한의학 

특유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는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루어 향후 

이수할 과목들의 사상적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한방산업과건강(Korean Medicinal Industy and 

Health)	1-1	

이 과목에서는 한방산업의 현 상태분석과 한방산업의 특징

을 배운 뒤 지금까지 여러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사

용할지 다양한 길을 제시한다. 이 과목을 통해 공부한 지식

을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이용해 본인과 사회에 기여할 

길을 찾을 수 있다. 

•한의학과	몸의	발견(Korean Medicine and Discovery 

of the Body) 1-1

지구의 환경은 크게 대륙과 해양, 대기로 구분된다. 지구의 

생성 이래 대륙과 해양, 대기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특

•한방건강관리학과

히 대륙의 경우 지형 및 지질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동식물

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는 천문

학적, 지구적 및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 지구는 

인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특히, 화산

이나 지진 및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을 극복 또는 적응해

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인간이 자

연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연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학습하며, 미래 후손을 위한 인류의 역할에 대하여 

학습하고자 한다.

•약선동의보감(Medicinal Food and Donguibogam)	

2-1,	2-2

한국의 전통 한의학을 대표하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중심으

로 5대강목 중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에 대

한 본초와 방제의 분석을 통해 약선 식료의 올바른 이해와 

응용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한방약선이론(Korean medicinal Food theory)	2-1

약선(藥膳)은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한방약선이론

(韓方藥膳理論)은 음양오행(陰陽五行), 사기오미(四氣五味) 등 

한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한약과 식재료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복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을 예

방·치료하는 목적에 이용되는 약선(藥膳)의 기본을 배운다.

•건강심리학(Health Psychology) 2-1

건강심리학은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요소가 건강 또는 질

환의 결과를 낳는다는 가정하에 구성된 심리학적 모델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치료, 건강 위험 요인 분류, 건강 

관리 체계 향상, 건강에 관한 여론 형성 등 건강과 관련된 

일에 심리학적 기술을 사용하는 학문이다. 건강심리학에서

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학

습하는데,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병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행복, 기쁨 등 긍정적인 감정들을 함께 다루며 질병을 극복

하고 건강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이론들을 

소개한다.  

•스트레스입문(Introduction to Stress)	2-1

현대인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존재하는 ‘스트레스’ 그러

나 나쁜 스트레스만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스트

레스가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를 지

치게 만들까?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특정한 반응을 나타내

며 우리 몸은 적절한 스트레스 반응을 함으로써 삶을 유지

한다. 스트레스 입문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심리

적, 신체적 반응과 함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에 대하

여 학습한다.

•식품과	영양(Food and Nutrition)	3-1	

식품의 구성 성분 특성을 이해하고 인체 내 역할과 기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올바른 식생활 실천함으로써 미래의 

건강한 식문화 구축을 유도한다.

•약선본초학(Herbal Pharmacology) 3-1	

질병 치료에 쓰이는 식물계·동물계·광물계에서 얻은 물

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는 그 중 '약선'에 사용 가능

한 물질을 공부한다. 

•한방병리학(Pathology of Korean Medicine) 3-1	

한의학에서의 질병관 즉 인간 중심적인 질병 인식은 서양

의학에서의 질병 중심적인 병에 관한 인식과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병의 원인 발생기 전 대처 

방안 등을 강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서양의학에서는 취

급되지 않는 어혈, 담음, 화병 등과 체질적인 특성에 따른 

질병의 발병 원인, 좋고 나쁜 음식 등에 관한 섭생도 다루

어진다. 

•한방약선학2(Korean Medicinal food2)	4-1	

최근 과학 문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이들 질환의 예방

과 치료를 위한 생활요법이 중시되고 있으며, 그 중 생존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음식의 섭취를 통해 그 목적

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와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한방약선학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학문으로 한의학 이론을 기본바탕으로 한 일종

의 임상 응용 식사요법이다.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약선학

의 개념과 특징, 구성내용, 발전사 및 약선의 분류와 기본 

이론의 개괄 등 개론적인 내용을 학습고자 한다. 

•태극권(Tai Chi) 4-1

태극권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다. 본 강좌를 통해 다양한 동작과 스트레칭 과정에

서 신체감각에 마음을 둠으로써 신체 자각 능력을 풍부하

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더욱 통합

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치유학(Healing in Nature) 4-1

숲치료는 자연환경 중 숲이 가지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적 

요소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

요법의 한 종류이다. 이 과목을 통해 산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치유적 요소들을 탐구하고, 숲과 마주한 사람이 어떻

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숲치료 강좌를 통하

여 학습한 내용은 나아가 산림교육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체생리학(Understanding of Physiology) 1-2	

우리 몸의 생명현상을 유지해주고 있는 각 기관들의 기능

을 세포, 신경, 근육, 감각, 심장, 혈액순환, 혈액, 면역, 호흡, 

배뇨, 내분비, 생식 등 각 계통별로 이해하고, 체액과 전해

질, 소화와 흡수 작용이 체내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 몸

의 향상성을 유지해주는지 각 기관들이 기능적 구조와 고

유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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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한의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Medicine) 1-2	

한의학개론은 전통 한의학의 형성 발전사와 주요 특징 및 

관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음양오행학, 장상학, 

병인병기학, 진단학, 본초학, 경혈학, 사상의학 등 한의학의 

기초이론 전반에 걸쳐서 개괄적인 학습을 통해 한의학과 

약선식료학의 기초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개

설된 강좌이다.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1-2

마케팅원론은 기업을 비롯한 제 주체의 활동이 시장을 통

하여 수행된다는 거시적 입장을 취한다. 이 활동은 사회· 

경제적으로 집약화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사회 전체

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본 강의는 이 활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

는 방향을 제시한다.

•한방양생학(Preventive Korean Medicine)	2-2

한방양생학은 예방의학으로 그 목적이 예방에 있으며, 그

것도 개인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집단지향적인 공중보건학과 

성격을 달리한다. 인구의 고령화, 생명 및 건강 중시 의식변

화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 예

방이나 건강 증진 및 보호, 재활 등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

적인 보건의료에 대하여 학습한다.

•한의학용어와기초한문(Human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is) 2-2

한방약선의 기초가 되는 한의학 관련 과목을 배우기 위해

서는 상당수의 기초 한자와 한의학 전문용어에 대해 공부

해야 한다. 이 수업에서는 한자의 원리, 필수 한의학 한자, 

한문문법, 전통 한의서 원문해석, 한의학 기초 용어(본초학, 

방제학, 병리학 등)에 대해 학습하여 한의학 또는 약선관련

과목을 배우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상품개발론(New Product Development) 2-2	

기업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기까지의 과정, 즉 시장조 

사, 상품계획, 디자인설계, 시장침투전략, 시장목표 및 출시 

후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와 같은 신

상품 개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품 자체에 대한 개념

정립을 도모한다. 

•보건의료법규(Health Care Laws and regulations) 

2-2	

보건 의료에 관한 제반 법규를 이해하고 현장의 보건의료 

관계법규 해석 능력을 함양하며 보건 의료 종사자로서의 

태도를 배운다. 

•통합명상(Integral meditation) 3-2	

인간 의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켄 윌버의 통합이론과 마 

음 챙김 명상을 바탕으로 한 통합명상은 의식이 상태 단계

의 깨어나기와 의식의 수준 단계의 성장하기, 다양한 발달라

인을 열어가기, 사상한에서 드러나기, 그림자 치유하기 등의 

훈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식의 변용 기법으로서의 통합 

명상을 통하여 온전한 개인으로 바로섬을 목적으로 한다. 

•한방음악치료(Korean medicinal Music Therapy)	

3-2	

한방음악치료는 전통 한의학 이론과 치료 방법을 근본으로 

한의학과 음악이 접목되어 질병 치료에 쓰이는 새로운 치

료 수단이다. 기존 음악치료가 심리학과 음악이 결합 되어 

정신적 이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

는 데 비해, 한방음악치료는 칠정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신

적 질병 치료 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의 호전을 위한 수단

으로 사용된다. 이 과목에서는 그러한 치료 수단을 배우기 

위해 인체의 조직구조, 생리기능, 병리 변화, 진단, 치료법에 

맞는 기를 발하는 음악을 배우고 응용하여 몸의 음양 균형

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

•한방약선학1(Korean Medicinal food1)	3-2	

최근 과학 문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이들 질환의 예방

과 치료를 위한 생활요법이 중시되고 있으며, 그 중 생존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음식의 섭취를 통해 그 목적

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와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한방약선학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학문으로 한의학이론을 기본바탕으로 한 일종

의 임상 응용 식사요법이다.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약선학

의 개념과 특징, 구성내용, 발전사 및 약선의 분류와 기본 

이론의 개괄 등 개론적인 내용을 학습고자 한다. 

•약선처방학(Medicinal Food Prescriptionology) 4-2

약선처방학(방제학)이란 이·법·방·약(理法方藥), 즉 원리, 

치법, 방편, 약물 등이 하나로 이어진 치료원칙으로 본초학

과 진단학을 결합하여 치료에 적용하는 임상 응용 분야이

다. 방제와 처방구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약선 식료와 접목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질병과	체질에	따른	약선식이(Korean Medicinal 

food diet based on disease and constitution) 4-2 

환자와 허약자 또는 건강인을 위한 식사 관리이다. 어떤 질

병이 부적당한 식사 섭취에 의해 일어나는가를 밝혀 그 질

병 발생의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해 적당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효학(Fermentation technology)	4-2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대사경로를 이해하고 대사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발효를 통한 생산 산물인 전통적

인 알코올 발효, 유제품 발효와 같은 식품 제조뿐 아니라 

현대에서 쓰이는 항생제, 생리활성물질, 폐수처리, 바이오에

너지 등의 다양한 물질들의 생산을 포함해 학습한다.

•후마니타스학과

후마니타스학과

▶ 교육목적

‘후마니타스학(Humanitas Studies)’은 국내외 유일의 ‘인

문사회과학’ 전공임. 즉 인문학(文  史  哲

문사철)과 사회과학의 전공

과목들을 융ㆍ복합적으로 결합시킨 ‘인문사회과학’ 교육과

정이며, 이 교육과정의 근본목표는 제4차 산업혁명과 AI시대 

대학교육의 핵심이 다양한 학문분과들 간의 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융·복합적 접근법을 통해 전대미문의 새로운 창

조성을 발현시키는 것임. 이에 본 후마니타스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학문 트렌드에 적극 부응하여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

과 실사구시의 사회과학적 합리성을 겸비하고, 인문학적 소

양, 창의적 마인드, 사회적 실천 의지를 두루 갖춘 실천적 지

식인, 21세기적 문화세계 창조에 이바지할 네오르네상스형 

인재육성에 최적화된 독특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후마니타스학과의 교육목표는 심화된 인문·고전 탐구 

및 학습을 통해 경희학원 전체의 교육이념인 문화 세계의 

창조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모든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문사회과학적 교육의 장을 마련

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높은 교

양수준에 기초한 합리적 사고 능력과 비판적 안목을 배양

하며, 21세기 융·복합 사회와 창의적 삶의 태도가 요구하

는 인문학적 소양, 지식, 현실적 응용 능력을 배양 합니다.

첫째,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류의 이상

적 미래와 독창적 문화세계 창조의 핵심 비전을 제시할 창

의적으로 실천적인 인재, 즉 앎과 실천을 연계시킬 수 있

는 ‘지행일치’를 추구하는 인재

둘째, 사학 명문 경희학원의 ‘Peace B.A.R.’교육정

신 – 정신적인 아름다움(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

인 풍요로움(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인 보람(Humanly 

Rewarding) - 구현하는 네오르네상스형 인재

셋째,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견고한 지식과 실천적 이

해방식에 기초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유법과 실시구시를 추

구하는 합리적 태도를 겸비한 포용적이고 유연한 지구시민

▶ 특성화

가. 특성화 프로그램 기획 의도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접목한 학과의 융·복합적 ‘인문

사회과학’ 교육과정을 인식적ㆍ실천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2개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문화감수성, 창의성을 배양한다.

1) 독서토론회(Reading & Debate Club)

우리 사회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거나 고전 반열에 오

른 한 권의 책을 미리 선정하여 읽은 후 함께 모여 읽은 

내용을 서로 소통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인문

학적 소양을 배가하고 토론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21

세기가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의사소통 

역량, 경청의 태도 등의 시민적 덕목을 배양한다. 프로

그램은 학기마다 2회씩 총 년간 4회가 진행된다.

2) 후마니타스 컬쳐클럽(HCC: Humanitas Culture Club)

현재 공중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문화 행

사장—연극, 영화, 미술전, 콘서트 등 직접 찾아가 함

께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문화적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인문사회학적 학습역랑을 강화하면, 나아

가 ‘문화 세계 창조’라는 경희학원의 교육이념 구현

에 이바지한다. 프로그램은 학기마다 2회씩 총 년간 

4회가 진행된다.

3) 프로그램 시행 계획

가. 독서토론회(학기 당 2회)

 1-1 책 선정 토론 및 간담회

 1-2 책 선정 토론 및 간담회

나. Humanitas Culture Club(학기 당 2회)

1-1 전시회 관람 및 간담회

1-2 영화 및 콘서트 체험 및 간담회

※  상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및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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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이수 트리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고대인류문명탐험

한국의역사,문화,그리고한국인

인간은누구인가?

3

3

3

인물로배우는정치학-서양

기후변화와문명의 성쇠

대만과홍콩의사회문화

3

3

3

2

글로벌폴리틱스

연설문작성과발표기법

문화예술사

3

3

3

시민운동의어제와오늘

인물로배우는정치학-동양

한중일의문화심리학

3

3

3

3

미래사회와리더십

논어맹자중용대학강독

젠더와세대이해

유럽과중동의도시와문화

3

3

3

3

전쟁,평화,그리고종교

몸,문화,그리고정체성정치

시민정치론

한반도의분단과탈분단

3

3

3

3

4

아렌트정치미학

자본주의와사회주의

4차산업혁명과인류문명

3

3

3

동서양고전수사학

대중문화와고급문화

민주주의와시민:이론과실제

3

3

3

총계 총 13과목 39 총 13과목 39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한국의역사,문화, 

그리고한국인
3 1 1

전공 인간은누구인가? 3 1 1

전공 고대인류문명탐험 3 1 1

전공 기후변화와문명의성쇠 3 1 2

전공 대만과홍콩의사회문화 3 1 2

전공 인물로배우는정치학-서양 3 1 2

전공 글로벌폴리틱스 3 2 1

전공 연설문작성과발표기법 3 2 1

전공 문화예술사 3 2 1

전공 시민운동의어제와오늘 3 2 2

전공 인물로배우는정치학-동양 3 2 2

전공 한중일의문화심리학 3 2 2

전공 미래사회와리더십 3 3 1

전공 논어맹자중용대학강독 3 3 1

전공 젠더와세대이해 3 3 1

전공 유럽과중동의도시와문화 3 3 1

전공 전쟁,평화,그리고종교 3 3 2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몸,문화,그리고 정체성 정치 3 3 2

전공 시민정치론 3 3 2

전공 한반도의분단과탈분단 3 3 2

전공 아렌트정치미학 3 4 1

전공 자본주의와사회주의 3 4 1

전공 4차산업혁명과인류문명 3 4 1

전공 동서양고전수사학 3 4 2

전공 대중문화와고급문화 3 4 2

전공 
민주주의와시민:  

이론과실제
3 4 2

▶ 교과목 해설

•한국의역사,문화,그리고한국인(The History, Culture 

&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1-1

본 과목은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점검의 기

회를 제공하며, 특히 남북한의 역사, 문화, 국민적 특징 등

을 비교론적 시각으로 탐구한다.

•인간은누구인가?(Who is a Man?) 1-1

모든 인문학과 고전학 강의의 출발점은 ‘인간’인 바, 본 과

목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

으로써 인간의 의미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답들을 학문적

인 방식으로 탐구함.

•고대인류문명탐험(Odyssey to the Ancient Human 

Civilizations) 1-1

본 과목은 대표적인 고대 인류 문명의 뿌리들에 거슬러 올

라가 그것들에 관한 폭넓은 지식 습득을 통해 현재 우리 삶

에 요구되는 지혜와 통찰을 탐구한다.

•기후변화와문명의성쇠(Climate Change and the 

Rise and Fall of Civilization) 1-2

오늘날 강화된 온실효과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사

회가 직면한 문명 전환의 위기와 그 의미를 과거 기후변화

의 문명사적 사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류

의 출현부터 시작해 선사/역사시대,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 문명의 출현과 성쇠 및 전환사

회의 모습을 기후결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 문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고찰하고자 한

다. 특히 변화하는 기후와 이상기상 현상에 따른 다양한 영

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 등의 분야별로 파악하

고 기후변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그에 따른 전환 사회의 다

양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오늘

날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적정기

술의 개발 및 개인의 역할 등을 모색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지구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만과홍콩의사회문화(Social culture of Taiwan and 

HongKong) 1-2

본 과목은 대만과 홍콩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전반적 내용을 다룬다. 특히 대만과 홍콩의 문화 환경이 

중국본토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미래 중국의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도 학습한다.

•인물로배우는정치학-서양(Learning Politics  through 

the Persons in the Classics) 1-2

이 과목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

져 온 서양 정치사상의 흐름을 조망함으로써 학생들이 서

양정치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진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체계

적으로 확장시키도록 돕는다. 강의는 전(前)소크라테스 학

파에서 출발하여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교

부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머스 아퀴나스, 마키아

벨리, 토머스 모어, 사회계약론자 홉즈-로크-루소, 칼 맑

스, 존 스튜어트 밀, 니체, 미셸 푸코, 한나 아렌트에 이르기

까지 매주 한 명의 주요 정치 철학자에 초점을 맞추어 강

의하며, 선정된 정치철학자의 ‘성장배경, 주요 저서 핵심내

용, 현대정치에 미친 영향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학문간 

통섭의 계기를 제공하며 수강생의 교양수준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글로벌폴리틱스(Global Politics) 2-1

이 과목은 지구화가 심화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정치학이

나 국제관계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일천한 학생들이 반드

시 갖추어야 할 국제정치적 시각과 안목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설문작성과발표기법(Speech Writing & Performing) 

2-1

본 과목은 21세기 시민참여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시민적 덕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언어적 표현 역

량, 특히 연설문 작성과 발표 기법을 연마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문화예술사(History of Culture and Arts) 2-1

선사시대부터 중세,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거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예술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조들을 알아보고 이에 기초하여 현대 예술 사조를 이해

한다.

•시민운동의어제와오늘(Civil Movements in the Past 

and Present) 2-2

한국에서 1987년은 서구 근대시민혁명과 유사한 의미를 지

닌다. 그 후 다시 30년이 지난 시점인 2016-17 촛불혁명은 

대통령 탄핵과 새 대통령 선출로 이어졌으며, 대한민국 주

인이 국민임을 국내외에 공표한 한국시민운동의 정점이었

다. 이 과목은 서구 근대시민혁명과 신사회운동을 살펴보

고, 그 바탕 위에서 1987년 ‘87체제’ 이후 한국 시민운동이 

진화해온 경로를 추적하고 의미를 파악한다.

•인물로배우는정치학-동양(Learning Politics through 

the Persons in the Eastern Political Ideas)	2-2

이 과목은 동아시아정치사상의 흐름을 조망함으로써 학생

들이 동아시아정치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진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확장시키도록 돕는다. 강의는 동아시아

평화연합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한국 정치사상가로부터 시

작해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정치사상가

에 이르기까지 매주 한 명의 주요 정치사상가에 초점을 맞

추어 강의하며, 선정된 정치사상가의 ‘성장배경, 주요 저서 

핵심내용, 현대정치에 미친 영향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학문간 통섭의 계기를 제공하며 수강생의 교양수준을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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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중일의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 in Korea, 

China & Japan) 2-2

이 과목은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와 각 국가의 심성구조 

등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21세기 동북아 세 

나라의 문화와 미의식에 대한 지식과 통찰, 그리고 현재의 

정세와 문화적 환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사회와리더십(Future Society and Leadership) 3-1

본 과목은 학생들이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

라 기존의 사회질서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으며 인간의 예

측 능력 그 어떤 것도 유용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미

래사회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 수준을 획득하고, 나아가 자

신이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특정의 

리더십 특성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그러한 혼돈의 

미래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어맹자중용대학강독(Reading into the Chinese 

Classics) 3-1

본 과목은 동양의 유서 깊은 4대 대표 고전들을 직접 읽고 

배움으로써 동양 사상으로부터 현재 우리 삶에 요구되는 

실천적 지혜와 통찰을 습득한다.

•젠더와세대이해(Understanding Gender and Theory 

of Generation) 3-1

본 과목은 한국 및 서구 세계에서 논의된 세대 및 세대 이

론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한다. 독일 사회학자 칼 만하임의 

세대 이론 및 만하임 이후 논의된 세대와 세대 갈등에 대한 

이론들을 배운다. 더불어 여러 여성 사회학자 및 페미니스

트 이론가들이 정의한 세대 속의 여성과 젠더의 문제를 심

층 탐구한다. 세대 이론에서 수동적으로 논의된 여성의 문

제와 세대 갈등 속의 한국 및 서구 사회 속의 여성과 젠더 

이해를 목표로 한다. 젠더와 세대 이해를 특정한 여성 사상

가,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정치, 문화, 역사, 문학적 접근

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

•유럽과중동의도시와문화(Citiesand Cultures in 

Middle Eastand Europe) 3-1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따른 4차 산업 시대에는 인문

학과 고전학에 대한 소양과 지식 및 이에 기초한 합리적 사

고와 현실적 응용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인문학

과 고전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심화된 인문-고전 탐구

와 학습을 위해서는 이들 학문이 태동하고 근간을 이룬 중

동과 유럽의 지역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리학의 지역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중동과 유럽의 

문화 형성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인문자연 환경의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한다. 먼저 중동과 유럽의 

지형, 기후, 수문, 생태 등의 자연적 요소 및 인구와 인종, 

정주와 도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인문적 요소를 주제별

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이들 개별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연

관성과 시스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유럽과 중동의 인간과 지역성에 대한 통찰력의 증진과 함

께 인문학과 고전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전쟁,	평화,	그리고	종교(War, Peace & Religion)  

3-2

본 과목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정

치·사회적 현상으로서 전쟁과 평화의 상관관계, 특히 이 

둘 사이에서 종교가 맡아 온 그리고 여전히 맡고 있는 역할

에 관해 탐구한다.

•몸,문화,그리고정체성정치(Body, Culture, and 

Identity Politics) 3-2

본 과목은 몸, 정치, 문화에 대한 이론 및 실천을 배운다. 

이에 대한 접근을 몸 정치 혹은 정체성 정치의 개념을 통해 

인종, 젠더, 그리고 현대 문화에서의 몸의 의미를 탐구한다. 

서구 철학 및 담론에서의 몸에 관한 사상을 푸코와 여러 이

론가들의 생명정치적 시각 및 페미니즘적 비평적 통찰에서 

분석하여, 몸 담론, 현대 디지털 문화에서의 알고리듬과 몸, 

인종주의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문화적 함의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정치론(Citizen Politics) 3-2

주지하듯이 현행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민주성 결여'라는 문

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 기

제들이 요구된다. 이에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시민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경험적인 방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반도의분단과탈분단(Division and Post-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3-2

이 과목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및 

남북 개별 국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그리고 탈냉

전 이후 남북의 대결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

를 예측한다.

•아렌트정치미학(The Political Aesthetics of Hannah 

Arendt) 4-1

본 과목은 16세기 이래 현 시점까지 우리의 경제적, 사회

적, 정치적 삶의 양태를 지배해 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

는 양대 사회체제 이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실용적인 이

해 수준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와사회주의(Capitalism vs. Socialism) 4-1

본 과목은 16세기 이래 현 시점까지 우리의 경제적, 사회

적, 정치적 삶의 양태를 지배해 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

는 양대 사회체제 이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실용적인 이

해 수준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한다.

•4차산업혁명과인류문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Human Civilization) 4-1

첨단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는 급격히 변화시키

고 있다. 본 교과목은 모바일 기술로 인해 변화되어 가는 

인간의 삶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 등을 확인하

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며, 다학문 분야의 지식을 모

바일 산업 분야에 연계하고 적용하는 것을 학습한다.

•동서양고전수사학(Classical Rhetorics in the East 

and the West) 4-2

본 과목은 동서양의 수사학 고전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고 수사학의 현실적 중요성과 적용성은 물론, 현대 사회 내 

공적 언어 구사의 기술과 효과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인다.

•대중문화와고급문화(Popular Culture vs. High 

Culture) 4-2

본 과목은 현대 대중사회를 선도하는 대중문화와 그것의 

대척점에 있는 고급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학문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대적 삶에 매우 중요한 문화감수성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와시민-이론과실제(Democracy & the 

Citizen: Theory & Practice) 4-2

이 과목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관련된 주요 이론적 

개념들 - 즉 시민권, 불평등, 젠더, 민족주의, 시민사회, 심

의민주주의, 결사체주의, 사회민주주의, 초국적 민주주의 등

등 - 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적 접근 방식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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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NGO사회혁신학과

▶ 교육목적

이제 대한민국은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와 혁신의 미래

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정치와 정책 과

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협치와 사회혁신의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성과 지구적 통

찰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양한 NGO와 NPO들을 주도하는 

시민 리더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NGO사회혁신학과는 새

로운 21세기적 지도자 상에 부합하는 전인적 시민을 양성

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

인 글로벌 시민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하여 보다 실천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

회의 민주적 성숙과 사회혁신을 통한 비약적 발전을 주도 

할 수 있는 정책분야별 지식과 시민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실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국

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의 사회

혁신 관련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생생한 현

장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 동아

시아 및 지구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21세기적 인재상

에 부합하는 자질, 품성, 전문성을 갖춘 전인적 품격의 지구

시민을 양성한다.

1.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지

난 30년간 한국정치와 시민사회는 큰 변화를 겪어 

왔으며 민주적 성과와 더불어 수많은 미해결의 과제 

또한 쌓여 왔다. 촛불과 탄핵을 통해 새로운 길로 나

아가고 있는 시민사회를 위해 NGO사회혁신학과는 

한국의 차세대 시민정치 및 시민운동을 견인할 새로

운 리더십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전인교육을 실시하

여 대학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

2.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안

목을 기르고 정책적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관점을 제공하여 국내외 시민사

회를 아우르며 시민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내외 시민지도자, NGO전문활동가,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지방정치 지망생들에 요구되는 시민적 리더

십, 정책적 전문성, 활동역량, 네트워킹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에 대한 이론

적 지식과 다양한 실천방향 및 성과 사례를 폭넓게 제공함

으로써 새롭고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시

민지도자들을 양성한다.

1.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민주

주의와 디지털 사회혁신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사회디자인을 교육한다.

2. 사회혁신 관련기관들과 사회적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을 통해 현장 감각을 배우고 졸업 후 진로 설정에 현

실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한다.

3. 공공기관,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정책기관 

진출에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

도록 한다.

▶ 특성화

1. 지방자치단체, 사회혁신센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NGO/NPO들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 퍼실리테이터(토론진행자) 양성 과정 프로그램 운영

(‘경희NGO공익활동가’ 총장명의 인증서 발급)

3. 국내외 시민정치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4.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

스전공 및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과 함께 교육 프로

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협력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빅데이터로본한국사회 3 1 1

전공 한국의민주주의와시민정치 3 1 1

전공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3 1 1

전공 한국사회이슈따라잡기 3 1 2

전공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3 1 2

전공 NGO와 젠더 3 1 2

전공 NGO와 사회혁신 3 2 1

전공 디지털 사회혁신 3 2 1

전공 협치의 이론과 실제 3 2 1

전공 디지털민주주의 3 2 2

전공 혁신도시만들기: 기획과실제 3 2 2

전공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운영론 3 3 1

전공 블록체인과시민사회 3 3 1

전공 공공데이터 활용론 3 3 1

전공 한국의시민사회와NGO 3 3 2

전공 국제개발협력과빈곤 3 3 2

NGO사회혁신학과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한국의거버넌스와미래정치 3 4 1

전공 지방자치와 참여예산제 3 4 1

전공 시민사회와 인권의 지평 3 4 1

전공 NGO의 조직과 운영 3 4 2

전공 사회혁신 성공사례 3 4 2

전공 4차산업혁명과일자리 3 4 2

▶ 교과목 해설

•빅데이터로본한국사회(Understanding Korean 

Society by Big Data Analysis) 1-1

최근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빅 데이터이다. 특

히 빅데이터 분석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이슈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과목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

타난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

표로한다.

•한국의민주주의와시민정치(Korean democracy and 

civil politics) 1-1

민주주의의 이론과 유형을 학습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흐름과 

이미를 이해한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치에 관한 논의와 실천의 동향을 파악한다.

•지속가능발전과환경거버넌스(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1-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배경, 개발과 보전의 

협치를 위한 환경레짐의 변화과정,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2015년부터 진

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어떤 맥락으로 연

결되는지 본 과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제 거버

넌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는지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자 한다. 또한 본 교과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에 관한 

개념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이슈따라잡기(Social Issue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1-2

본 과목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함. 이를 통해 시민적 관점에서 한

국의 사회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Sharing Economy 

and Basic Income) 1-2

공유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학습하고 공유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다. 또한 공유경제가 

제도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형

식으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사례를 다룬다.

•NGO와젠더(NGO and Gender) 1-2

젠더에 관한 기본이론들과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여성운

동의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여성운동과 관련된 시민단

체의 구체적인 성과를 알아보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성운

동의 특성과 가능성에 대한 시민적 관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NGO와사회혁신(NGOs and Social Innovation) 2-1

NGO와 사회혁신은 우선 사회혁신의 의미와 글로벌/지역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사회혁신 사례/현장들

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지속가능성’, ‘회복 탄

력성’, ‘시민역량’의 가치를 기존 NGO 이해 영역에 적극적

으로 적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의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을 배우면서 NGO와 사회혁신, 나아가 

사회운동/사회전환과 NGO가 사회혁신을 매개로 그 관계가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본다.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ety Innovation) 2-1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기술

체제의 전환 속에서, 디지털 사회혁신의 전 세계적 흐름과 

국내에서의 변화와 혁신의 실태들을 탐구한다.

•협치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f Negotiation) 2-1

이 과목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협치의 개념과 

관련 이론들을 개관하고 현실에서 협치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지역사회(마을) 등 다양한 

영역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디지털민주주의(Digital Democracy) 2-2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전망하고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

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해지고 있다. 전자정부， 온라인 투표， 포털의 여론조작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시급함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 관한 중요 이슈들을 소개

하고 디지털 기술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혁신도시만들기:기획과실제(Building an Innovative 

City : Planning and Reality) 2-2

혁신 도시 만들기 : ‘기획과 실제’ 과목은 학생들에게 도시

내 다양한 문제들을 파편적으로 이해하기 보다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러한 도시 이해

가 곧 생활양식, 생애주기, 세계관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혁신 도시 

만들기는 젠트리피케이션, 에너지 자립, 생태 도시 등의 쟁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쟁점에 ‘시민자산화’, ‘커먼즈’와 같

은 개념과 실천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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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운영론(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 Operation Theory) 3-1

이 과목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주요 형태를 살

펴보고 실질적인 조직운영의 과정을 여러 선행 사례를 통

해 알아본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현장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블록체인과시민사회(Blockchain and Civil Society) 

3-1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시민사회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한 지식의 획득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 사회혁신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교육

하고자한다.

•공공데이터활용론(Utilizing public Data) 3-1

최근 스마트 환경이 확산되면서 민주정부의 운영이 수용을 

위한 정보접근을 넘어서 참여를 위한 시민의 정보접근, 정

보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전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열린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정보의 활용은 이제 더 나아가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현 및 참여민주주의 구현으로 확대되

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 및 정

책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사회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

한 시민참여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시민사회와NGO(Contemporary Democratic 

Theories) 3-2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최근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지난 19여 년간 급속히 성장한 한국 시민단체의 역사와 발

전과정을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 심층적이며 체계적

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의 NGO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들의 해법과 함께 발전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

색하도록 한다.

•국제개발협력과빈곤(구,빈곤과국제구호)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3-2

본 과목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들 및 빈곤한 사람들

에 대한 원조와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본 과목은 세

계의 빈자와 약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국의거버넌스와미래정치(Korean Governance & 

Future Politics) 4-1

현 단계 한국 정치 구조와 문화의 문제를 탐색하고 미래정

치의 양상을 전망해본다.

•지방자치와참여예산제(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Budget) 4-1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을 계

획하고 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들이 지역 사회 사

업을 제안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예산위원회가 해당 제안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해당 예산을 지역사업에 반영한다. 재정 

투명성과 재정 배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

체는 2011 년 3 월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채택했다. 시민들

의 예산 참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위해 

참여예산시스템이 보강되었다. 이 과목은 지방재정과 시민

참여예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설되었다.

•시민사회와인권의지평(Horizon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4-1

근대이후 인류는 민족 공동체와 국가사회를 망라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으로 인권을 발전시켜왔다.

첫 단계로 인류는 구속과 차별, 신분적 불평등에서 벗어나

려하였고 나아가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을 위해 경제적·환

경적 개선을 보장받고자 노력했다. 보다 큰 자유를 위해 발

전을 원했고, 공포로부터 자유롭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

력들은 국제적 인권제도로 자리 잡으며 많은 나라에서 법

치가 이루어져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권리, 더 나은 상황을 위해 불복종하며 주장할 때 더욱 증

진된다는 역설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강의는 인권

의 다양한 지평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NGO의조직과운영(NGO Organization and 

Operation) 4-2

<NGO조직과운영>은 다른 조직과 NGO조직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함양해야할 가치와 운영역량을 배우는 과목

이다. NGO현장활동의 중심인 회원활동에서 요청되는 관

계형성과 학습 및 실천활동에서 적용할 실제 기술을 습득

하고자 한다. NGO조직의 사명과 비전에 적합한 토론과 토

의의 다양한 민주적 기술을 소개하고, 활동에서 발생하는 

NGO활동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승승으로 촉진하여 시너지

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혁신성공사례(Examples of Social Innovation 

Practice) 4-2

사회혁신의 성공/실천사례는 한국과 유럽의 사례들을 중심

으로 한다. 유럽에서 진행되는 현장기반 실험중심의 프로 

젝트와 한국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혁신이 추구

하는 가치와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다. 또한, 사회혁신의 실천사례 구현에 필요한 모델

의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 적용 또는 응용할 수 있

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한다.

•4차산업혁명과일자리(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ork) 4-2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기대와 더불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 AI에 의한　

인력 대체 등의 문제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혁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위 문제에 대해 함

께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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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최근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

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학과는 다양한 상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관련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추도록 상담에 대한 

통합적·전문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상담기술, 훈련을 제공

함으로써 행복한 사회구현을 선도하는 창의적·진취적·건

설적인 유능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상담현장에서 상

담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

식과 실천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셋째, 상담학 분야와 다학제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상담전문인력으로서 사회공헌에 이

바지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공 이수 트리

상담심리학과

기초
기초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방법

핵심

영역

· 조직관리및 

인사코칭

·직업상담

·직업심리학

기업

·아동상담

· 청소년이해와 

상담

·노인심리상담

사회복지기관

·호스피스상담

·현대인과중독

·성심리와상담

의료기관

·군경상담의실제

· 조직관리및 

인사코칭

군·경

·가족상담의이해

·아동상담

· 청소년이해와 

상담

·노인심리상담

·부모상담

·부부상담

·성심리와상담

가족

·아동상담

· 청소년이해와 

상담

·부모상담

·현대인과중독

·학습심리학

교육기관

·내러티브상담  ·코칭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 집단상담  · 심리검사와 평가  · 상담윤리  ·상담실습및사례연구

심화

·직업상담

▶ 교과목 해설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 1-1/2

이론적용 상담사례로 구성하여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과목은 학생들의 상담 및 심리학 입문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된 개론 과목이다.

•심리학개론(Introduction to Psychology) 1-1

발달, 동기, 정서, 지각, 학습, 기억, 판단, 소통, 지능, 성격, 

사회행동 등 심리학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이론과 현상을 

이해하고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심리학 영역마다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의 변화과정, 개개인의 개별적인 특

성에 따른 심리발달의 차이, 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치료방

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1-1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각 생애단계별로 

나타나는 인지, 정서, 행동, 사회적인 발달과정과 특징들을 

이해하고, 발달에 있어 생물학적인 유전과 사회환경적 특성

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내용들을 학습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전적 특질, 기

질, 가족이나 또래 등의 관계에서의 발달, 자아, 지능, 정서

의 발달, 사회발달상의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기

본적인 상담 접근 방법을 익힌다.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 1-2

이상행동의 기준과 분류를 소개하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기분장애,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등의 증상과 원인

을 살펴봄으로써 이상행동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심리학(Psychology of Learning) 1-2

본 교과목은 인간의 학습과 행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학습

심리 이론들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상담기술들을 익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주요 학습이론을 역사적·경험적시

각에서 살펴보고, 학습의 핵심적인 개념과 이론, 원리, 기제

의 문제를 파악하고 상담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

천적인 상담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성격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 1-2

성격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특성적 접근, 사회학습적 접근, 

정신분석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등)에서 성격에 대한 정

의, 학자, 이론, 인간관, 발달과정, 평가 등에 대한 제반 지

식을 소개한다. 또한 각 성격이론에 기초한 상담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다.

▶ 교육과정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상담심리학(기초공통)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3

3

3

상담심리학(기초공통)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3

3

3

3

2

아동상담(기초공통)

가족상담의이해

직업심리학

상담윤리

3

3

3

3

아동상담(기초공통)

노인심리상담

부모상담

현대인과 중독

3

3

3

3

3

집단상담

호스피스상담

성심리와상담

코칭

3

3

3

3

내러티브상담

부부상담

청소년이해와상담

조직관리 및 인사코칭

3

3

3

3

4

상담실습및사례연구(기초공통)

심리검사와평가

군경상담의실제

놀이치료

3

3

3

3

상담실습및사례연구(기초공통)

직업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3

3

3

3

총계 총 15과목 45 총 16과목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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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상담심리학과

•아동상담(Children counseling) 2-1/2

본 과목은 아동의 주 적응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상담이론을 학습하고 이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적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개인, 그룹, 학교, 기관 등에서 적

용가능한 다양한 사정, 상담기법, 부모와의 의사소통, 법적 

고려사항 등 아동상담의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가족상담의이해(Family Counseling) 2-1

상담 현장분야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가족관련 문제로 

써,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며 접근해갈 것인지, 가족

상담의 과정 및 치료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가

족문제 해결을 돕는 기초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상담의 실제에서 필요한 기법과 예상되는 문제

점 등을 검토하여 가족 상담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가

족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가족치료의 기본개념 및 이론과 기법을 익힌다.

•직업심리학(Vocational Psychology) 2-1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일과 직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직업

의 선택, 생활, 적응, 의식 등에 대한 개인의 인지 및 행동

을 설명하는 이론과 기법을 배움으로써 실제 사례에서도 

심리학적으로 응용해볼 수 있다.

•상담윤리(Counseling Ethics) 2-1

본 강의는 상담전문가로서 준수해야 할 현행 상담전문가 

윤리강령과 상담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념과 내용을 숙지 

하여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기초적 자질의 함양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또한 수강생들은 숙지한 상담윤리·법·제도

를 가상의 사례와 현장의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담 실

천의 윤리적·법적·제도적 쟁점들에 심층적인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 실무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윤리강령의 입안 및 제도적 정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노인심리상담	(Elderly Counseling) 2-2

노년기의 변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상담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사회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교과목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신체

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와 노인의 정신건강과의 관

계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이론에 근거한 각 영역별 효

과적인 상담기술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부모상담(Parents Counseling) 2-2

유아발달, 아동발달, 가족발달 등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성

장발달과 관련된 발달이론과 부모교육, 부모훈육 유형별 자

녀와의 상호유대관계, 애착, 가족적 맥락에 따른 부모 행동

의 지침과 부모역할 교육의 다양한 이론과 관련 프로그램

을 학습한다.

•현대인과중독(Addiction Counseling) 2-2

최근 중독에 대한 문제가 다양해지고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개인과 가족의 정신적인 건강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는 약물, 인터넷, 게임, 도박 

등 다양한 중독의 유형별 원인과 증상 등을 개인과 부부, 

그리고 가족 전체의 틀에서 파악하고, 중독유형별 구체적이

고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익힐 수 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3-1

집단상담의 일반적인 이론 및 발달과정, 집단상담자의 자

질, 집단상담의 각 영역별 특징 등을 다룬다. 또한 학생들은 

실제로 집단상담에 참여, 경험해봄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감수성과 집단상담의 운영을 위한 기초능력을 학습한다.

•호스피스상담(Hospice) 3-1

노인보건복지 실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죽음과 임종서비

스에 대해 학습하고, 말기질환으로 죽음을 앞둔 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신체적, 정신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영적 측면

까지 총체적으로 돌보는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지식 및 태

도를 습득한다.

•성심리와상담(Gender Psychology Counseling) 3-2

본 교과목은 다양한 성적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인 상

담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 관련하여 다

양한 이슈(남성과 여성의 성, 성과 관련한 미신, 성적행동, 

일반적인 성적 관심 등)들을 이해하고, 진단과정, 상담치료 

계획 및 치료적 접근방법 등을 학습한다.

•코칭(Coaching) 3-1

코칭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기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예

술이면서 과학이고 실천이다. 본 교과목은 코칭의 이론과 

이론을 근거로 다양한 상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코칭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코칭의 개념과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내담자의 삶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

소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코칭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내러티브상담(Narrative Therapy) 3-2

본 교과에서는 학생들에게 Narrative Therapy에 기초한 상

담의 이론과 함께 실제 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

담기술을 전달하고자 한다. 즉, 학생들은 내러티브 상담의 역

사적 배경, 발달 과정, 철학 등의 이론적 내용과 내러티브 상

담기술을 학습한 후 이를 실제 상담사례에 적용하게 된다.

•부부상담(Marriage Counseling) 3-2

본 과목은 상담에 대한 기본 이론 및 기법에 대해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관계에서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과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학습하

여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수업이다. 본 

과목을 통해 부부관계를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상담자로서 부부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또한, 부부상담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을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다.

•청소년이해와상담(Counseling Adolescent) 3-2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인지적, 성격 

및 사회적 특성을 심리학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인지 

능력의 발달, 자아정체감의 형성, 성역할, 정신건강과 같은 

총체적인 청소년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조직관리및인사코칭(Personnel and organization 

management coaching) 3-2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그리고 전체 조직체행동과 조직개발 

등 조직행동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이론지식을 정립하고, 그 

이론지식을 조직의 실제문제에 적용하여 조직이 개인에 미

치는 영향과 행동을 고찰한다. 조직 내 구성원의 업무수행 

효과를 위하여 중간관리자 및 조직 내 리더가 적용할 수 있

는 코칭 장면뿐만 아니라 조직의 변화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코칭심리학의 다양한 이론과 모델에 대해 학습한다.

•상담실습및사례연구(Counseling practicum and case 

studies) 4-1/2

상담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상담자의 업무와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 보다 긍정적 관

계를 유지하면서 상담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례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심리검사와평가(Psychological Testing and 

Assessment) 4-1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검사는 내담자와 환자의 행동 및 

심리과정을 심층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

을 제공한다. 이에 본 교과목은 정확한 내담자의 행동과 심

리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와 평가에 대한 기술적, 역사적, 도

덕적, 법적인 측면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심리검사

와 평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군경상담의실제(Practice of Military and Police 

counseling) 4-1

본 과목은 군, 경찰, 교도 영역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병, 조직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경찰들

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해 개설된 과

목이다.

•놀이치료(Play Therapy) 4-1

본 교과목은 놀이치료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놀이치료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대해 이해하

고, 효과적인 놀이를 이용한 상담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놀이치료의 정의, 놀이치료에 대한 이론적 접

근, 놀이치료의 기술, 아이들을 위한 놀이치료, 문화적 다양

성을 반영한 놀이치료 등에 대해 학습한다.

•직업상담(Vocational Counseling) 4-2

직업과 관련한 문제를 이해·해결하고자 직업 상담을 필요

로 하는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업 상담 이론

과 상담 기법 등을 학습하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술치료(Art Therapy) 4-2

미술치료는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 및 증상을 완화

시킴으로써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개입하

는데 있어 효과적인 심리치료기법이다. 본 과목을 통해 미

술치료의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미

술치료 기법들을 습득하여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치료(Music Therapy) 4-2

본 교과는 음악치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 기법을 공

부하여 음악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 탐색 및 자신의 성

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음악치료에 대한 전반

적인 이론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후반부에는 음악과 나

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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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아동·보육전공)

▶ 교육목적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개인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 및 아

동보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전문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절

히 대응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요청에 부응하는 전

문지식과 실천 기법을 갖춘 실천가를 양성한다.

셋째, 온라인 대학의 장점과 다양한 오프 특성화 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한다.

넷째, 가치, 이론 실천기술을 겸비한 전문 사회복지사 양

성 및 아동보육전문가 양성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 발달에 

기여한다. 

▶ 전공 이수 트리

▶ 전공 이수 트리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아동·보육전공)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전공 기초 과목

사회복지학개론(1-1/1-2)
자원봉사론(1-1)
사회문제론(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1-1/1-2)
사회복지역사(1-2)
가족과젠더(1-1)

청소년복지론(2-2)

사회복지학개론(1-1/1-2)

인간행동과사회환경(1-1/1-2)

노인복지론(2-1)

장애인복지론(2-1)

노인돌봄복지개론(1-2)

아동권리와복지(1-1)

보육학개론(1-2)

보육과정(1-2)

영유아발달(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1-1/1-2)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전공 심화 및 응용 과목

사회복지실천론(2-1/2-2)

사회복지조사론(2-1)

가족복지론(2-1)

건강가정론(2-1)

아동복지론(2-1)

사회복지법제와실천(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2-1/2-2)

지역사회복지론(2-2)

사회복지행정론(3-1/3-2)

가족상담(3-1)

교정복지론(3-1)

국제사회복지론(3-1)

사회복지정책론(3-2)

여성복지론(3-2)

프로그램개발과평가(3-2)

복지국가론(3-2)

사회복지현장실습(3-2/4-1)

사회복지윤리와철학(4-1)

사례관리론(4-1)

가족정책론(4-2)

다문화사회복지(4-2)

사회보장론(4-2)

학교사회복지론(4-2)

사회복지실천론(2-1/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2-1/2-2) 

의료사회복지론(2-2) 

노인돌봄기술론(2-1) 

노인요양보호개론(2-2)

노인작업치료(3-1) 

정신건강사회복지론(3-1)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과평가(3-1)

사회복지행정론(3-1/3-2)

사회복지정책론(3-2) 

프로그램개발과평가(3-2) 

노인간호(3-2) 

노인레크리에이션(3-2) 

호스피스와사회복지(4-1) 

치매노인돌봄(4-1) 

시니어재무컨설팅(4-1)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4-1) 

고령친화산업의이해(4-2)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론(4-2) 

재가복지론(4-2) 

노인사례관리론(4-2) 

아동안전관리(2-1)
놀이지도(2-1)

가족복지론(2-1)
정신건강론(2-2)
보육교사론(2-2)

아동문학교육(2-2)
아동미술(3-1)

아동수학지도(3-1)
가족상담(3-1)

스토리텔링론(3-1)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3-1)

언어지도(3-2)
아동관찰및행동연구(3-2)

다문화사회복지(3-2)
아동상담(3-2)

부모교육론(3-2)
보육실습(4-1/4-2)

음악치료의이른과실제(4-1)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4-1)

영유아교수방법론(4-2)
통합교육(3-1)

특수교육학개론(3-2)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4-1)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4-1)

개별화교육계획(4-2)
언어치료학개론(4-2)

특수교육측정및평가(4-2)

청소년·가족전공

사회복지학개론(1-1/1-2) 
자원봉사론(1-1) 

인간행동과사회환경(1-1/1-2) 
가족과젠더(1-1) 
청소년문화(1-2) 
청소년복지론(1-2)

청소년·가족전공

가족과젠더(1-1)  

사회복지실천론(2-1/2-2)  

가족복지론(2-1) 

아동복지론(2-1) 

장애인복지론(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2-1/2-2) 

지역사회복지론(2-2) 

부모상담(2-2)

가족상담(3-1) 

청소년문제와보호(3-1) 

사회복지행정론(3-1/3-2) 

건강가정론(3-1) 

청소년지도방법론(3-2) 

청소년심리및상담(3-2)  

교정복지론(4-1) 

학교사회복지론(4-2)  

가족정책론(4-2) 

다문화사회복지(4-2) 

▶ 교육과정

<사회복지전공>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사회복지학개론 3 1 1/2

전공 자원봉사론 3 1 1

전공 가족과젠더 3 1 1

전공 사회문제론 3 1 1

전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1 1/2

전공 사회복지역사 3 1 2

전공 사회복지실천론 3 2 1/2

전공 사회복지조사론 3 2 1

전공 가족복지론 3 2 1

전공 건강가정론 3 2 1

전공 아동복지론 3 2 1

전공 사회복지법제와실천 3 2 2

전공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2 1/2 

전공 지역사회복지론 3 2 2

전공 청소년복지론 3 2 2

전공 사회복지행정론 3 3 1/2 

전공 가족상담 3 3 1

전공 교정복지론 3 3 1

전공 국제사회복지론 3 3 1

전공 사회복지정책론 3 3 2

전공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2

전공 사회복지현장실습 3 3 2

전공 여성복지론 3 3 2

전공 복지국가론 3 3 2

전공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4 1

전공 사회복지현장실습 3 4 1

전공 사례관리론 3 4 1

전공 가족정책론 3 4 2

전공 학교사회복지론 3 4 2

전공 사회보장론 3 4 2

전공 다문화사회복지 3 4 2

<노인복지전공>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사회복지학개론 3 1 1/2

전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1 1/2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노인돌봄복지개론 3 1 2

전공 사회복지실천론 3 2 1/2

전공 노인복지론 3 2 1

전공 장애인복지론 3 2 1

전공 노인돌봄기술론 3 2 1

전공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2 2

전공 의료사회복지론 3 2 2

전공 노인작업치료 3 3 1

전공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 3 1

전공 사회복지정책론 3 3 2

전공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2

전공 노인간호 3 3 2

전공 노인레크리에이션 3 3 2

전공 치매노인돌봄 3 4 1

전공 시니어재무컨설팅 3 4 1

전공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3 4 1

전공 호스피스와사회복지 3 4 1

전공 노인사례관리론 3 4 2

전공 고령친화산업의이해 3 4 2

전공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론 3 4 2

전공 재가복지론 3 4 2

<아동·보육전공>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아동권리와복지 3 1 1

전공 보육학개론 3 1 2

전공 보육과정 3 1 2

전공 영유아발달 3 1 1

전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1 1/2

전공 아동안전관리 3 2 1

전공 놀이지도 3 2 1

전공 가족복지론 3 2 1

전공 정신건강론 3 2 2

전공 보육교사론 3 2 2

전공 아동문학교육 3 2 2

전공 언어지도 3 2 2

전공 아동미술 3 3 1

전공 아동수학지도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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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아동·보육전공)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가족상담 3 3 1

전공 스토리텔링론 3 3 1

전공 특수교육학개론 3 3 1

전공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

과평가
3 3 1

전공 통합교육 3 3 1

전공 아동관찰및행동연구 3 3 2

전공 아동상담 3 3 2

전공 다문화사회복지 3 3 2

전공 영유아교수방법론 3 3 2

전공 부모교육론 3 3 2

전공 보육실습 3 4 1

전공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3 4 1

전공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 3 4 1

전공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3 4 1

전공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3 4 1

전공 보육실습 3 4 2

전공 개별화교육계획 3 4 2

전공 언어치료학개론 3 4 2

전공 특수교육측정및평가 3 4 2

<청소년·가족전공>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사회복지학개론 3 1 1/2 

전공 자원봉사론 3 1 1 

전공 가족과젠더 3 1 1 

전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1 1/2 

전공 청소년문화 3 1 2 

전공 청소년복지론 3 2 2 

전공 장애인복지론 3 2 1

전공 가족복지론 3 2 1 

전공 아동복지론 3 2 1 

전공 사회복지실천론 3 2 1/2 

전공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2 1/2 

전공 지역사회복지론 3 2 2 

전공 부모상담 3 2 2 

전공 사회복지행정론 3 3 1/2 

전공 가족상담 3 3 1 

전공 건강가정론 3 3 1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청소년문제와보호 3 3 1 

전공 청소년지도방법론 3 3 2 

전공 청소년심리및상담 3 3 2 

전공 교정복지론 3 4 1

전공 가족정책론 3 4 2 

전공 다문화사회복지 3 4 2

▶ 교과목 해설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1-1/1-2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사업, 사회보장, 사회계획, 사회정책

과의 관계, 역사적 발달과정, 제도, 분야전반에 대한 개괄적

인 연구를 통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사회복지의 

개념적 근거를 발견토록 한다.

•자원봉사론(Volunteerism&Volunteer Management) 1-1

최근에 자원봉사 이념과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주제는 우리

의 필수적인 생활요소가 되었다. 이 과정은 자원봉사 이념에 

대한 사상적 관점과 자원봉사자 관리, 즉 역할 할당과 자원

봉사자 선정, 자원봉사자 훈련과 교육,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등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이 과정은 자원봉사자 

관리에서의 리더쉽, 마케팅 및 재정 관리를 다룬다.

•가족과젠더(Family and Gender) 1-1

가족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쟁과 경험적 연구를 검토함

으로써 가족과 사회구조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특

히, 사회학, 가정학 등 학문분과에서 행해져온 한국 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가족에 

관한 여성학적 연구의 방향을 모색한다.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1-1

사회복지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과목은 사회문제에 관

한 이론과 분석방법들을 익히고,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

회복지정책과 제도들을 고민한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1-1/1-2

인간발달과 행동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태아기로부터 노년

기에 이르기까지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문화인류학

적, 생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 특정한 상황에 처한 인

간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임상 사회복지방법의 과학

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발견하는데 기초가 된다.

•사회복지역사(Introduction to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1-2

사회복지의 기원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시대적 변천 과

정에 따른 사회사업가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 및 변화에 대

해 알아본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사상적 관점에 중점을 둔다.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2-1/2-2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개인과 가족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모델에 관한 기초지식을 통합적

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2-1

사회조사방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사회조

사의 방법,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

복지분야에서의 과학적 접근법의 활용성과 한계를 고찰한다.

•가족복지론(Social Work with Family) 2-1

건전한 가족의 육성에 수반되는 제반 사회제도 및 프로그

램을 다루며, 가족의 구조, 기능, 가족 생활주기를 이해시

키고 이에 관련되는 제반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킨다. 사회

변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한국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 가족정책의 개념 및 이슈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이론적 토대 위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혼 및 재

혼가족, 미혼모가족,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알콜 및 약물중

독자 가족, 치매노인가족 등의 문제와 이들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접근법을 학습한다.

•건강가정론(Introduction to Healthy Families) 2-1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며 가족

생활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들을 공부한다.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2-1

건전한 아동의 성장발육에 관련되는 제반사회제도 및 사회사

업 프로그램을 다루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회

사업기술을 습득시키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분야를 소개한다.

•사회복지법제와실천(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law) 2-2

사회복지기관의 수혜 인구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법의 범위와 그 실제적 내용을 배우

게 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법의 기본시각으로서 사회복지

법의 개념, 생존권,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 및 일반 원리를 

고찰하고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과 범위 및 구조를 파악

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분야별 법 내용들을 학습하

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떠한 법제 아래서 수행되어 지

는가를 이해함으로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법 내용을 응

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ocial Work Practical Skills) 

2-1/2-2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

을 맞춘다. 사례연구와 역할연습을 통해 실천기술, 기법, 지

침을 실천대상에게 적용하며,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

습을 강조한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2-2

지역사회의 개념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지역의 사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지역사회조직의 모델들과 원칙들, 그

리고 사회복지사의 개입역할 등을 소개하면서 지역개발, 사

회계획, 기능적 개입 등의 모델들을 한국의 지역사회문제해

결에 응용 방법을 연구한다.

•청소년복지론(Youth Welfare)	2-2

사회심리적ㆍ심리역동적ㆍ사회문화적 및 생태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살펴보며 또한 성장에 지장이 있거나 

비행에 관련된 청소년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기본적으

로 필요한 다양한 개입방법 및 치료양식을 탐구한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1/3-2

일반조직과 행정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사회복지조직의 특

성과 행동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조직의 경영에 이를 응용

할 수 있는 틀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행동과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학생에게 소개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복

지조직을 운영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조직과 경영에 관한 지식

과 기술을 학생들 스스로가 구조화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가족상담(Family Therapy)	3-1

가족상담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가족

치료 이론을 적용하며, 문제가족을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교정복지론(Correctional Social Work) 3-1

사회의 규범이나 법으로부터 일탈된 개인을 돕는데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제도와 현황을 살펴본 뒤 사회복지사의 개입방법

을 개인적, 집단적,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의사소통이론에

서부터 사회적 지지방법론들이 이들 복지대상자들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를 교육한다.

•국제사회복지론(International Social Welfare) 3-1

국제사회복지는 국제사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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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아동·보육전공)

대로 진행되는 과목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

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3-2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을 고찰하고,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분석 준거

틀을 검토한다. 그 준거틀을 가지고 한국의 기존 사회복지 

정책들을 분석해 본다.

•프로그램개발과평가(Program Develpment and 

Evalution) 3-2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모델의 맥락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으로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전략을 연구하고 응

용하여 실제로 적용하도록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elfare Field Practicum) 

3-2/4-1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업무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의 성장과 발전을 이

루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진로 정

체성 확립 및 진로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복지 현

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임상적인 개입과정을 배우고 정책 

및 행정분야로서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

계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복지론(Social Welfare for Women) 3-2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구조적ㆍ기능적 파행으로 인

하여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인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중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론적 시각에서 규명하고, 그

에 따른 방법론 모색, 그리고 복지사회에로의 다양한 선택

을 논의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공한다.

•복지국가론(Welfare State) 3-2

복지국가와 관련된 최근 이론과 동향을 살펴봄으로서 그것

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

히 복지국가의 개념과 기원(발달과정), 유형 그리고 이를 둘

러싼 최근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 복지국가 발전가능성을 다룬다.

•사회복지윤리와철학(Social Work Ethics and 

Philosophy) 4-1

전문사회사업실천 및 원리와 관련된 윤리를 조명하여 변화

하는 한국사회의 사회사업윤리의 문제를 연구 모색하며, 사

회사업기관에서의 실천사례를 분석하여 접근방법과 문제해

결 기술을 분석 연구한다.

•사례관리론 4-1

사례관리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이며 복합적 욕구가 있는 클

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 방법 중 하나로 공공과 민간의 사

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교과과정

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수행되는 사례관리의 이론적 및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고 

각 실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관리 수행 역량을 제고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사례관리론 교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사례관리의 개념, 가치와 윤리, 이론적 근거, 발전과정, 구

성 체계와 기능,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의 단계별 실

천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가족정책론(Family Welfare Policy)	4-2

현대사회의 가족변화 따른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가

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정책을 이해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강좌에서는 현대사회의 가족의 변

화와 기능을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생활 유지를 저해하는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정책에 대해 학습하며, 더 나아

가 세계 여러 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것 등을 주

요 내용으로 삼는다.

•학교사회복지론(School Social Work) 4-2

아동과 청소년에 있어서 학교생활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에 초점을 두

고 그 문제들을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석하

면서 그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사회사업적인 개입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

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비행, 학습부진, 정서장애 등의 문제

를 갖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에서 사회사업가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떻게 개입을 해야하는지에 관

해 연구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4-2

한국과 선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대상, 서비스 내

용, 전달체계, 재원 조달 방식을 알아보고, 목표에 맞추어 그

들의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에 있어서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중심

으로 사회보험의 개념, 기본원칙, 역사적 발전과정과 각 제

도의 이론적 접근과 실제 형태를 연구분석하고 발전방향과 

개선 방안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모색하도록 학습한다.

•다문화사회복지(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4-2

최근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

회복지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

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로부

터 시작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에 대하여 파악·진단

하고, 각국의 해결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포함

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천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노인복지전공>

•노인돌봄복지개론(Introduction to Elderly Care 

Welfare) 1-2

현대사회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케어복

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다. 케어복지의 개념, 노인의 

이해, 케어의 원조기능, 케어기술, 치매노인의 이해, 호스피

스 케어, 죽음, 케어의 유의점, 평가의 기록, 장기요양보험 

등을 배운다.

•노인복지론(Social Service for the Aging) 2-1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해결

을 위한 사회 사업적 개입과 사회 정책적 전략에 대한 연

구를 한다. 또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연구에 대해 학습한다.

•장애인복지론(Social Welfare with Disabled people) 2-1

신체적, 심리적 여러 가지 장애문제와 거기에 수반된 특성

들을 연구하고 심신장애를 위한 제도 정책과의 관련됨을 

찾고 한국 장애인복지를 위한 교육복지, 재활, 사회 복지, 

예방책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검토하게 한다.

•노인돌봄기술론(Elderly Care Technologyl) 2-1

고령사회에서 중증, 와상 등으로 수족이 불편하거나 인지적 

장애 및 정신증상이 있는 후기고령노인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요보호노인의 증가로 인한 욕구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관련 인력들이 노인보건

의료복지 현장에서 사용할 실제서비스와 치매와 관한 병리

학적 지식과 더불어 실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학습한다.

•의료사회복지론(Social Work in Health Setting) 2-2

의료사회사업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병원에

서의 사회사업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즉, 의료

사회사업론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 및 의의, 

질병의 심리 사회적인 의미, 질병 제반 영역, 즉 내과, 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정신과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익

히고 특수질병, 장기이식, 골수이식, 혈액분석분야에서의 사

회복지사의 특수 역할을 익힌다. 또한 전 분야에 따른 전체

적인 사회사업의 과정에 대해서 배우며, 장기질 환자의 퇴원

계획과 위기개입이 필요한 응급실에서의 역할을 배움으로써 

장래에 의료사회복지사로써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노인작업치료(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3-1

본 노인작업치료는 노인들이 삶을 보다 독립적인 삶이 될 

수 있는데 중점을 둔 치료법이다. 본 과목을 통해 인지적, 

신체적, 감각운동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겪

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호스피스와사회복지(Hospice Welfare) 4-1

노인보건복지 실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죽음과 임종서비스에 

대해 학습하고, 말기질환으로 죽음을 앞둔 대상자와 그 가족들

을 신체적, 정신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영적 측면까지 총체적

으로 돌보는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습득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론(Social Work in Mental Health) 

3-1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사회사업활동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를 원조하는 역할을 학습하고, 정신장애

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증진시키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다. 또한 다학제간 Teamwork활동, 정신의학이론, 정신장

애 판정기준,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을 학습함으로써 정신보

건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간호(Nursing for the Elderly) 3-2

노인요양간호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장

기요양노인간호와 기본간호와 직업간호, 전문 간호, 치료적 

중재, 영적 간호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 또 노인에 대한 이

해와 간호사의 역할, 인체의 정상적인 노화과정, 노인에게

서 주로 발생되는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노인레크리에이션(Recreation for Elderly) 3-2

노인을 비롯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이나 사회적 한계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여가 생활양식의 개발, 유지와 

표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강좌를 통해 

건강 증진, 2차적 질병의 예방, 건강 회복 및 여가 생활의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치매노인돌봄(Dementia Care for the Elderly) 4-1

고령사회의 도래는 인지적 장애 및 정신증상이 있는 노인

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매 문제를 가진 요

보호노인의 증가로 인한 욕구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근무하

는 사회복지사 및 관련 인력들이 실제서비스와 치매와 관

한 병리학적 지식과 더불어 실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시니어재무컨설팅(Senior financial consulting) 4-1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교

과목을 통해 장기화된 노년기의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재무 설계의 기본 개념 및 과정, 노인 재무의 관리 및 보호, 

증대, 분배 등에 관한 내용을 습득하여 안정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노후 자산 설계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고령친화산업의이해(Silver Industry) 4-2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가

고 있는 가운데 본 강의를 통하여 실버산업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국내외 실버산업의 실제적 사례분석 및 실버산업

의 마케팅 전략 등 실버산업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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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아동·보육전공)

•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론(Social Facilities for the 

Elderly) 4-2

한국의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위

해 노인복지 시설의 현황, 운영과 관리체계, 클라이언트의 

관리 등을 학습하고, 바람직한 시설의 모델을 학습한다. 노

인복지시설 관리와 실무에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을 학습

한다. 노인시설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실현을 위하여 필

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시설관리를 학습한다.

•재가복지론(Domiciliary care) 4-2

재가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이수한 가정

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지역사회이

용시설 등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배경을 알아보고 각 복지

분야에서 재가복지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가복지사업의 현황

을 파악한 후 지역노인의 조기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가정

생활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및 효과

적인 재가복지 운영방법을 학습한다.

•노인사례관리론(Senior Case Management)	4-2

사례관리란 지역사회 내 클라이언트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근간으로 서비스의 조정과 통합, 자원 연결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다. 본

교과목의 수강생들은 특히 사례관리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천기법을 학습함으

로써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사회복지환경 속에서 노인 수요

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

을 도모한다.

<청소년·가족전공>

•청소년문화(Youth culture)	2-2	

청소년문화의 기본적인 개념, 특성, 영역별 청소년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전하고 유익한 또래문

화를 형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

한 실천기술을 습득한다. 

•청소년복지론(Youth Welfare)	2-2	

사회심리적ㆍ심리역동적ㆍ사회문화적 및 생태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살펴보며 또한 성장에 지장이 있거나 

비행에 관련된 청소년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기본적으 

로 필요한 다양한 개입방법 및 치료양식을 탐구한다. 

•부모상담(Parents Counseling) 2-2	

유아발달, 아동발달, 가족발달 등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성 

장발달과 관련된 발달이론과 부모교육, 부모훈육 유형별 자 

녀와의 상호유대관계, 애착, 가족적 맥락에 따른 부모 행동 

의 지침과 부모역할 교육의 다양한 이론과 관련 프로그램 

을 학습한다. 

•건강가정론(Introduction to Healthy Families)	3-1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며 가족 

생활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들을 공부한다. 

•청소년문제와보호(Youth Problems and Protection)	

3-2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둔

다. 이를 위해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

한 대안과 개입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청소년지도방법론(Youth Guidance Methodology)	

3-2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지원하고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의 개념과 청소년지도

론의 구체적 특성,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등에 대해 배우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적 

지식, 기술, 전략 등을 학습한다.

•청소년심리및상담(Youth Psychology and 

Counseling) 3-2

청소년들의 행동과 사고, 성격,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청소년들과의 효과적

인 상담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과정에 대한 이

해에 근거하여 상담의 기본적 개념과 이론 및 방법을 학습

한다.

<아동·보육전공>

•아동권리와복지(Child Rights and Welfare) 1-1

아동권리와 복지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와 권리의 개념 및 

원리, 그리고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이해하고 아동정책과 

법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에 입각한 아동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와 복지의 개

념과 원칙, 아동권리와 복지의 역사, 아동권리와 복지 관련 

정책과 행정, 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와 권리의 과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탐색한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to Child Care) 1-2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적

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아들이 질 높은 경험을 

교육시설에서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이에 보육과정의 기

초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연령별 발

달 특징에 따른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과정(Early Child Care & Education Curriculum) 

1-2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의 기본원칙인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포함

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천을 위한 보육지침으로

서의 보육과정을 이해하고 운영에의 적용을 도모한다.

•영유아발달(Infant Development) 1-1

인간발달단계 중 영유아기의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 및 도덕성발달 등을 배우고, 다양한 학자들의 발

달이론 학습을 통해 발달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또한 

발달과정 시 발생하는 영유아 병리와 영유아 발달을 저해

하는 위기상황을 알아보고 건강한 발달을 위한 요소와 지

원에 대해 학습한다.

•아동안전관리(Child Safety Management) 2-1

아동안전관리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로 하는 안전 지식과 기술, 태

도를 기르고 안전관리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

이다. 이를 위해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 연령별 발달특

성과 안전사고, 어린이집 안전관리, 아동·부모·보육교직

원 대상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제,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등의 내용을 탐색한다.

•놀이지도(Play Theory and Education) 2-1

역사를 통해 변천해 온 놀이에 대한 관점과 정의, 유아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놀이 양상을 알아본다. 놀이를 교육

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에 따라 놀이 및 환경을 실

제로 구성해 보고, 적절한 놀이 지도 방법을 연습한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Problems) 2-2

정신건강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생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 다양한 정신 병리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학습하며 복

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인간으로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정신건강과 사

회복지실천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

램의 실제를 경험한다.

•보육교사론(Day Care Teacher Education) 2-2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행동과 연

관된 보육교사의 가치와 신념을 익힘으로써 보육교사로서

의 자질을 함양한다. 또한 전문지식의 학습 뿐 아니라 토론, 

반성적 사고 등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문학교육(Literature for Young Children) 2-2

아동문학에 대한 개념정의와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아

동문학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아동문학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다. 또

한 다양한 장르의 아동문학작품을 접근하고,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학작품 소개활

동과 문학적 사고활동의 방법을 다룬다.

•언어지도(Language Arts for Young Children) 2-2

영유아의 언어발달은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시기에 습득한 의사소통 기술은 전 생애를 사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언어지도 능력은 예비보육교사, 아동복지전

문가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이다. 본 교과목을 통해 언어 교육의 중요성과 언어교육이

론, 교수방법 및 실제 활동을 심도있게 탐색함으로써 현장

에서 보다 전문적인 영유아언어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아동미술(Arts for Children) 3-1

국내외 유아미술 교육학의 흐름을 파악하고 유아미술의 다

양한 표현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과 기법 등을 알아

본다. 또한 미술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인간성 함양에 활

용되는 방안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 사례를 연구한다.

•아동수학지도(Math for Young Children) 3-1

영유아기의 수학적 경험과 탐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영유아의 수학적 능력발달을 이해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수학교육의 이해, 영유아 수학교육의 내용, 수학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영유아 수학활동의 실제를 다룬다.

•스토리텔링론(The theory of story-telling)	3-1

스토리텔링론은 옛날이야기에서 현대 사회의 이슈까지 다

양한 분야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다루는 강좌다.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은 ‘이야기(story)’와 ‘하기(telling)’의 합성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애니메이션, 게임서사, 만화, 테마파크 

등등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를 위한 가장 기초적

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수교육학개론(Special Education) 3-1

장애아동을 만나게 될 예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과 장애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따라서 특수교

육의 최신 동향과 더불어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방안을 살

펴보는 과정을 통해 장애 관련 영역의 전문가로써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학습한다.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Early Childhood 

Program Development & Assessment) 3-1

다양한 국내외 영유아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와 배경, 내

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현장

의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의 실제를 검토함으로써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성과 창의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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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유아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올바른 평가방법을 습

득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3-1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발달과정과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협력적 접

근방법 및 유형들에 대해 학습한다. 아울러 통합교육을 위

한 교수학습전략을 알아보고 지도방법을 학습한다.

•아동관찰및행동연구(Observation and Research of 

Child's Behavior) 3-2

이 과목은 아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개인 또는 집

단의 아동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과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 

행동의 측면을 관찰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아동상담(Children counseling) 3-2

본 과목은 아동의 주 적응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상담이론을 학습하고 이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적 기술을 습득한다. 아동 개인, 그룹, 학교, 기관 등에서 적

용 가능한 다양한 사정, 상담기법, 부모와의 의사소통, 법적 

고려사항 등 아동상담의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영유아교수방법론(Teaching Method for Young 

Children) 3-2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수준의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교사

의 교수방법 향상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부모교육론(Parent Education) 3-2

본 과목은 현대사회와 부모의 역할, 부모교육이론과 실제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동서양의 자녀 양육

방법과 부모자녀 대화법, 리더십 키우기, 성교육, 아버지 부

모교육프로그램 등 자녀를 갖고 계신 분이나 예비 부모들

이 꼭 수강하셔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육실습(Orienting Practicum) 4-1/4-2

보육시설에서의 실습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f 

music therapy) 4-1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여 다양한 음악치료의 방

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아동에서 

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음악치료 대상을 이해하

고, 각 대상별로 실시되는 음악치료 방법을 숙지하여 이를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f art 

therapy) 4-1

미술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법을 학습하고, 미술

치료 임상사례 및 실습을 통해 미술활동이 갖는 치료적 기

능을 체험하도록 한다. 강의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문제

점을 인식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

는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Teaching Strateg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4-1

장애영유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운영에 따른 장애유형별 구체적인 교수방법

을 학습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성 

기술 훈련과 행동지도 교수법을 익힌다.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Education for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4-1

정서 및 행동장애의 원인, 심리 및 특성 등 기본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 및 행동장애아의 내·외적 문제행동

과 이에 대한 중재전략 등을 알아보고 정서 및 행동장애아

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4-2

장애아들이 지니는 개인차와 장애로 인한 발달상의 개인차

로 인해 장애아 보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개별화된 교육프

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평가 등의 구성을 이해하고 개별화 

프로그램의 실제를 학습한다.

•언어치료학개론(Introduction to language therapy) 

4-2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들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및 지원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특수교육측정및평가(Measure and Evaluation of 

Special Education) 4-2

특수 아동을 측정,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한 각종 검사도구들

의 특성과 사용 방법을 익히고, 진단 및 결과를 해석하는 방

법을 학습하고 이러한 교육진단 자료 및 결과를 기초하여 

장애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고려한 교수계획을 수립하고 적

용한다. 또한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검사들을 중

심으로 실제로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해 봄으로써 검

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 교육목적

21세기 문화정보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문예창작의 이론과 창작은 다

양한 영역의 미디어콘텐츠를 개발하고 우수한 문화 예술

을 창조하는 근간이 된다. 이러한 시대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학과에서는 문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문학예술의 전통과 혁신, 순수와 대중, 사고와 매체 등의 

다양한 성향을 서로 아우르고 포괄하는 전문적인 문인, 예

술가 및 미래지향적인 문화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

적이 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문학예술의 이론과 창작에 대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시인, 작가, 비평가를 양성한다.

1. 고전과 현대에 걸친 다채로운 문예이론 및 작품에 대

하여 체계적으로 비평할 수 있다.

2. 순수예술 창작 능력을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장르의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영상문화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문화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시나리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창작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 문학예술과 방송·영상 매체를 연계하여 우수한 시나

리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스토리 등을 창작할 수 

있다.

셋째, 독서논술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논술, 독서 및 문

예창작을 지도할 수 있다.

넷째, 신문, 방송, 출판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출판언론인 양성을 위해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스

터디 그룹 활동을 지원한다.

1. 매체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각의 미디어에 

적합한 문학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 특성화

■	우수	문인	및	예술가	배양을	위한	심화학습	진행

•교수님들의	전문화된	스터디	그룹	운영

시, 소설, 수필, 희곡 스터디 등의 각 장르별로 분화된 

스터디그룹에서 전공 교수님들의 대면 지도를 통한 

심화교육으로 학습효과를 배가시킨다.

■	현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인 초청 특강, 예술제, 문학기행, <경희사이버문학>  

문집 발간 등을 통해 문예창작, 출판, 문화콘텐츠 기획

의 현장 학습을 제고한다.

•독서논술지도사(1급)	자격증	수여

사회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논술 및 독서지도

사, 문예창작지도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과과

정 운영과 수료증을 수여하여 논술 및 독서지도 관련 

취업에 이바지 한다.

미디어문예창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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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작기초(1-1)

시론(1-2)수필의이해와감상(1-1)소설론(1-1)

졸업작품발표회

웹소설장르소설특강(2-1)

희곡창작의 실제(4-1)

시창작세미나2(3-1)

동화창작세미나(4-1)

시창작연습1(4-1) 시창작세미나1(3-2) 아동문학창작세미나2(4-2)

소설창작세미나1(3-1)

소설창작연습1(4-2)

시창작연습2(4-2)소설창작연습2(4-2)

응
용
과
목
군

심
화
과
목
군

기
초
과
목
군

문학예술론(4-1)

문학과 문화예술인(3-1)

현대작가론(2-1)

문학치료특강(3-2)

근대문학과사회(2-2)

희곡과드라마작법(1-2)

수필창작의이해와실제(3-2)

한국문학사(2-2)

정신분석이론특강(3-2)

시나리오이론과실제(3-2)

영화미학과비평(2-2)

문예교육의이론과실제(2-1)

논술과독서지도론(3-2)

현대시인론(2-1)

스토리텔링론(2-1)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시창작기초 3 1 1

전공 소설론 3 1 1

전공 수필의이해와감상 3 1 1

전공 시론 3 1 2

전공 희곡과드라마작법 3 1 2

전공 현대작가론 3 2 1

전공 스토리텔링론 3 2 1

전공 문예교육의이론과실제 3 2 1

전공 웹소설장르소설특강 3 2 2

전공 한국문학사 3 2 2

전공 영화미학과비평 3 2 2

전공 현대시인론 3 2 2

전공 근대문학과사회 3 2 2

전공 시창작세미나2 3 3 1

전공 문학과문화예술인 3 3 1

전공 소설창작세미나1 3 3 1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시창작세미나1 3 3 2

전공 논술과독서지도론 3 3 2

전공 수필창작의이해와실제 3 3 2

전공 시나리오이론과실제 3 3 2

전공 문학치료특강 3 3 2

전공 정신분석이론특강 3 3 2

전공 문학예술론 3 4 1

전공 희곡창작의 실제 3 4 1

전공 동화창작세미나 3 4 1

전공 소설창작연습1 3 4 2

전공 시창작연습1 3 4 1

전공 아동문학창작세미나2 3 4 2

전공 소설창작연습2 3 4 2

전공 시창작연습2 3 4 2

▶ 교과목 해설

•시창작기초(Basic Poetry Workout) 1-1

시 읽기의 훈련을 통해 시 이론과 언어, 시적 문체를 익히

고 창작실습을 통해 자신의 개성적인 언어와 문체를 개발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소설론(Studies on Novels) 1-1

소설 이론과 작품 분석 강의를 병행하여 이론과 창작의 관

계, 실제적인 적용과정을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창작실습

을 통해서 확인한다.

•수필의이해와감상(Understanding & Appreciation of 

Essay)	1-1

수필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필 창작의 기본을 학습

한다. 수필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파악하고 작품 감상을 통

해서 수필이 지니는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 개성이 작품에 

반영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시론(Poetics) 1-2

현대시 강독을 통해 비평적 사고와 기술 방법을 수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시작품론의 비평적 분석 및 실제 창

작과정을 습득한다.

• 희곡과드라마작법(Writing Drama) 1-2

드라마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드라마 작법

의 원리를 연구한다.

•현대작가론(Modern Writers) 2-1

한국 현대 소설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표현과 정신을 보여

주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고 비

평할 수 있도록 한다.

•스토리텔링론(The theory of story-telling) 2-1

스토리텔링론은 옛날이야기에서 현대 사회의 이슈까지 다

양한 분야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다루는 강좌다.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은 ‘이야기(story)’와 ‘하기(telling)’의 합성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에니메이션, 게임서사, 만화, 테마파크 

등등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를 위한 가장 기초적

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문예교육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f 

Literature and Arts) 2-1

현재 교육계는 대입 논술 비중의 강화와 더불어 독서 및 논

술 지도 교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고 

문예창작학에 대한 학문적 깊이와 실용도를 제고하여 이론

과 실제를 수업하고자 한다.

•현대시인론(Modern Poets) 2-2

시 읽기의 훈련을 통해 시 이론과 언어, 시적 문체를 익히

고 창작실습을 통해 자신의 개성적인 언어와 문체를 개발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웹소설장르소설특강(The Study of Novel for 

Web&Genre Fiction) 2-2

순수소설과 웹소설 장르소설간 장르적 속성의 차이를 학습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적인 창작방법에 있어 어떠한 차이

점이 발생하는지 실습한다.

•영화미학과비평(Film aesthetics and criticism) 2-2

영화사에 편입된 영화들의 영화 미학을 살펴보고, 비판적분

석을 통해 영화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기능하는가에 대해 

사고하는 훈련을 한다.

•한국문학사(History of Korean Literature)	2-2

한국문학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학의 전통성, 개별적 특성, 세계사적 의미, 시대사적 

특성과 아울러 개별 작가 및 시인들의 계보학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근대문학과사회(Modern Literature and Society) 2-2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으로 양분되어온 사회모습에서 한 걸

음 나아가, 생태학, 탈신민주의, 아나키즘, 평화학 등 탈근

대적 사회모습의 현단계를 전방위에서 살핀다.

•시창작세미나2(Poem Writing Seminar 2) 3-1

학생들이 과목 게시판(자료실 등)에 올린 습작시를 대상으로 

온라인합평과 참삭지도를 실시한다. 한 학기 동안 학생 1인 

당 최소 3~4편의 습작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합평과 첨

삭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창작세미나1 심화학습)

•소설창작세미나1(Seminar on fiction writingⅠ) 3-1

소설 창작에 필요한 이론과 작품 분석 능력을 습득하는 동

시에 실제 창작과 온라인 합평, 첨삭지도 등을 통해 소설창

작 능력을 배가한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1인당 1편 이상

의 습작소설을 완성한다.

•문학과문화예술인(Literature and Cultural Artists) 3-1

일반적인 문학의 논리와 그것이 예술 작품의 창작에 작용

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이어서 이를 수용한 주요 문학 및 

문화 예술인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실제적 창작 형성의 범

례를 연구한다.

•시창작세미나1(Poem Writing Seminar 1) 3-2

학생들이 과목 게시판(자료실 등)에 올린 습작시를 대상으

로 합평과 첨삭지도를 실시한다. 이론보다 실기를 강화하

여 학생들의 시 쓰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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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안 학생 1인 당 최소 3~4편의 습작시를 발표하고, 이

에 대한 합평과 첨삭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논술과독서지도론(Teaching Essay & Reading)	3-2

학생의 성장 및 발달단계에 따라서 어떤 책을, 어떤 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구명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독서태도, 독서기술, 독서의 지식, 독서능력 등을 기

르는 방법을 연구한다.

•시나리오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n 

scenario) 3-2

영상 매체 문예 양식의 실제 창작을 통해 표현의 제약과 문

제점, 언어적 특성 등을 익힌다. 시나리오와 실제 영화의 차

이 또는 관계 등을 파악한다.

•수필창작의이해와실제(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writing essays) 3-2

수필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이 어떠한 형식

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느낌·기분·정서 등을 표현하는 

산문 양식의 한 장르이다. 이러한 수필창작 전반에 관해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문학치료특강(The theory of bibliotherapy) 3-2

문학치료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매개로 하여 치료자와 내담

자가 일대일 또는 집단으로 토론과 글쓰기 등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작품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고난도의 수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

작수업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작품읽기 수업과 문학이론 

그리고 정신분석과 같은 강좌를 함께 학습해야 한다.

•정신분석이론특강(The psychoanalytic theory) 3-2

본 강좌는 프로이드와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을 공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 영역으로 창작을 하는데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다. 특히 문학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

습함으로써 문예창작과 비평 그리고 학문적 글쓰기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문학예술론(Theory on Art of Literature) 4-1

문학, 특히 시문학의 경우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정신은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과는 사뭇 다른 영

역이다. 정신은 비감각적으로 이해되는 삶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인간적인 힘이다. 시의 정신성을 시창작에 

도입시켜온 시인 예술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의 새지평

을 연구해 나간다.

•희곡창작의실제(Drama Writing) 4-1

극 양식에서의 대화의 특성에 주의하면서 희곡적 언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익히고 극적 갈등의 양상을 창조하는 

방법을 실기 위주로 공부한다.

•동화창작세미나(Seminar on Creative childres’s 

story) 4-1

동화창작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고 습작품에 대한 합평과 

첨삭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개성적인 창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실제 창작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작 능력을 함양시킨다.

•시창작연습1(Practice of Writing a Poem 1) 4-1

시의 작법과 이론을 분석 검토하면서 학생들의 창작한 작

품을 선정하여 창작의 방법과 이론을 토론하고 연구한다.

•소설창작연습2(Practice of Writing a Novel 2) 4-2

소설 창작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법을 습득하고 학생들의 

창작품을 합평과 첨삭지도를 통해 소설 창작의 능력을 향

상시킨다.

•소설창작연습1(Practice of Writing Novel 1) 4-2

소설 창작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법을 습득하고 학생들의 

창작품을 합평과 첨삭지도를 통해 소설창작의 능력을 향상 

시킨다.

•아동문학창작세미나2(Seminar on Children Literature 

Composing 2) 4-2

아동 문학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창작과 온라인 

합평, 첨삭지도 등을 통해 창작능력을 향상시킨다.

•시창작연습2(Practics of Writing a Poem 2) 4-2

시창작에 필요한 기법을 습득하고 학생들이 실제 창작 활

동에 참여함으로써 시창작능력기법을 배가시킨다.

▶ 교육목적

스포츠를 통하여 더 나은 인간, 평화와 공영의 인류사회

를 재건하기 위해서 몸과 정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기반

으로 전문적인 경영역량을 갖춘 미래형 스포츠 인재를 양

성하고자 한다. 본 학과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전문가 및 열

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학위 취득을 통해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후마니

타스의 정신을 기반으로 스포츠경영에 대한 철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관광학, 의학 등 폭넓은 융합 학문의 이론과 

함께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

적인 경영 전문가 및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더 나은 인간과 좋은 삶의 문화사회를 선도할 스포츠인

재 양성”이라는 학과의 비전을 기반으로 학과 교육목표인 

“융복합 지식기반의 더 나은 인류 미래를 실천하는 인재 양

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가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전인적

인 스포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첫째, 스포츠를 통한 인류애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

성한다.

1. 더 나은 인간, 더 좋은 삶의 지구 공동체를 지향하며 

몸과 마음이 잘 조화된 인재

2.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전인적인 소양을 갖

추는 인재

둘째, 스포츠를 통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

1. 스포츠 경영과 관련이 있는 산업, 철학, 심리학, 경

제·경영학, 관광, 사회, 미디어, IT, 법학, 각종 정책사

례 등 폭넓은 융합학문에 대한 학습을 통한 융복합적

인 지식 역량과 실무중심적인 실용적 교육과정을 통

한 융복합적인 사고 역량을 갖춘 인재

2. 스포츠 관련 종사자 및 희망자등 해당 산업군의 전문

가에게 필요한 교육, 창업, 취업, 사회공헌 등의 역량

을 갖춘 인재

셋째, 스포츠를 통한 미래 선도형 인재를 양성한다.

1.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BT)등과 연계된 스포츠

산업 경영을 재해석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의

적 리더십의 소양을 갖춘 스포츠산업 전문 인재 육성

▶ 특성화

■	스포츠	창업,	취업	특강	시리즈	개최
현 정부의 “스포츠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일자리 창

출계획”에서 ‘스포츠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확

정됨에 따라 교내에 스포츠산업 창업·취업 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의 온/오프 시리즈 특강을 통해 최신 글로벌 이

슈 트렌드를 익히고 다양한 인재들과의 네트워킹 및 

멘토링 장을 제공한다.

·스포츠창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창업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네트워크 지원 시스템 구축

·ICT 융합형 스포츠창업 아이디어의 개발을 지원하

고, 스포츠 혁신 시장 창출이 가능한 아이디어는 

학교 기업으로 육성

■	해외	스포츠	행정	및	산업	시설	탐방
“ 스포츠를 통한 문화세계의 창조-국제화 역량교육”의 

일환으로, 해외의 선진 스포츠 산업의 현장 탐방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의 스포츠 행

정이나 산업 시설을 탐방하며 글로벌 스포츠 현장에 

대한 현황, 경영, 재무 및 마케팅에 대한 종합적인 경

영현황을 보고, 느끼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향후 추진될 자매교 방문 세미나와 프로스포츠 경기

장, 스포츠 행정 조직,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 방문 등

을 통해서 글로벌 스포츠 환경을 이해하고, 선진 스

포츠산업과 경영의 노하우를 배운다.

·다양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참가, 해외 스포츠 시

설현장 답사, 새로운 스포츠 시설에 대한 국내 적

용 가능성 등 글로벌 스포츠 트렌드 및 시설에 대

한 안목을 넓힘

·매년 대상 국가와 스포츠 유형을 선정하여 사전 조

사와 더불어 현장 답사를 한 후에 사업 타당성 분

석을 통해서 스포츠 경영 역량을 제고

■	국내	스포츠	행정	및	산업	시설	탐방
국내 스포츠 단체 연수를 통해 경영, 마케팅, 시설, 관

리 등의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무 경험

·국내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관련 유수 캠핑장 답사

·현장세미나를 통한 실무 능력 강화

스포츠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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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스포츠경영학과

응용과목군

심화 
과목군

스포츠산업경영론
스포츠시설론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영양학 
운동부하검사 

체육측정평가

운동상해
기능적해부학및운동처방
체육지도자자격증세미나(Ⅱ) 

실기교육방법론 
병태생리학

체육지도자자격증세미나(Ⅰ)
스포츠관광론 

 

기초과목군
 

스포츠마케팅론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한국체육사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윤리  

창업경영트랙

골프
유아체육론

해양스포츠및응급처치
동계스포츠및운동상해

프로페셔날코칭트랙

심화 
과목군

인문학 
과목군

▶ 전공 이수 트리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스포츠산업경영론 3 1 1/2

전공 한국체육사 3 1 1

전공 스포츠윤리 3 1 1

전공 스포츠관광론 3 1 2

전공 운동생리학 3 1 2

전공 스포츠마케팅론 3 2 1/2

전공 골프 3 2 1

전공 스포츠사회학 3 2 1

전공 해양스포츠및응급처치 3 2 1

전공 운동역학 3 2 2

전공 동계스포츠및운동상해 3 2 2

전공 실기교육방법론 3 2 2

전공 스포츠심리학 3 3 1/2

전공 체육측정평가 3 3 1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병태생리학 3 3 1

전공 기능적해부학및운동처방 3 3 2

전공 스포츠시설론 3 3 2

전공 스포츠교육학 3 4 1

전공 유아체육론 3 4 1

전공 체육지도자자격증(Ⅰ) 3 4 1

전공 운동상해 3 4 2

전공 운동부하검사 3 4 2

전공 스포츠영양학 3 4 2

전공 체육지도자자격증(Ⅱ) 3 4 2

▶ 교과목 해설

•스포츠산업경영론(Sports Industry Management 

Theory)	1-1/2

스포츠산업경영의 원리와 구성 요소인 스포츠 경영체, 레저

스포츠 경영자 및 스포츠 참여자를 이해하고, 스포츠 조직

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 과정인 계획화, 조직화, 지휘

화 및 통제화의 과정을 이해한다.

•스포츠윤리(Sports morals) 1-1

스포츠 윤리 담론의 흐름을 검토하고 실효 있는 담론의 방

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스포츠행위의 도덕적이고 타당한 

방향과 철학을 숙지한다.

•한국체육사(History of Korean sport) 1-1

체육에 대한 사실적 의미들을 시대적으로 알아보고 체육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폭넓게 고찰하여 체육의 가

지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가 체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의 체육을 바람직하게 설계하는데 있다.

•운동생리학(Exercise Physiology) 1-2

운동에 의한 인체의 반응과 적응현상을 근육신경계와 호흡

순환계를 중심으로 상론하고 나아가 운동효과에 대한 예방 

의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스포츠마케팅론(Sports Marketing Theory) 2-1/2

스포츠소비자를 위한 스포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

팅과 스포츠마케팅의 요소인 제품, 가격, 장소, 그리고 촉진

방법을 프로스포츠와 참여스포츠 측면에서 조명한다.

•골프(Golf) 2-1

골프 경기를 관전하고 직접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또한 골프를 통하여 체력을 육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여가를 선용하는 생활태도를 기른다.

•스포츠사회학(Consumer Behavior Theory) 2-1

사회의 축소판으로 비유되는 스포츠를 사회학의 개념과 이

론을 기초로 논의 이해한다. 특히, 사회제도와 관련된 스포

츠의 기능과 스포츠에서의 사회과정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사회문제를 집중 탐구한다.

•해양스포츠및응급처치(Water Sports and 

emergency treatment) 2-1

해양스포츠는 물위에서 즐기는 스포츠이다. 본 교과를 통

해 수상스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해양스포츠의 역사

이론 및 규칙 기술을 습득하고 기초(초급) 지도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해양 강국으로서의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즉각적

인 기초 응급처치술의 습득을 통해 상황의 악화를 예방 또

는 지연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료인에게 인도할 때까

지 생명을 구,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자 한다.

•운동역학(Bimetallics) 2-2

인간 운동을 해부학적, 물리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운동의 

원리 및 인간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알게 하고 신체운동을 역

학적으로 분석하여 일시적인 동작과 작업능률 및 운동기술

을 향상시키는데 교육내용으로 한다. 인간의 움직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학, 물리학, 인체측정학, 해

부학, 생리학적인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이들 지식을 이용 

신체 운동을 분석하는 실험 지식과 자료 처리의 방법을 익혀 

신체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도록 과학적 사고를 배양한다.

•스포츠관광론(Sports Tourism Theory) 2-2

스포츠와 관광은 스포츠이벤트가 지니고 있는 부가가치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였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효과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목이다. 즉, 스포츠이벤트 개최지 선

정 시 관광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스포츠 

이벤트 기획에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기법을 이

해한다.

•실기교육방법론(Practical training methodology) 2-2

실기교육방법론은 실기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목적으

로서의 교과목이다. 실기교육방법론은 전공영역과 관련된 

교직이론을 배워 능력을 갖춘 실기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기교육방법론은 전공영역과 관련

된 교과목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실기교육의 기

본적인 이해와 함께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이론, 즉 학습

의 이해, 수업의 이해, 학습지도안 작성, 실기 지도 방법론, 

교수 매체의 이해와 생활지도, 창의성, 특수아 교육의 이해 

등 실기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도

록 한다.

•동계스포츠및운동상해(Winter Sports and Sports 

Injury) 2-2

동계스포츠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스키와 스노우보드는 자

연과 환경을 상대로 산악지형의 경사면과 설면의 상태에 

따라 급변하는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종목으로 뛰어난 체

력은 물론 기술의 습득 또한 중요하다. 본 교과에서는 동

계스포츠의 역사와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에서 기본 기술의 

습득과 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지도능력을 갖추도록 한

다. 또한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운동상해를 배우고 응급 

처치 방법을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다.

•스포츠심리학(Sports Psychology) 3-1/2

본 과정은 체육 활동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요인과 신체

의 성장 발달에 따른 변화와 운동 기능의 심리적인 학습방

법의 이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통한 경기 능력의 향상과 

원만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병태생리학(Pothological Physiology) 3-1

생리학은 정상활동을 하는 생체 특히 그 기능을 명백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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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학문체계이다. 그러나 병태생리학은 그 기능이 몇몇 

요인에 의해 장해 받은 상태를 생리학적 방법에 의해 기술 

하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질병은 병태 생리학의 연구대상

이 될 수 있으며 질병이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것에 따

라 기술 될 수는 없다. 병리학이 해부학과 독립한 학문체계

를 확립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병태생리학은 임상의학, 기초

의 학의 각 분야에 의해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아직 독립된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다.

•체육측정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3-1

체육, 스포츠에 관한 체력 및 운동기능에 관한 지식을 습득

하고 측정평가 할 수 있는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기능적해부학및운동처방(Functional anatomy and 

exercise prescription) 3-2

본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운동 처방과 관련된 기능적 해

부학 지식의 적용을 할 수 있는 이해를 기르고, 운동 처방, 

자세, 움직임의 분석과 생체 역학의 원리와 기본적인 개념

을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스포츠시설론(Sports Facility Theory) 3-2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마케팅과 판매, 재무와 예

산, 인적자원 관리, 법적 책임, 사례연구 등을 학습한다.

•스포츠교육학(Sports Pedagogy) 4-1

스포츠교육학은 기존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던 개념

에서 벗어나 학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생활체육), 클럽 등

에서 체육, sport, fitness의 학습과정, 학습결과,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광의의 학문이다.

•유아체육론(Physical education for children) 4-1

유아 및 아동들의 지각운동 특성 및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

을 다루며, 효율적 발육발달을 위한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도방안을 다룬다.

•체육지도자자격증세미나(Ⅰ) 4-1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

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그 중 "건강운동관리사"는 개

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과목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 필기 자격제도의 출

제기준에 따른 관련과목에 대한 핵심이론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 풀이를 목적으로 한다.

•운동상해(Sports Injury) 4-2

운동상해란 스포츠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급, 만성 신체 상

태를 말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전문 스포츠 상황뿐만 아니

라 일반인들의 운동 상해부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응급 상황들에 대해 배워보고 응급처치 방법을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다.

•운동부하검사(Exercise stress test) 4-2

운동처방에서 기초가 되는 임상스포츠의학검사로서 운동 

부하기구인 트레이드밀이나 자전거 에르고미터 등을 이용

하여 운동을 시켜 심장의 이상반응과 기능적 운동능력을 

체크하는 검사이다. 관상동맥질환의 유무를 진단하고 호흡

순환기능을 측정하여 운동처방 시 직접 운동 강도를 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스포츠영양학(Sports Nutrition) 4-2

영양의 개념, 작용, 식품과 영양가 등 기초적인 문제와 운

동과 영양 체육활동 등과 관련된 영양문제에 관하여 강의

한다.

•체육지도자자격증세미나(Ⅱ) 4-2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 중 건강운동 관

리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들의 핵심이론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실용음악학과

▶ 교육목적

세계 문화시장에 한류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K-POP

의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각종 오디션 프

로그램 등을 통해 음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경희학원의 교육이념인 ‘문화

세계의 창조’에 근간하여 설립된 실용음악학과는 대중성

과 실용성을 강조하며, 진취적이고 자유로우며 도전적인 음

악적 실험을 교과목 편성, 학과 운영, 그리고 학과 내 음악

활동에 중심을 둔다. 이를 통해 음악에 대한 준전문적인 소

양과 학습경험은 물론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음악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서양고전음악, 대중음악, 동양전통음악, 재즈를 결

합한 ‘21세기 신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음악 전문가를 양

성한다.

1. 독자적인 음악세계 구축의 토대가 되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실험정신을 갖출 수 있다.

2. 강도 높은 학습과정을 통해 음악활동에 필요한 인내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컴퓨터 기반의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활용하여 음악콘

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4.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관심을 독창적 음악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음악의 세계화를 넘어 아름다운 예술 문화세

계 창조에 기여하는 글로벌 음악인재를 양성한다.

1. 외국인 학생들과의 음악적 교류, 해외 문화 체험 등을 

통해 글로벌 대중음악을 폭넓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해외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

3.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연주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예술성, 창

의성, 독창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

▶ 특성화

■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마스터	클래스	기

회	제공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연주를 보다 심도있게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마

스터 클래스 기회를 제공한다. 학구열 고취, 해당 아티스트

에 대한 이해 및 학생의 전공 악기 연주 실력 향상을 목적

으로 한다.

■	외부	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

램	및	특강	참여	기회	제공

‘각종’ 음악인재 양성 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전

문교강사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연습실을 공동으로 활용

한다. 또한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 참여, 앨범제작,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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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심화

기초

실용음악작곡법, 재즈즉흥연주기법, 무대조명과극장기술,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뮤직비즈니스, 대중음악의이해 

전공실기 5·6·7·8, 홈레코딩기법, 재즈음악사, 영화음악, 화성법, 화성분석, 

월드뮤직, 재즈콰이어

전공실기1·2·3·4, 피아노클래스, 실용음악작곡기초

시창청음, 음악의기초, 블루스클래스, 리듬클래스, 대중음악의역사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전공실기1(음악창작과음악

저작권)
3 1 1

전공 피아노클래스 3 1 1

전공 시창청음 3 1 1

전공 음악의기초 3 1 1

전공 실용음악작곡기초 3 1 1

전공 전공실기2(보컬테크닉) 3 1 2

전공 피아노클래스 3 1 2

전공 음악의기초 3 1 2

전공
전공실기3(라이브퍼포먼

스테크닉)
3 2 1

전공 홈레코딩기법 3 2 1

전공 블루스클래스 3 2 1

전공 전공실기4(컴퓨터사보법) 3 2 2

전공 재즈음악사 3 2 2

전공 리듬클래스 3 2 2

전공 대중음악의역사 3 2 2

전공 전공실기5(실용음악편곡법) 3 3 1

전공 영화음악 3 3 1

전공 화성법 3 3 1

전공 무대조명과극장기술 3 3 1

전공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3 3 1

전공 전공실기6(유럽음악기법) 3 3 2

전공 실용음악작곡법 3 3 2

전공 재즈즉흥연주기법 3 3 2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월드뮤직 3 4 1

전공 재즈콰이어 3 4 1

전공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3 4 1

전공 전공실기7(보컬편곡법) 3 4 2

전공
전공실기8(모던클래식 

음악의분석)
3 4 2

전공 화성분석 3 4 2

전공 뮤직비즈니스 3 4 2

전공 대중음악의이해 3 4 2

▶ 전공 이수 트리 ▶ 교과목 해설

•전공실기1(Lecture 1) 1-1

저작권 지식을 습득하고 표절 또는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

를 탐구하여 법적 분석과 음악적 분석을 병행하여 학습합

니다.

•피아노클래스(Piano Class) 1-1

음악의 기본인 피아노의 건반화성 등을 익히고, 쉬운 피아

노 테크닉 등을 배웁니다.

•시창청음(Ear Training) 1-1

음악의 기본요소인 선율, 리듬, 화성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한 악보 초견 능력과 청음 능력 및 기보법을 습득합니다.

•음악의기초(Music Analysis) 1-1

음악의 시초와 역사를 학습하며, 음악의 기본 요소를 학습

합니다. 각각의 전공악기별로 기본적인 이론과 테크닉을 습

득합니다.

•실용음악작곡기초(The Basis of Composition) 1-1,2

실용음악 작곡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합니다.

•전공실기2(Lecture 2) 1-2

각각의 전공 세미나 수업으로 보컬테크닉을 학습합니다.

•피아노클래스(Piano Class) 1-2

음악의 기본인 피아노의 건반화성 등을 익히고, 쉬운 피아

노 테크닉 등을 배웁니다.

•음악의기초(Music Analysis) 1-2

음악의 시초와 역사를 학습하며, 음악의 기본 요소를 학습

합니다. 각각의 전공악기별로 기본적인 이론과 테크닉을 습

득합니다.

•전공실기3(Lecture 3) 2-1

각각의 전공 세미나 수업으로 라이브 퍼포먼스 테크닉을 

학습합니다.

•홈레코딩기법(Home Recording Techniques) 2-1

컴퓨터음악 제작을 위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미디 기술들

을 습득합니다. 마스터키보드, 미디콘트롤러, 신디사이저, 

사운드모듈 등의 외부장비들과 연동하여 작업하는 법을 배

우고 더불어 기본적인 단계의 가상악기 사용법도 익힙니다.

•블루스클래스(Blues Class)	2-1

다양한 스타일의 bluse를 학습합니다.

•전공실기4(Lecture 4) 2-2

각각의 전공 세미나 수업으로 컴퓨터 사보법을 학습합니다.

•재즈음악사(Jazz History)	2-2

재즈의 역사, swing era, bebop 시대의 음악을 학습합니다.

•리듬클래스(Rhythm Class) 2-2

대중음악의 주요 요소인 리듬을 이해하고, 다양한 리듬 표

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대중음악의역사(History of Popular Music) 2-2

대중음악의 종류와 특징 및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대중음악의 주요 변천사에 대해 학습하고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모색합니다.

•전공실기5(Lecture 5) 3-1

각각의 전공 세미나 수업으로 실용음악편곡법을 학습합

니다.

•영화음악(Film Scoring) 3-1

영화 음악의 창작을 위한 영상음악 기법 및 스타일을 학습 

합니다.

•화성법(Harmony) 3-1

실용화성의 전반적인 하모니를 학습합니다.

•무대조명과극장기술(Stage lighting and Theatre 

Technology) 3-1

조명디자인의 예술적 특성을 고찰하고 무대조명 기초 기술

체계를 학습하며, 극장의 양식, 구조, 기술체계와 무대운영

의 진행과정을 학습합니다.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f 

Music Therapy) 3-1

음악치료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돕고 음악치료 경험을 습

득합니다.

•전공실기6(Lecture 6)	3-2

각각의 전공 세미나 수업으로 유럽음악기법을 학습합니다.

•실용음악작곡법(Commercial Music Composition) 

3-2

Commercial 음악의 작곡기법을 학습합니다.

•재즈즉흥연주기법(Jazz Improvisation Technique) 

3-2

멜로디 즉흥연주 기법을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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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뮤직(World Music) 4-1

세계의 음악을 소개하며, 악기와 이론 등을 학습합니다.

•재즈콰이어(Jazz Choir) 4-1

발성 및 합창에 대해 학습합니다.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Cultural Content and Content 

Planning) 4-1

문화콘텐츠 산업의 주요 성공 콘텐츠 분석을 통해 문화콘

텐츠 기획부터 생산, 소비과정을 학습합니다.

•전공실기7(Lecture 7) 4-2

각각의 전공 세미나 수업으로 보컬편곡법에 대해 학습합

니다.

•전공실기8(Lecture 8) 4-2

각각의 전공 세미나 수업으로 모던클래식음악에 대해 학습

합니다.

•화성분석(Harmony Analysis) 4-2

pop과 jazz 등 다양한 장르의 화성의 진행 및 분석 및 리

하모니제이션을 통하여 현대 음악의 화성을 학습합니다.

•뮤직비즈니스(Music Business Class) 4-2

음악 제작과 유통과정 및 음악저작권법 등 전반적인 음악

비즈니스에 대해 학습합니다.

•대중음악의이해(Introduction to POPULAR MUSIC) 

4-2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블

랙핑크 등의 K팝이 발휘하고 있는 대증흡수력의 원천, 현

황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서구 대중음악

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적 가치를 엘비스 프레슬리, 비

틀즈, 마이클잭슨, 퀸을 통해 알아본다.

▶ 교육목적

일본학과의 교육목적은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사회의 

각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본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일본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일본어 구사 능력을 

겸비하여 정부 및 기업에서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

한 인재를 양성한다.

1. 일본 지역학에 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단계별 일본어 학습을 통해 일본인과 자

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2. 국제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일본어 능력을 기반으로 

기업체 및 정부기관에서 국제 비즈니스 실무를 진행 

할 수 있다.

3. 일본어 활용 능력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정부기관, 기업체 등에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한일 양국 간 교류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화 교육 및 일본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

성한다.

1.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일본어 회화를 지도할 수 

있다.

2. 일본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및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일본 단기 체험교육과 전공심화 교육과정을 통하

여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 연구가를 양성한다.

1.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일본 사회

의 이슈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특성화

■	일본	어학연수	및	전통문화체험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본의 벳부대학 등 2주간 

현지어학 연수 및 일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아 있는 일본어의 듣기, 말하

기 등의 어휘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문화와 사회 등 다방면

적인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일본	현지	체험	및	일본	문화	탐방
매해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일본에 답사를 가서 살아있

는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원어민	일본어	카페
‘일본 노래 배우기’ ‘일본어 발음 교정’ ‘일본 전통놀이 

체험’ 등 장르 구애없이 참신한 내용으로 구성된 원어민 오

프라인 특강이다. 강의 후에는 다과를 즐기며 교수님과 학

생간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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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용
과
목
군

심
화
과
목
군

기
초
과
목
군

일본어 일본 비즈니스 일본학

일본어현지회화

일본어통번역연습

일본어와자격시험1(JPT) 

일본어와자격시험2(JLPT)

현대일본특강:일본산업 일본사회의이해

중급일본어1

중급일본어2

일본어문법 

일본어한자의이해

일본어의세계

비즈니스일본어

일본경제의이해

일본대중문화의이해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1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2

한일관계론

일본애니메이션의이해

일본역사의이해

일본의문화와전통

기초일본어1

기초일본어2
일본의기업이야기 일본학개론:한국인의일본관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기초일본어1 3 1 1/2

전공
일본학개론 :  

한국인의일본관
3 1 1/2

전공 일본의기업이야기 3 1 1/2

전공 일본역사의이해 3 1 1

전공 기초일본어2 3 1 2

전공 일본대중문화의이해 3 2 1

전공 일본어문법 3 2 1

전공 중급일본어2 3 2 1

전공 일본어현지회화 3 2 1

전공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1 3 2 2

전공 중급일본어1 3 2 2

전공 한일관계론 3 2 2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2 3 3 1

전공 일본의문화와전통 3 3 1

전공 일본애니메이션의이해 3 3 1

전공 일본어의세계 3 3 2

전공 일본어와자격시험1(JPT) 3 3 2

전공 일본어한자의이해 3 3 2

전공 일본경제의이해 3 3 2

전공 일본어와자격시험2(JLPT) 3 4 1

전공 일본어통번역연습 3 4 1

전공 현대일본특강 3 4 1

전공 비즈니스일본어 3 4 2

전공 일본사회의이해 3 4 2

▶ 전공 이수 트리 ▶ 교과목 해설

•기초일본어1(Beginner’s Japanese 1) 1-1/2

일본학 학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본어 습득을 위한 기초

과목으로, 카다카나, 히라가나 학습부터 차근차근 일본어공

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특히 바른 발음연습이 

초기에 가능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일본학개론:한국인의일본관(Introduction to 

Japanese Studies:Korean views on Japan) 1-1/2

일본의 역사, 문화,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분야를 개

괄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구

체적인 물음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나아가 일본을 탐구함으로써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을 기른다.

•일본의기업이야기(Corporations of Japan) 1-1/2

일본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산업, 그 뒤에는 그 산업을 

대표하며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뛰어난 기업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열거하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그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경영이념이 무엇이었는지, 그 

속에 일본만의 일본적인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목이다.

•일본역사의이해(Understanding History of Japan) 

1-1

일본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테마나 사

상이 있는 문제, 한일관계사의 쟁점 등을 선정하여 집중탐

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일본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한

편, 일본사회에 대한 인식을 인식능력을 기른다.

•기초일본어2(Beginner’s Japanese 2) 1-2

원어민이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의이다. 기초일본어1에서 학

습한 문법, 단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문법과 회화 표현을 

배우며 말하기, 듣기, 읽기 능력을 일상 회화 수준으로 키

우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이다. 수업에서 배우는 학습내용

은 일상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강

의 내용을 충분히 익히면 일본인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며, 일본으로 여행 가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초일본어1과 2의 학습내용을 합치

면 일본어 초급의 일반적인 학습항목 중 3분의 2정도를 배

우는 것에 해당한다.

•일본어문법(Japanese Grammar) 2-1

본 강좌는 일본어 기초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비롯

하여 일본어 문법전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

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명사부터 경어까지 체계적인 문법

정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되었던 문

법사항 및 문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각종 일본어 능력시험

(JLPT,JPT 등)의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일본대중문화의이해(Understanding Japanese 

Culture) 2-1

일본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일본어의 기본문형과 기본표현, 어

휘 등을 학습하면서, 아울러 여러 자료에 나타난 일본인의 표

현행동을 통하여 비언어적 요소의 한/일의 차이점도 배운다.

•중급일본어2(Intermediate Japanese 2) 2-1

본 수업은 기본적으로 담당 교수의 강의를 원칙으로 하나 

정확한 발음의 학습을 위하여 단어와 본문낭독은 일본인 

보조강사가 담당한다. 13주차 26강의 체제로 구성된 본 수

업은 장문의 독해 문장을 통하여 다양한 어휘와 문형, 문법

(용언의 「기본형」「정중형」「추측형」, 동사의「て형」「た형」「부

정형」「명령형」「금지형」「청유형」「가능형」「수동형」 「사역형」

「사역수동형」,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에 이르기까지), 관용

구 등을 익힘으로써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

한 일본사회 및 문화를 다룬 다양한 독해 문장을 통하여 일

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일본어현지회화(Japanese Conversation) 2-1

「일본어현지회화」는, 일본어를 1년 이상 공부한 초·중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실제로 일본에 갔

을 때에 현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회화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어나 문법의 학습은 물론, 

일본인과 회화를 할 때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문화적

인 것이나 현지의 정보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즐겁게 배

울 수 있다. 일본인교사는 일본어로 수업을 하지만 한국인

어시스턴트가 한국어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중급일본어1(Intermediate Japanese) 2-2

<기초일본어 1>, <기초일본어 2>를 토대로 하여 일본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본어 표현을 익힌다. 수업 내용은 

일본어 관련공식 자격증인 일본어능력시험(JLPT) N3급 합

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JLPT의 문자 및 어휘 파트, 청해 

파트, 독해 및 문법 파트의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1(Media Japaneses Textual 

Japanese Exposition 1) 2-2

일본의 신문(유명 일간지 및 어린이신문), 잡지 등을 교재로 

이용하여 살아 있는 일본어 문장 및 표현에 대한 학습을 통

해 일본어 읽기, 듣기, 쓰기, 문법, 단어 등의 종합적인 능력

을 배양하며 한편으로 현대 일본의 사회문제 등에 대한 시

사적인 이해의 증진을 도모한다.

•한일관계론(Korea-Japan Inter-relations) 2-2

근현대 한일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과목이다. 우리는 

식민지 경험을 비롯하여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대립과 반목을 넘어서 교류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를 이루는 것이 한일간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미래

를 향해 활용하는 것이다. 한일관계는 누구나 아는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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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잡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과목을 통해

서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로보는일본어강독2(Media Japaneses Textual 

Japanese Exposition 2) 3-1

특정 분야의 일본어 원서를 교재로 일본학을 공부하는 마

지막 결정판이 되는 과목이다. 일본어는 물론 일본에 대한 

다방면의 학습이 원서 강독을 통해 그간의 학습을 확인하

고 새로운 일본학의 도전을 가능케 하는 과목이다.

•일본의문화와전통(Japanese Culture and Tradition) 

3-1

문화형성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 배경에서 일본만의 특징

을 찾아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나아가 일본의 문화

와 전통을 거울삼아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타자화하여 살

펴본다.

•일본애니메이션의이해(Understanding Japan 

Animation) 3-1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개관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을 통해 N2정도의 일본어를 학습한다. 문법을 중심으로, 독

해, 청해, 작문, 회화능력을 함께 배양시킨다.

•일본어의세계(Understanding of Japanese 

Language) 3-2

본 강좌에서는 일본어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음성, 어휘, 의미, 

문법, 표기 등을 학습한다. 또한 현대일본어를 이해하는데 있

어서 필요한 일본어의 역사적 변천과 연구사 등을 학습한다.

•일본어와자격시험1(JPT)(Preparatory Course for 

Japanese Language Tests(JPT)) 3-2

본 강좌는 일본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의 하나이자 국

내 입사 시험 및 승진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JPT 일본

어능력 시험’에 대비하는 과목이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서 문제출제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신의 출제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과 요령을 학

습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본어한자의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Character) 3-2

본 강좌에서는 일본어 상용한자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어 

한자 읽기를 학습한다. 또한 일본어 문장을 통해 그 활용을 

익힌다. 한편 일본어에 있어서의 한자의 위치를 학습한다.

•일본경제의이해(Understanding Japanese Economy) 

3-2

한 나라의 경제를 공부하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시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먼저 공부한 후, 일본 경제

의 역사적 성장 과정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다. 특히 6,70

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의 발전 배경

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주안점

을 두고 있다.

•일본어통번역연습(Japanes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Practice) 4-1

일본어 통번역을 통해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점, 차이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일본어 통번역 실습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일본어를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통번역할 실력을 키

울 수 있다.

•일본어와자격시험2(JLPT)(Preparatory Course for 

Japanese Language Tests2(JLPT)) 4-1

일본어와 자격시험1에 이어 실제 일본어 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자격시험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격증 확보

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일본특강(Special Course on Modern Japan) 

4-1

최근 일어나는 한일관계 변화 혹은 일본의 변화를 신속하

게 파악하기 위한 과목으로, 특정 분야에 한정된 강의내용

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시류에 맞게 다루는 과목이다. 일

본을 이해하기 위한 최근 주요 이슈를 학습한다.

•비즈니스일본어(Business Japanese) 4-2

일본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과 매너를 학습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표

현과 상황별 표현의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법을 

습득한다.

•일본사회의이해(Japanese Language and Society) 

4-2

본 과목은 일본 사회를 잘 나타내고 있는 키워드를 중점적

으로 고찰함으로써 일본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예를 들

어 이지메·전후 보상·프리터·오키나와·야스쿠니·신사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일본 사회를 분석한다.

▶ 교육목적

본 학과의 교육목적은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

야에서 보다 역량 있는 중국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중

국학과는 중국어, 중국비즈니스, 중국학을 종합적으로 교육

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중국학과에서는 중국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마

련하여 잘 훈련된 국제 감각에 맞는 중국 지역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학과이다. 더 나아가 미래에 사회 각 분야에

서 한중 관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중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정을 통해 중국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중국어-역사학-철학-문화인류학-정치경제학-경

영학 등 학제 간 상호 연계 학습을 통해 중국 문화산업 관

련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1. ‘실용성 있는 중국전문가’를 목표로 폭넓은 교양과 투

자와 무역에 관한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의 장에서 독자적인 활동능력을 갖출 수 

있다.

2. 중국문화와 관련된 학문들과 중국어 능력을 제고하여 

한중간 문화단체, 학교, 기업체 및 정부기관 등에서 

중국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중국의 정치·경제에 관한 교과목을 기초-심화-

응용단계별로 편성하여 중국정치경제전문가를 양성한다.

1. 적극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과 관련된 지식들을 

사회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2. 중국의 정치경제, 대외관계, 통상정책에 관한 국제적 

쟁점 및 이슈에 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제

고하여 관련 연구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

제 감각을 지닌 중국 비즈니스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1. 중국학과의 많은 구성원들이 중국실무를 겸하고 있어 

구성원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2.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를 감안 투자

와 무역 실무에 관한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용·

참여할 수 있다.

3. 중국어 활용 능력 및 중국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중국과 관련된 기업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본인의 사업을 직

접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특성화

■	이론과	실무	겸비
중국학의 이론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실무가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한어수평고사 자격증, 

통역사 자격증, 번역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	신편입생	및	재학생	대상	초중급	중국어	특강

•목표：효과적인 중국어 학습법 지도, 복습시스템을 구

축하여 지속적인 학습효과가 나오도록 지도

-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거나, 중국어의 기초를 탄탄

하게 다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중국어 입문 과정으로 중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학습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발음

에 중점을 두어, 사이버 상에서의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두

려움보다는 친근감과 자신감으로 대학 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습하고자 하는 중국어의 개념과 구성 요건을 알

아보고, 효과적인 중국어 학습법을 지도한다. 세부

적으로는 중국어의 음절, 한어병음과 성조, 간체자 

등을 익히고, 중국어의 음운학적인 특징을 이해하

도록 한다. 또한 정확한 중국어의 발음을 학습하고, 

사전 사용법과 컴퓨터에서의 중국어 입력법의 습득

을 통해, 웹상에서의 중국어 학습 방법을 지도한다.

■	졸업동문과	재학생과의	연계

재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동문과의 연계성

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재학생들에

게 기회를 제공한다.

■	중국	실무	관련	사례연구

중국경제 및 비즈니스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업

실무, 투자실무, 무역실무, 기타 소양 관련 연구 진행

■	중국현지	지역모임과의	연계

재학생들의 중국현지 감각을 제고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현지에서 학습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소속감을 제고 시

키기 위해 중국현지모임을 활성화시킨다.

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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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업	및	문화탐방	기업체	방문

•목표：중국학과 학생들의 현지 학습 및 수준 제고

- 전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

- 국제적인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안

목을 배양한다.

- 전공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함께 외국

어 능력을 갖춘 21세기 중국 전문가 및 지도자를 

육성한다.

- 원어민과의 자신감 있는 대화 능력 배양

- 교육의 다양성 및 발전적인 대학 문화 형성

- 현장학습을 통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중국어	스터디	모임	-	滴水穿石(적수천석: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	돌에	구멍

을	뚫는다)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중국어스터디 적수천석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스터디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 주 다양한 주제의 노래, 신문기사, 영화 등을 선정해 사

전예습을 한 뒤, 모임에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답을 찾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
용
과
목
군

기
초
과
목
군

중국어 과정 중국학 과정중국경제&비즈니스과정

초급중국어회화(양학기개설) 중국의문화지리(1-2)

입문중국어회화(양학기개설) 중국의역사와인물(1-1)

한중관계의변화와이슈(4-2)

중국과미래산업(3-2)

대만과홍콩의사회문화(3-2)

심
화
과
목
군

관광여행중국어(3-1)

중국어문법과작문(2-2)

용어로풀어보는중국(2-2)

고급중국어회화(2-1)

중국경제와환율전쟁(3-1)

중국의문화산업과문화정책(2-2)

중국경제의이해(2-1)

실무비즈니스중국어(4-2)

뉴스로배우는중국어(4-1)

新HSK분석전략(4-1)

의료미용중국어(3-2)

중국어통번역테크닉(3-1)

미디어매체중국어(3-2)

현대중국사회의이해(3-2)

중국문화의이해(2-1)

중국의영화와대중문화(2-2)

중국정치와지도자(2-2)

▶ 전공 이수 트리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입문중국어회화 3 1 1/2

전공 초급중국어회화 3 1 1/2

전공 중국역사와인물 3 1 1

전공 중국의문화지리 3 1 2

전공 중국경제의이해 3 2 1

전공 고급중국어회화 3 2 1

전공 중국의영화와대중문화 3 2 1

전공 중국문화의이해 3 2 1

전공 중국어문법과작문 3 2 2

전공 용어로풀어보는중국 3 2 2

전공 중국의정치와지도자 3 2 2

전공 중국의문화산업과문화정책 3 2 2

전공 중국어통번역테크닉 3 3 1

전공 중국경제와환율전쟁 3 3 1

전공 관광여행중국어 3 3 1

전공 현대중국사회의이해 3 3 1

전공 의료미용중국어 3 3 2

전공 미디어매체중국어 3 3 2

전공 대만과홍콩의사회문화 3 3 2

전공 중국과미래산업 3 3 2

전공 뉴스로배우는중국어 3 4 1

전공 新HSK분석전략 3 4 1

전공 한중관계의변화와이슈 3 4 2

전공 실무비즈니스중국어 3 4 2

▶ 교과목 해설

•입문중국어회화(Basic Chinese Conversation) 1-1/2

중국어회화를 처음 배우는 기초과정으로, 발음, 성조, 읽기, 

쓰기 및 듣기 등 전방위로 중국어를 학습한다. 일상생활에

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문장을 중심으로 중국어회화

를 학습한다. 본 과정은 다양한 유형의 반복학습과 기본적 

중국어 문법 학습을 통해서 중국어회화를 향상한다. 특히 

본 과정은 발음과 성조 연습에 중점을 둔다.

•초급중국어회화(Beginner’s Chinese Conversation) 

1-1/2

중국어회화 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서, 발음, 읽기, 쓰기 및 

듣기 등 전방위로 중국어를 학습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문장을 중심으로 중국어 회화를 학습

한다. 본 과정은 다양한 유형의 반복학습과 중국어 문법 학

습을 통해서 중국어회화를 향상한다. 특히 본 과정은 발음

과 쓰기 연습에 중점을 둔다.

•중국역사와인물(Understanding of Chinese History) 

1-1

중국 민족의 역사와 문명을 개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역

사관을 정립하게 한다. 왕조사와 민중생활 적절히 배합하여 

통사적 안목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중국의문화지리(Introduction to China) 1-2

지역학으로서의 중국학을 전공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중

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지리 등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입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중국경제의이해(Understanding the Chinese 

economy) 2-1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경제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

제를 경험하였고, 개혁개방 이후 세계경제로 편입하면서 자

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경제체제의 개혁을 단행하였

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체제 변화 과정을 역사적, 이론적으

로 학습하면서 중국경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중국경제의 세

계적 위상 및 미래 발전 방향을 학습한다.

•고급중국어회화(Advanced Chinese Conversation) 2-1

중국어회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발음, 읽기, 쓰기 및 

듣기 등 전방위로 중국어를 학습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문장을 중심으로 고급 중국어회화를 

학습한다. 본 과정은 다양한 유형의 반복학습과 기본적 중

국어 문법 학습을 통해서 중국어회화를 향상한다. 특히 본 

과정은 듣기와 독해 연습에 중점을 둔다.

•중국의영화와대중문화	2-1

영화 속에는 시대를 반영하는 사상과 문화, 언어, 역사, 철

학 등이 내포되어 있기에 중국의 영화를 통해 중국의 전반

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중국문화의이해(Introduction to Chinese Culture) 2-1

중국문화의 이해는 중국학 기초의 하나로서 중국문화에 대

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중국의 역사, 

사상, 문학, 종교, 풍속 등을 학습한다.

•중국어문법과작문(Chinese Grammar and Composition) 

2-2

본 수업은 초급중국어와 중급중국어에서 학습한 내용에 기

초하여 문법을 정리하고 중국어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 기

능을 담당하는 어순과 패턴에 집중하는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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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풀어보는중국(Understanding Chinese Lang. & 

Culture through Chinese Words) 2-2

본 강의는 중국인 일상 생활, 건축, 음식 등 다양한 중국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용어를 선별하여, 그 용어들이 함유하

고 있는 의미와 문화 배경을 이해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강

의를 수강한 후에는 용어의 적절한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고급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

의 목표이다.

•중국의정치와지도자(Introduction to Chinese Politics) 

2-2

개혁개방 이후의 현대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정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중국혁명사, 정치권력구조, 정책결정체계, 

개혁개방정책, 중국지도부 등에 대해 연구·분석하여 중국

정치의 맥락과 구조적 특질을 파악함으로서 현재 중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한다.

•중국의문화산업과문화정책(China’s Cultural Change 

and Cultural Business) 2-2

본 과목은 중국의 개혁개방 전후에 나타난 문화영역의 역

사적 사건 및 정책으로 문화대혁명, 1980년대 문화열, 

1990년대 국학열,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문화중국 이

미지 만들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문화대국 및 

소프트파워 정책 등을 살펴본다. 특히, 문화논쟁의 중심이

된 전통과 현대, 서구와 동방, 미국과 중국, 자본주의와 사

회주의, 세계화와 현지화, 문화민족주의, 탈식민주의 등의 

담론을 먼저 이해한다. 그런 다음, 현대중국의 대중문화, 문

화산업정책, 문화와 사회통제, 인터넷과 문화변동, 문화체

제개혁, 문화외교 및 공공외교, 소프트파워정책, 공자와 유

교의 재발견, 중국어와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자학원 등 구체적 문화정책 및 문화현상 등을 학습한다. 

학습자는 문화정책과 문화적 변화를 통해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또 다른 미래를 발견한다.

•중국어통번역테크닉(Chines translation technique) 

3-1

본 과목을 통해서 학생은 다양한 문장의 한국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한다. 또한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학생은 중국어를 듣고 바로 한국어로, 한국어를 듣

고 바로 중국어로 통역하는 연습도 한다. 모든 과정은 다년

간 통번역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의 지도로 진행되며, 중

국어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역 

및 번역과 관련된 기법과 요령도 함께 학습할 수 있다.

•중국경제와환율전쟁(China &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1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국제정치경제 추세

를 토대로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중국과 주요 국가들이나 지역(미국, 일본, 

한국, 아세안,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관광여행중국어(Chinese Tourism) 3-1

최근 중국관광객인 요우커의 확대로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의 역사, 

명승고적 및 기타 관광지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유창한 중국

어 향상을 목적으로 본 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중국어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획득을 위한 면접시험 요령 및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현대중국사회의이해(Contemporary Chinese society) 

3-1

본 과목은 사회학적 시각에서 현대 중국사회 구조의 변화

를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으로 나누어 다룬다. 거시적 

시각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중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다루고, 현대화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중국사회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역사적 큰 흐

름도 살펴본다. 특히,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에 중국 사회 구

조가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런 다음, 현대 중

국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면, 중국 지식인의 현황, 인구와 가

족 제도, 여성의 역할, 직업의 변화, 도시와 농촌 관계, 도

시화, 지역불균형, 사회계층, 사회조직, 환경문제 및 신조어 

등 주제를 논한다.

•의료미용중국어(Medical & Beauty Chinese)	3-2

본 과목에서는 의료와 미용 중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표현

과 관련 용어를 익히고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

용되는 의료와 미용 중국어 표현을 익혀 실제 중국인과의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매체중국어(Media Chinese) 3-2

본 과목은 드라마, 영화, 라디오방송, 뉴스 등에 나오는 다

양한 단계의 중국어를 통해 나날이 발전해가는 미디어매

체 사회에 발맞추어 학습한다. 본 과목을 통해 실제 중국인

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친숙함을 느끼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대만과홍콩의사회문화(Social culture of Taiwan and 

Hong Kong) 3-2

본 과목은 대만과 홍콩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전반적 내용을 다룬다. 특히 대만과 홍콩의 문화 환경이 

중국본토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미래 중국의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도 학습한다.

•중국과미래산업	3-2

중국의 신성장산업인 중국창업론, O2O, 빅데이터 경영, 드

론학, IoT, 무인차량, 전기차·수소차, 우주개발, 인공지능, 

핀테크, 중국에너지학의 발전, 항공객실서비스, 카지노 등 

미래 신성장동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현황을 학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뉴스로배우는중국어(Chinese learning on the News)	

4-1

본 과목에서는 중국 사회의 변화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사성이 높은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중국에 대해 깊이 이

해하고 뉴스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익히고자 한다. 

•新HSK분석전략(New HSK Analysis strategy) 4-1

본 과목은 학생이 중국어자격증인 신HSK(한어수평고시)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개설하였다. 본 과정의 목표는 

HSK 중급인 3급과 4급 수준에 맞추어 필기시험과 구술시

험을 연습한다. 다년간 경험이 풍부한 교수가 기출문제 풀

이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시험에 대비한 문제 해설을 진

행한다. 특히 실전 시험 보는 요령 및 시험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도 습득할 수 있다.

•한중관계의변화와이슈(Changes in Korea-China 

Relations) 4-2

본 과목은 한국과 중국의 정치관계, 경제교류관계, 사회문

화교류관계 등과 같은 양 국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관계들

의 변화와 이슈 등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실무비즈니스중국어(Business Chinese) 4-2

본 강의는 단어설명, 문법해석, 회화연습, 주제발표 등을 통

하여 중국인과 처음 대면하는 방법부터 계약서류 점검까지 

비즈니스에 관한 여러 방면의 내용을 습득할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비즈니스 중국어 실력을 한 차

원 더 높게 향상시키고자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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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21세기는 지역과 세계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는 전 지

구화 과정을 목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의 흐름을 이해

하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문화

에 대한 이해와 영어능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미국문화영

어학과는 미국문화를 배우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학

과로, 미국문화영어학과는 미국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

으로 한 영어 교과목을 제공한다. 또한 새로운 교수법과 학

습법을 결합시킨 교과과목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기주도적 지식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본 학과는 문화와 

영어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구적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미국문화영어학과는 미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의

사전달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의적 사고와 공감의 능력, 소

통의 능력을 갖춘 민주적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1·2학년 수업에서는 단계별 영어 학습을 통해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증진

시킨다. 3·4학년에서는 미국사회와 문화의 다각적인 특징

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실용적·학문적 영어로 의견 개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국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우리

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의 변화를 이

해한다. 미국문화영어학과에서 제공하는 문화와 영어에 대

한 기본적인 능력이 향후 타 문화를 이해하고 전 지구인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 특성화

미국문화영어학과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어학습 증진

을 목표로, 미국과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 능력을 증진시키

기 위해 체계화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미국	전문가와의	만남	-	지역학	특강,	원어민	특강
수업 및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사회적 현안과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특

강을 시행한다. 이러한 특강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온라인 강의를 보완, 심화한다. 또한 영어권 전문

가의 원어 강의는 문화로서의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영어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

■	실질적인	영어	사용	능력	배양	-	영어캠프
온라인 강의에서 부족한 영어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원어민 교강사와 함께하는 영어캠프를 연 2회 실시한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채롭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외국인과의 거리감을 없애며, 학업성 

취도를 점검해 볼 수 있다.

■	원어민	교수님과의	만남	–	원어민	스터디
연중 제공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수업

으로 이루어지는 영어학습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재학생에

게 영어 능력 향상과 함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과에 대

한 소속감을 고양한다. 원어민 강사가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교과목을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 보완

하여 학습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통번역	자격증	취득	대비	–	통번역	스터디
법무부가 2013년 ITT(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 

통번역 자격증을 번역 공증 자격증으로 인증한 이후, 외국

계 기업, 대기업, 공기업에서 ITT 자격증을 채용과 승진을 

위한 능력 평가 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다. 통번역은 영어 학

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므로, 통번역 

스터디를 통해 ‘효과적 영어 학습’ + ‘자격증 취득 준비’의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문화영어학과
▶ 전공 이수 트리

Core

과목

Basic English 1-1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2-2 

미국문화의이해 2-1/2

향후

진로

각 기업과 사회의 미국문화 전문가, 영어교육 분야 종사자,

문화 분야 통·번역가, 대학원 진학 및 유학

전공

응용

인공지능영어학습 4-1

미국비즈니스영어 4-2

전공

기초

영화와미국사회의이해 1-1
브로드웨이뮤지컬로배우는영어 1-1

실용영문법 1-2
미국드라마생활영어1 2-1
미국드라마생활영어 2 2-2
영어독해와작문:기초 1-1
영어독해와작문:심화 1-2

뉴스청취로익히는미국영어 3-1
미국영화로영어문장익히기 3-2 

American Expression 2-1   
Global English 2-2

전공

심화

미국사로배우는영어1 3-1 

미국사로배우는영어2 3-2

다인종다문화사회미국 3-1

미국소설로배우는영어 3-2

원어민회화1 3-1

원어민회화2 3-2

미국의여성과가족 4-2

미국과세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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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Basic English 3 1 1

전공 영화와미국사회의이해 3 1 1

전공
브로드웨이뮤지컬로 
배우는영어

3 1 1

전공 영어독해와작문:기초 3 1 1

전공 실용영문법 3 1 2

전공 영어독해와작문:심화 3 1 2

전공
Cross-Cultural 
Communication

3 1 2

전공 미국문화의이해 3 2 1/2

전공 미국드라마생활영어1 3 2 1

전공 American Expression 3 2 2

전공 미국드라마생활영어2 3 2 2

전공 Gloval English 3 2 2

전공 뉴스청취로익히는미국영어 3 3 1

전공 미국사로배우는영어1 3 3 1

전공 원어민회화1 3 3 1

전공 다인종다문화사회미국 3 3 1

전공 미국영화로영어문장익히기 3 3 2

전공 미국사로배우는영어2 3 3 2

전공 원어민회화2 3 3 2

전공 미국소설로배우는영어 3 3 2

전공 인공지능영어학습 3 4 1

전공 미국과세계 3 4 1

전공 미국비즈니스영어 3 4 2

전공 영어미국의여성과가족 3 4 2

▶ 교과목 해설

•Basic	English 1-1

학생들이 미래의 학습과 업무 수행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

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

한 초급 수준의 영어 교과목으로 다양한 학생 중심의 활동

을 통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익히고 연마한다.

•브로드웨이뮤지컬로배우는영어(Learning English 

Through Broadway Musical) 1-1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는 문화매체를 통해 초보수준의 영

어를 극복하고 영어사용을 익숙해지게 한다. 브로드웨이의 

대표적 뮤지컬 작품을 통하여 다양한 영어 구문과 습득하

고 미국문화에 관한 지식을 높여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하

는 능력을 기른다.

•영화와미국사회의이해(Movies and U.S. Society) 1-1

영화는 특정 사회의 가치들을 반영하므로 영화는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제기하는 문화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 선택한 영화들을 통하여 수강생들은 인종갈등, 민

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미국의 패권 등 미국사회의 주

요 이슈들을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용영문법(Practical English Grammar) 1-2

본 강좌는 영어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실생활에 응용

하고 사용하는 바를 목표로 한다. 강의는 문법규칙에 대한 

개요와 함께 팝송이나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의 문법 사용 용례를 제공한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단순

한 문법의 암기보다는 말하기와 쓰기에서 학습자의 능동적

인 문법사용이 권장된다.

•미국문화의이해(American Culture) 2-1/2

본 과목은 미국학과 전공생들에게 미국문화를 보다 체계적

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입문과목이다. 본 과목에서 사용하는 

‘문화’는 광의의 개념으로, 예술과 같은 ‘고급문화’ 뿐 아

니라 대중의 일상적 삶 속에서 형성되는 일상적 문화, 혹은 

사회 문화를 망라한다.

•미국드라마생활영어1(American TV Drama English 1) 

2-1

실생활에 사용되는 영어표현을 익히기 위해 개설된 강좌로,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통해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어휘 

및 문장을 학습하여 청취, 독해 등 영어의 전반적인 영어실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독해와작문:기초(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Basic) 1-1

기존의 영어독해 과목과 영어작문 과목을 결합하여 학생들

이 독해와 작문을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학습함으로

써 영어학습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영문 독해 능력 향상을 통해 수험준비 및 영어 어

휘력·비판적 사고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영어로 

글쓰기의 기본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본인 글쓰기 능

력을 증진시킨다. 연계과목인 ‘영어독해와 작문: 심화’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이 가능하다.

•American	Expression 2-1

이 과목의 목표는 미국의 주요 지역적 특색과 더불어 미국

문화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인의 삶과 언어, 

즉 미국식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학생들은 각 지역

의 특징 및 관련된 미국의 역사, 미국인의 사회, 문화 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어표현, 발음, 대화 방식 등

을 배운다.

•미국드라마생활영어2(American TV Drama English 

2) 2-2

미국드라마 생활영어 2의 연계과목으로, 실생활에 많이 쓰

이는 영어표현을 익히기 위해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에 

나오는 어휘 및 문장을 학습함으로써 청취, 독해 등과 같은 

전반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독해와작문:심화(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Advanced) 1-2

인물, 배경, 시점, 이미지 등 다양한 영어활용 주제에 대하

여 창의적이고 짜임새 있는 글쓰기를 연습시켜주고, 작문을 

활용한 영어 독해를 향상 시켜준다.

•Cross-Cultural	Communication	1-2

서로 다른 성, 연령, 지역, 종교, 사회 계급 등의 다양한 문

화적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학습

한다. 또한, 언어적·비언어적 소통방식, 다양한 형태의 온

라인 소통수단에 대해서도 이해함으로써 성공적인 문화간

의 소통을 위한 지식을 얻도록 돕는다.

•뉴스청취로익히는미국영어(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hrough News) 3-1

뉴스위크, 타임 등의 매체에 등장하는 시사 내용을 청취하

여, 시사성 있는 다양한 주제의 기사내용들을 다룸으로써 

어휘력과 독해 능력을 신장시킨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건강,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뉴스를 통해 미국영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사로배우는영어1(Learning English American  

History 1) 3-1

식민지 시기부터 남북전쟁까지의 미국의 역사를 학습한다. 

미국이 세계사에서 갖는 위치와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

망 등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이해를 갖는다. 우리말 

수업으로 하되 영어학습 증진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한다. 

•다인종다문화사회미국(Multi-Ethnicity and Multi- 

Culturalism in American Society) 3-1

현세기 가장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 사회인 미국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밝히는 일은 

미국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인종, 다문화가 빚어낸 

다양한 미국사회의 이슈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영어학습(Learning English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4-1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영어학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

이 가능해 졌다. 본 과목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

어 자기주도 학습 및 그 개념과 실천방법을 이해하여 강의

수강 종료 후에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어민회화1(English Conversation with a Native 

Speaker 1) 3-1

이 과목의 목적은 수강학생들로 하여금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 구사 능력과 토론 능력에 이르러 전반적인 영

어회화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매 주차 다양한 상황에 따

른 주제에 맞게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나아가 활발

한 그룹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미국사로배우는영어2(Learning English American  

History 2) 3-2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미국의 역사를 학습한

다. 미국이 세계사에서 갖는 위치와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이해를 갖는다. 우리말 

수업으로 하되 영어학습 증진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한다. 

•미국소설로배우는영어(American Novel English) 

3-2

대중적 문학 장르인 미국 소설 작품을 이해하며 독해능력

과 미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한다. 미

국 소설의 역사와 문체를 익힘으로써 미국식 영어를 학습

하게 한다.

•Global	English 2-2

본 강의는 National Geography 및 TED Talks에 사용되는 

영어표현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유익하고, 교육적이며 감동적인 여러 이야기를 통해 아이디

어를 전달하는 영어표현을 두루 익힐 수 있다. 학생들은 제

공되는 자료를 통해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원어민회화2(English Conversation with a Native 

Speaker 2) 3-2

중급 이상의 영어 구사자를 위한 영어회화 강좌로써 원어

민과의 회화 연습을 통해 영어 실전 능력을 증진시킨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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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한국어문화학과

어민회화1을 수강한 학생이 더 높은 단계로 연계하여 학습

이 가능하다.

•미국과세계(America and the World) 4-1

미국이 세계 속에서 지니는 의미, 미국이 지닌 특별함 

(exceptionalism),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 및 영향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변화 속에서 이해한다. 영화, 잡지, 신문 등의 

다양한 문화적 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주제와 함께 관련 주

제의 영어도 학습할 수 있게 한다.

•미국영화로영어문장익히기(American Movie English) 

3-2

국문: 하나의 문화적 매체인 미국 영화를 통해 실제 생활에 

쓰이는 영어의 구어체 문장을 익히고, 사회언어학적 관점

에서 문맥에 따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다

양한 장르의 영화를 통해 영어 구문을 살펴보고, 이에 반영

되는 메시지를 이해하며 보다 전반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여성과가족(American Women and Family) 

4-2

미국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 여성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미국 내 여성의 권리와 위치가 사회문화적으로 역사화 되

었음을 알아본다. 미국의 여성과 가족을 살펴봄으로써 개인

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미국사회의 세부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비즈니스영어(American Business English) 4-2

이 강의는 미국 비즈니스 환경에 필요한 효과적인 커뮤니

케이션 기술을 커다란 몇 개의 주제에 따라 일반적이고 세

부적인 사항들을 학습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미국 경제에

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과 어휘들 및 그 맥락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 교육목적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

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어문화학과는 지구촌 시

대,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다. 국내외 현장의 요구에 맞는 

실제적인 교육을 지향하며,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어 교

원자격 부여 요건에 맞춘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1. 언어학, 한국어학 및 한국어 교육학의 기본 개념을 체

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지도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

발 전문가를 양성한다.

1.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목적에 맞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2. 한국 문화와 타 문화를 비교하여 고유성, 유사성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 전문가

를 양성한다.

1. 한국 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문화 비평 이론을 탐구하여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

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비평할 수 있다.

▶ 특성화

■	실용성	및	현장성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

•오프라인	특강	및	교육	현장	워크숍

전문가 초청 특강, 실제적인 한국어 지도 방법을 연습

하는 현장 워크숍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오프라인 모

임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결속

을 강화한다.

•	해외	및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업	참관	및	

실습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한국어과정’의 운영을 통

해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지의 명문 대학과 교

류하고 있다. 또한 ‘해외 한국학 온라인 강의’를 통해 

체코, 싱가포르, 멕시코, 미국, 중국 등지의 명문 대학

과 교류하고 있다. 본 학과의 학생들은 국내뿐만 아니

라 본교와 교류 협정을 맺은 해외 교육기관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실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누리	학술문화제

한글날을 기념하여 전문가 특강, 다채로운 문화 행사

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서 재학생 및 동문들이 

진행하는 한누리 워크숍, 좌담회, 한국어교육 문화 체

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2011년에	시행된	제6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사	

례	공모전	수기집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	검증된	교과과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본 학과의 한국어 교육 전공 과정은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요건에 맞추어 운영된다. 

한국어 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하

면 졸업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경희대와	연계한	한국어	교육	현장	실습	과정	운영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경희대 국제교육원과 협력

하여 검증된 한국어 교육 현장 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한국어 수업 능력을 갖

춘 인재를 양성한다.  

•차별화된	한국문화	교육과정

한국의 현대 문화와 전통문화, 한국문화와 타문화의 

비교, 한국 문화 콘텐츠,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갖는 

의식주 문화 등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 교과목을 통해 

차별화된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교육 및 상담, 이민행

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으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 개설이 2018학년도 2학기 이수한 과

목부터 인정되며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학위과정 내에 지정된 8개 교과목 이수(필수 5과목, 

선택 3과목)

- 학위 취득 후 법무부 위탁 기관에서 오프라인 15시 

간 교육 이수

-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

급 수료증 발급

•	한국	문화의	다양한	가치	창출을	위한	창조적	인재	양성

한국어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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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이수 트리

문화콘텐츠 영역 :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의 차별화된 한국문화 교육과정으로 한국어 교원자격취득은 물론 한국문화 콘텐

츠 개발을 위한 기반 과목입니다.

심
화
과
목
군

응
용
과
목
군

한국어문법교육론(3-2)

한국문화교육론(3-2) 한국역사의이해(3-2)

한국어교육과정론(2-2)

사회언어학(3-2)

한국어문법론(2-1)

한국어어문규범(2-2) 한국어교수방법론(1-2)

한국의고전문학(3-1)

한국민속의이해(1-2)

한국어어휘교육론(3-1) 한국의음식문화(2-1)

한국어이해교육론(2-1) 한국미술의이해(3-2)

한국어표현교육론(2-2) 한국의복식문화(2-2)

기
초
과
목
군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한국문화 영역

외국어습득론(3-1)

대조언어학(3-2)

언어학개론(1-1/2)

한국어표준화법(2-2)

한국어학개론(1-2) 한국어교육개론(1-1) 한국의현대문화(1-1)

한국어교재론(3-1) 한국문화와타문화의비교(2-1)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
개발(3-1/2)

한국어발음교육론(2-2) 다문화시대의한국사회(1-2)

한국어수업세미나(4-2)

한국어교육현장실습
(4-1/2)

한국음악의이해(4-2)

한국의건축문화(4-1)

한국어평가론(4-1)

특수목적한국어교육(4-1)

현장한국어교육(3-2)

멀티미디어활용한국어
교육(4-2)

아동·청소년대상
한국어교육론(4-1)

한국어의미론(3-1)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언어학개론 3 1 1/2

전공 한국어교육개론 3 1 1

전공 한국의현대문화 3 1 1

전공 한국어학개론 3 1 2

전공 한국어교수방법론 3 1 2

전공 한국민속의이해 3 1 2

전공 다문화시대의한국사회 3 1 2

전공 한국어문법론 3 2 1

전공 한국문화와타문화의비교 3 2 1

전공 한국의음식문화 3 2 1

전공 한국어이해교육론 3 2 1

전공 한국어표준화법 3 2 2

전공 한국어발음교육론 3 2 2

전공 한국어어문규범 3 2 2

전공 한국의복식문화 3 2 2

전공 한국어표현교육론 3 2 2

전공 한국어교육과정론 3 2 2

전공 한국어어휘교육론 3 3 1

전공 현장한국어교육 3 3 2

전공 외국어습득론 3 3 1

전공 한국어교재론 3 3 1

전공 한국의고전문학 3 3 1

전공 사회언어학 3 3 2

전공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 3 3 1/2

전공 한국역사의이해 3 3 2

전공 한국어문법교육론 3 3 2

전공 한국문화교육론 3 3 2

전공 한국미술의이해 3 3 2

전공 한국어의미론 3 3 1

전공 대조언어학 3 3 2

전공 한국어교육현장실습   3 4 1/2

전공 한국어평가론   3 4 1

전공 특수목적한국어교육   3 4 1

전공
아동·청소년대상한국어

교육론
3 4 1

전공 한국의건축문화 3 4 1

전공 멀티미디어활용한국어교육 3 4 2

전공 한국어수업세미나   3 4 2

전공 한국음악의이해 3 4 2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개설 과목

*국어기본법 별표  

1호에 의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국어기본법 별표 1호에 준한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

학과의 각 영역별 개설과목

영역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과목명(개설 학기)

한국어학 6학점

한국어학개론(1-2)

한국어문법론(2-1)

한국어표준화법(2-2)

한국어어문규범(2-2)

한국어의미론(3-1)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

학

 6학점

언어학개론(1-1/2)

대조언어학(3-2)

외국어습득론(3-1)

사회언어학(3-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

한국어교육개론(1-1)

한국어교수방법론(1-2)

한국어이해교육론(2-1)

한국어교육과정론(2-2)

한국어표현교육론(2-2)

한국어발음교육론(2-2)

한국어어휘교육론(3-1)

한국어교재론(3-1)

현장한국어교육(3-1)

한국문화교육론(3-2)

한국어문법교육론(3-2)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

(3-1/2)

한국어평가론(4-1)

특수목적한국어교육(4-1)

아동·청소년대상한국어교

육론(4-1)

멀티미디어활용한국어교육

(4-2)

한국어수업세미나(4-2)

한국 문화 6학점

한국의현대문화(1-1)

한국민속의이해(1-2)

다문화시대의한국사회(1-2)

한국문화와타문화의비교(2-1)

한국의음식문화(2-1)

한국의복식문화(2-2)

한국의고전문학(3-1)

한국역사의이해(3-2)

한국미술의이해(3-2)

한국음악의이해(4-2)

한국의건축문화(4-1)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한국어교육현장실습(4-1/2)

총계 45학점 총 12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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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언어학개론(Introduction to Linguistics) 1-1/2

언어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언어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

해하고, 문자론,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

용론, 언어 정책 등 언어학의 주요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어교육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1-1

한국어 교사가 알아야 할 한국어 교육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어 교육의 현황, 언어 교육 이론, 

언어 기능별 교육 방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한국의현대문화(Contemporary Korean Culture) 1-1

현대 한국인이 공유하는 문화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면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역사적·사회 구조적 배경을 공부한다. 

급변하는 사회와 맞물려 형성되어 온 문화의 지형을 몇 가

지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일

상 세계를 섬세하게 성찰하는 감수성을 키우도록 한다. 이

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한국문화를 객관화하

는 작업이다.

•한국어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1-2

한국어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한국어학의 기본 개념을 익

히고 한국어 음운론, 어휘론, 형태론, 통사론, 방언론, 한국

어사 등 한국어학의 개론적 지식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어교수방법론(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1-2

외국어 교육 발달 과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이론

과 수업사례 위주로 살펴본다. 먼저 외국어 교육의 역사가 

긴 서양의 외국어 교육 발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교수법의 이론적 접근, 실제적 접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

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 학

습자, 교육 내용, 교육 목표, 교사에 따른 교수법의 측면에

서 한국어 교수법을 살펴본다.

•한국민속의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Folklore) 

1-2

한국 문화의 기층은 무엇인가, 민속 문화(民俗文化)의 범주

는 무엇이며, 각 장르의 특성은 무엇인가, 한국 민족의 생활

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등을 살피고, 한국 문화가 나

아가야 할 바를 모색한다.

•다문화시대의한국사회(Korean Society in 

Multicultural Era) 1-2

다문화의 현상을 파악하고 국내외 다문화 관련 법, 제도, 정

책, 이주민 대상 언어 및 문화 교육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 온 한국 사회를 통합적인 관

점에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위

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한국어문법론(Studies in Korean Grammar)	2-1

한국어 문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문법 지식을 쌓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 문법의 주요 주제인 음운, 형

태, 문장,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문법 현상을 바탕으로 실질

적인 문법 지식을 쌓는 데 주력한다.

•한국문화와타문화의비교(A Comparative Study of 

Cultures) 2-1

오랜 역사를 거쳐 축적된 다양한 지역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비교 문화론의 기본 

이론과 실제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음식문화(Korean Culture of Food) 2-1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특히 

절기와 세시풍속 등 생활사와 관련하여 한국의 음식 문화를 

고찰하고, 그 문화적 함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어이해교육론(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Understanding Korean)	2-1

듣기와 읽기 교수법의 일반 이론을 고찰하고 두 기능의 개

발 및 지도에 효율적인 교육과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한국어 듣기, 읽기 수업의 설계 과정 및 실제 학습자

들의 듣기, 읽기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교육현

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한다.

•한국어표준화법(Standard Speech of Korean)	2-2

대화의 구조와 원리, 대화의 장애 요소, 대화의 예절과 구

성원에 따른 대화의 특징, 대화 방식과 행위 등에 대해 이

론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어 표준 화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언어 사용 현상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한국어표준 화법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한국어발음교육론(Studies in Korean Phonetic 

Approach and Teaching Method) 2-2

한국어의 음운 체계, 주요 음운 규칙들을 이해하고,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발음 교육 이론 및 실

제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실험 음성학적 분석을 통해 언어

권별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효과적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을 도출한다.

•한국어어문규범(Korean Orthography) 2-2

한국어 교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국어 어문 규범, 즉 한

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

기법 등에 대해 이해한다.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의복식문화(Korean Culture of Dress) 2-2

한국 복식의 역사와 미학적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전통 한

복이 현대의 복식 문화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한류 문화 

상품으로서 가치를 갖는 한복의 실용화, 세계화 방안에 대

해 탐구한다.

•한국어표현교육론(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Expressing Korean)	2-2

말하기와 쓰기 교수법의 일반 이론을 고찰하고 두 기능의 

개발 및 지도에 효율적인 교육과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

다. 또한 한국어 말하기, 쓰기 수업의 설계 과정 및 실제 학

습자들의 말하기, 쓰기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한다.

•한국어교육과정론(Korean Language Education 

Course) 2-2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개념과 유형, 특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의 설계 원리와 방안을 모색하며,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선

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어어휘교육론(Studies in Korean Vocabulary 

Education) 3-1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해 어휘 교육의 역사, 현황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하

고 실제적인 어휘 교육 방법에 대해 모색한다. 또한 기본어

휘 선정 및 평가 등 한국어 교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현장한국어교육(Teaching Korean in the Field) 3-1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교육 방식, 사용 언어, 학

습자의 연령과 학습 목적, 한국어 구사 능력 등에 따라 다

양하게 전개되는 국내외의 실제 한국어 교육의 현장을 관

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각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로서의 교육 능력을 함양 

하도록 한다.

•외국어습득론(Second Language Acquisition) 3-1

외국어를 어떻게 습득하게 되는가를 학습함으로써 제2언어

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어 습득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습득 연구들을 중심

으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학습자 언어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자료 분석과 자료 해석을 통한 실제적인 경

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간언어 형태에서 수집된 학습자자

료도 함께 분석해 본다.

•한국어교재론(Studies on Korean Textbook 

Development) 3-1

외국어 교육 과정 및 교수 요목 설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수 요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국어 교수 학습 목적에 적절한 교육 과정 및 교수 요목의 

설계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서 기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검토 분석하고 그 활용 및 보

완 방안을 모색하며, 간단한 한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 연습

을 한다.

•한국의고전문학(Korean Classical Literature) 3-1

문화 중에서도 언어문화의 정수(精髓)에 해당하는 문학은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작가의 상상력이 결합하여 생산된

다. 이러한 문학을 통해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의 사회 문

화의 양상을 보다 적절하게 이해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역량

을 배양한다.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3-2

언어를 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사회언어학의 이

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ㆍ문화적 맥락 속

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화자들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 양

상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

양한 사회적 맥락의 언어 사용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배

양한다.

•한국어교안작성과자료개발(Korean Teaching Plan 

and Materials Development) 3-1/2

다양한 한국어 수업 운영에 적합한 한국어 강의 교안 작성

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며,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활

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강의에 대해 탐구한다.

•한국역사의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3-2

한국의 전체적인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며 그 내용을 다문

화 소통의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한국어 교사들은 이

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바른 지식

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문법교육론(Studies in Korean Grammar 

Education) 3-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왜 문법 교육이 필요한가, 어

떤 문법 항목을 선정하여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교수-학습

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가, 문법 교육을 위한 연습 및 사용 자료를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 것인가 등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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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부(전공)/학과 안내

•한국문화교육론(Studies in Korean Culture 

Education) 3-2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학습 동기

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며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킨다. 따라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국어

교사의 능력이다. 본 과목은 문화 교육의 기능, 내용과 방법

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한국어 교사의 문화 교육 능력을 함

양하도록 한다.

•한국미술의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Arts) 3-2

한국의 회화, 조각, 공예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여 한국 미

술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한국 미술을 통해 비춰볼 수 

있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선사시

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미술 작품에 대한 감

상과 토론을 통해 한국적 미감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도 통시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한국어의미론(Korean Semantics) 3-1

한국어 의미론의 기본 개념과 의미들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의미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한국어 화자들의 인식과 의미와의 관계를 탐색

함으로써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한국어 학습자에 대

한 이해의 기틀을 마련한다.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 3-2

구조가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 간 공통점과 차이점

을 찾아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대조언어학의 분

석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타 언어의 구

조를 대조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언

어권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

어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어교육현장실습(Field Practice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4-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

하는 강좌이다. 먼저 수업 운영의 원리, 준비 절차를 이해하

고, 실제 한국어 급별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수업

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이후 한국어 강의 교안을 작성하는 

연습, 모의 수업 실습을 통해 실제적인 교수 능력을 배양하

도록 한다.

•한국어평가론(Studies in Korean Language Testing) 

4-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의 종류, 평가의 원리 및 방

법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평가 문항을 직접 작성해 

보는 연습을 수행한다.

•특수목적한국어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Specific Purposes) 4-1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목

적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탐색하는 과목이다. 

한국 내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 비

즈니스 목적, 근로 목적, 여성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학습

자 유형별로 학습 목적과 특징, 적합한 교수 요목, 교육 자

료, 교수 방법에 대해 탐색한다.

•아동·청소년대상한국어교육론(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4-1

최근 새로운 한국어 학습자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문

화 가정의 자녀, 중도 귀국 학생, 새터민 학생 등 아동과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 

및 청소년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한

국어 교사로서의 교육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한국의건축문화(Korean Culture of Architecture) 4-1

한국의 고유한 건축의 유형과 역사, 한옥의 다양한 존재 양

상에 대해 살펴본다. 한옥의 건축 양식, 과학성과 실용성, 

한옥의 현대적 변용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류의 주요 

브랜드 중 하나인 한옥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멀티미디어활용한국어교육(Multimedia Assisted 

Korean Education) 4-2

멀티미디어, 인터넷을 활용한 언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관찰, 분석하며 웹 기반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어수업세미나(Seminar in Korean Language 

Class) 4-2

교사가 실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영역별 쟁점들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이다. 어휘, 발음, 문

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 등의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가 자주 겪게 되는 구체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음악의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Music) 

4-2

한국의 전통 국악부터 현대 퓨전 음악까지의 한국 음악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한다. 한국어 교사들은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인과 한국 음악에 대한 바른 지식을 한국

어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학과

▶ 교육목적

한국어, 한국문화에 능통한 외국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

로 사이버대학 최초로 설립된 학과이다.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학업 역량, 취업 실무 역량)을 갖춘 외국인 인재 양성’

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 다문화 사회에 필요

한 인재, 국내외 기업 및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양성한다. 체계적인 언어문화 교육과정, 학

업 및 취업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한국어 능

력,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육

성하는 것이 한국어학과의 목적이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한국어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호텔, 관광, 외식, 

경영, 실용음악 등의 전공 분야와 연계하여 실용적 지식과 

융합적 지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학업 역량, 취업 실무 역량)

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양성한다.

1. 기업회의 관광분야 한국어 통역 전문가가 될 수 있다.

2. 한국어 공문서, 실무문서 번역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둘째. 한국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양성한다.

1. 호텔 및 외식, 여행 관련 전반 문화 산업 지원을 진행

할 수 있다.

2. 실용음악, 문화예술 경영 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예술

산업 지원을 진행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양성

한다.

1.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2. 한국어 교육,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 특성화

■			한국어와	실용	학문을	연계하는	융복합	교육과

정	운영
•실용 학문과 연계된 한국어+X 전공 과정 운영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검증된 전공, 학생들에게 인기있

는 전공과 연계하여 ‘한국어+호텔경영’, ‘한국어+실

용음악’ 등 차별화된 한국어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차별화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과정

유관 전공인 한국어문화학과의 교수법을 바탕으로 외

국인의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체험을	기반으로	한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경희 한국어문화 연수 프로그램

하계, 동계 방학 중 한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배양하고 한국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방문 연수를 통해 24시간 한국

어 생활권에서 어학실력 및 문화 이해 능력 향상 도모

하고 다문화가정 봉사, 삼성 등의 글로벌 기업을 방문

한다. 한국 무형문화 체험 등을 통해 문화 간 소통능

력, 국제적 안목을 배양한다.

•찾아가는 한국문화 특강

한국어 학습법 관련 특강과 한국의 기업 문화, 사회 

등 문화 특강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의 소속감을 높이

고 한국어 특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어 학습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해외에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학과 교수와의 실제 만

남을 통해 학습 동기 자극 및 소속감을 고양한다.

•온라인 실시간 한국어 토론 대회

실제 한국어 능력 배양이라는 목표 아래 한국어 발표

와 상대방 발화의 청취 및 분석, 대응을 통해 종합 한

국어 실력 고양한다. 면대면 토론(화상세미나)을 통해 

의사소통 시 지켜야 할 절차와 예절 학습, 세계 시민으

로서 갖춰야 할 공통 문제에 대한 토론, 한국과 자국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맞춤 학습, 일대일 한국어 연습을 위한 한국어 도우미 

제도의 운영

한국어학과의 외국인과 한국어 교원을 준비하는 한국

어문화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양학과 학습자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만

들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 발

전시킨다.

한국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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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과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전공 이수 트리

한국어프레젠테이션(4-1)

공인한국어능력시험2(4-1)

한국의일상문화와언어(3-1)

학문적읽기1(3-1)

학문적쓰기1(3-1)

비즈니스한국어1(3-1)

대학강의와학술어휘(3-1)

대학한국어회화2(2-1)

대학한국어청취2(2-1)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2(2-1)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2(2-1)

공인한국어능력시험1(2-1)

K-POP한국어(2-1)

대학한국어기초회화(1-1)*

대학한국어기초듣기(1-1)*

대학한국어기초문법(1-1)*

대학한국어기초읽기(1-1)*

대학한국어기초쓰기(1-1)*

* 기초 교양과목

3
학
년

2
학
년

1
학
년

4
학
년

관광·항공한국어(4-2)

학문적읽기2(3-2)

학문적쓰기2(3-2)

외식·조리한국어(3-2)

무역실무한국어(3-2)

비즈니스한국어2(3-2)

대학한국어회화3(2-2)

대학한국어청취3(2-2)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3(2-2)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3(2-2)

공인한국어능력시험1(2-2)

드라마·예능한국어(2-2)

대학한국어회화1(1-2)*

대학한국어청취1(1-2)*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1(1-2)*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1(1-2)*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대학한국어회화2 3 2 1

전공 대학한국어청취2 3 2 1

전공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2 3 2 1

전공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2 3 2 1

전공 공인한국어능력시험1 3 2 1/2

전공 K-POP한국어 3 2 1

전공 대학한국어회화3 3 2 2

전공 대학한국어청취3 3 2 2

전공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3 3 2 2

전공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3 3 2 2

전공 드라마예능한국어 3 2 2

전공 한국의일상문화와언어 3 3 1

전공 학문적읽기1 3 3 1

전공 학문적쓰기1 3 3 1

전공 대학강의와학술어휘 3 3 1

전공 비즈니스한국어1 3 3 1

전공 학문적읽기2 3 3 2

전공 학문적쓰기2 3 3 2

전공 외식·조리한국어 3 3 2

전공 비즈니스한국어2 3 3 2

전공 무역실무한국어 3 3 2

전공 한국어프레젠테이션 3 4 1

전공 공인한국어능력시험2 3 4 1

전공 관광·항공한국어 3 4 2

▶ 교과목 해설

•  대학한국어회화2(College Korean Conversation2) 

2-1

중급 단계의 언어 기능과 표현을 맥락과 함께 제공함으로

써 친숙한 사회적 주제 및 추상적 주제, 일상적 관심사에 

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격식적 상황과 

비격식적 상황, 높임말을 사용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말하기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말하기 활동을 통해 과제 수행 능력을 기름으로써 의사소

통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도록 한다.

•  대학한국어청취2(College Korean Listening2) 2-1

중급 단계의 언어 기능과 표현을 맥락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친숙한 사회적 주제 및 추상적 주제에 관한 내용을 듣고 대

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격식적 상황과 비격식적 

상황의 듣기를 듣고 이해하며, 정상적인 속도의 원어민 발화

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한다. 나아가 듣기 전

략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듣기 활동을 통해 과제 수행 능력

을 기름으로써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도록 한다.

•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2(College Korean Grammar 

& Expression2) 2-1

중급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법 항목 및 표현을 학습하

고 연습함으로써, 중급 단계의 한국어 문장 생성 능력을 함

양하도록 한다. 나아가 담화 단위의 연습을 통해 중급 단계

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과 연계된 정확하고 유창

한 한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2(College Korean Reading & 

Writing2) 2-1

중급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바탕으로 비

교적 복잡한 구성의 생활문과 실용문, 친숙한 사회적 소재

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며 쓸 수 있도록 한다. 나아

가 한국어 읽기 전략과 쓰기 전략을 익히고 확장된 활동을 

통해 중급에 맞는 읽기 및 쓰기 과제를 수행한다. 또 실제

적인 과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공인한국어능력시험1(Test of Proficiency in Korean1) 

2-1/2

초급 단계에 해당하는 친숙하고 익숙한 주제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는지, 읽고 쓸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국내외 공

인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한국어 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다. 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학습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을 내

재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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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한국어(K-POP Korean) 2-1

외국인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한국의 K-Pop 콘텐

츠를 활용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노래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과 억

양을 듣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K-Pop을 통해 한국

어 학습을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다. 이 수업의 교육과정은 

타 전공(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  대학한국어회화3(College Korean Conversation3) 

2-2

중급 단계의 언어 기능과 표현을 맥락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친숙한 사회적 주제 및 추상적 주제에 관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보고하기, 요청하기 등의 의

사소통 과제를 통해 실무 한국어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대학한국어청취3(College Korean Listening3) 2-2

중급 단계의 언어 기능과 표현을 맥락과 함께 제공함으로

써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듣

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교적 복잡한 구성의 일

상적인 대화 및 업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듣기를 통

해 실무 한국어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대학한국어문법과표현3(College Korean Grammar 

& Expression3) 2-2

중급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법 항목 및 표현을 학습하

고 연습함으로써, 중급 단계의 한국어 문장 생성 능력을 함

양하도록 한다. 나아가 담화 단위의 연습을 통해 중급 단계

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능력과 연계된 정확하고 유창

한 한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대학한국어독해와작문3(College Korean Reading & 

Writing3) 2-2

중급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바탕으로 비

교적 복잡한 생활문, 사회적 소재를 다룬 글과 업무와 관련

된 실용문을 읽고 이해하며 쓸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한

국어 읽기 전략과 쓰기 전략을 익히고 확장된 활동을 통해 

중급에 맞는 읽기 및 쓰기 과제를 수행한다. 또 실제적인 

과제를 통해 전반적인 한국 문화와 한국 기업 문화를 이해

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드라마·예능한국어(Drama & Entertainment Korean) 

2-2

외국인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드라마 상황에서

의 의사소통의 실제성을 토대로 학습자들의 실생활 듣기와 

회화를 학습하고 경험하도록 한다. 예능 한류라는 흐름에 

걸맞게 최신 요소와 언어사용을 터득하여 한국 생활과 문

화를 이해하고 체험한다.

•  한국의일상문화와언어(Korean daily culture and 

language) 3-1

중급 단계에서 다루는 한국의 일상문화적 소재인 반말과 

높임말, 한국 사회의 위계, 친소 관계에 따른 언어 사용, 예

의에 맞는 허락과 거절 표현 등을 통해 한국의 일상문화를 

살펴본다. 특히 일상문화가 언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맥

락과 장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제적인 과

제를 통해 한국과 자국의 일상문화와 언어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분석, 발표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호문화

이해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비즈니스한국어1(Business Korean1) 3-1

한국의 기업 문화는 수직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한국어를 

배워도 한국식 기업문화와 운영 배경에 대한 지식과 유사

활동 체험은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수업에서는 중급 단계의 언어 기능과 표현을 비즈니스 맥

락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비즈니스 관련 

이메일 쓰기를 통해 업무의 시작과 진행, 종료 시점의 예의

바른 한국어 비즈니스 쓰기 표현을 익힐 수 있다.

•  대학강의와학술어휘(University Lectures and 

Academic Vocabulary) 3-1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발표와 글쓰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대학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학술 어휘

와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학술어휘를 다룬다. 일반 학술

어휘는 ‘연구하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논리적으로, 주제’ 

등과 같은 어휘로 주제나 분야와 무관하게 학술적인 발표

와 글쓰기 전반에서 널리 쓰인다. 전문 학술 어휘는 특정한 

전공과 연관된 단어로 학습하여 사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수업에서는 일반 학술어휘와 해당 어휘가 사용

된 모범 예시문, 발표 자료 및 텍스트 구성의 도움말, 보고

서 사례 등을 제시하여 학술 어휘 사용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문적읽기1(Academic Reading1) 3-1

중, 고급 단계의 학문목적 학습자와 예비 학문목적 학습자

들이 다양한 종류의 읽기 자료와 전략을 접함으로써 읽기

에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특히 대학에서 다루는 보고서, 전

공 텍스트의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외적인 구조뿐만 아니

라 학술적인 어휘와 표현 등의 내적인 구성 요소를 함께 다

룸으로써 읽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  학문적쓰기1(Academic Writing1) 3-1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쓰기 텍스트를 분석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한국어 전공 관련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수

업 내용을 구성한다. 또한 실제 쓰기 과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학문적 쓰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한국어학과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외식·조리한국어(Food service & culinary Korean) 

3-2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음식 콘텐츠를 소재로 

하여 한국어 이해 능력을 높인다. 한국 실생활과 가장 가

까운 음식언어와 음식문화를 배움으로써 언어교육의 현

장성을 조성한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시에 실용 한국어 

능력을 신장하여 타 전공(외식조리경영)과의 연계를 도모

한다.

• 비즈니스한국어2(Business Korean2) 3-2

비즈니스 한국어1에서 제시된 장면에서 좀 더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장면으로 확장된 실무 한국어를 학습한다. 또한 

비즈니스 업무 상황뿐만 아니라 격식에 맞는 유머, 농담 등 

바이어와의 분위기 전환을 위한 한국어 표현도 확장하여 

제시한다.

• 학문적읽기2(Academic Reading2) 3-2

학문적 읽기1에서 더 나아가 좀 더 전문적인 텍스트를 다루

도록 한다. 전문적인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학문적 

읽기의 특성과 전략을 적용하여 학문적 읽기의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 학문적쓰기2(Academic Writing2) 3-2

학문적 쓰기1에서 더 나아가 보고서 및 발표문 쓰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평가자 입장, 독자의 입장에서 

쓰기를 진행하여 한국의 학문적 쓰기 경향을 이해하고 적

용할 수 있도록 쓰기 전략을 제시한다.

• 무역실무한국어(Korean in Trade Practice) 3-2

국내외 학문목적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전공하고 있고 관

심 있는 분야가 상경계열 전공이다. 특히 최근 젊은 유학생

들을 중심으로 무역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어로 무역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역 실무 과정의 

다양한 장면과 과제를 구성하여 제공한다.

• 공인한국어능력시험2(Test of Proficiency in 

Korean2) 4-1

중급 단계에 해당하는 친숙한 사회적 주제, 공적인 맥락에

서의 의사소통 주제에 대해 듣고 말할 수 있는지, 읽고 쓸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평가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분

석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한국어 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바

탕으로 향후 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어프레젠테이션(Korean Presentation) 4-1

학문목적 학습자에게 고급 수준의 발표 능력은 매우 중요하

다. 발표문 만들기부터 발표 보조자료의 구성, 발표 태도와 

발표 담화에 이르기까지 학문목적 학습자와 고급 수준의 한

국어 발표 실력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실제성 있는 발표 

장면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 내용과 실전 연습을 제공한다.

•  관광·항공한국어(Korean for Tourism and Aviation) 

4-2

관광 분야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성장을 하

고 있는 분야이다. 이 수업은 관광·항공 분야를 전공하기 

위한 입문자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 한국인 여행을 가이드

하는 현지인, 승무원 등을 위하여 진행되는 실무 한국어 수

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관광·항공 분야의 전공 어휘와 표

현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담화 및 장면 중심의 실제적인 관

광·항공 분야의 의사소통 과제를 연습하여 전문 분야에서

의 한국어 자신감을 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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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영상홍보학과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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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층 있는 이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학습을 기

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온라

인 광고 및 홍보시장에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

춘 실용적·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미디어영상홍보학과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 인재, 융합적 인재,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미디어의 운영,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홍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미디어 융합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영상콘텐츠 
교육과정

디지털미디어 
교육과정

홍보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

•미디어 기반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디지털 미디어의 운영 및 활용 능력 습득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전문성 향상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미디어 기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미래 전문 인력 양성

▶ 전공 이수 트리

▶ 교육과정

디지털미디어트랙

IT와모바일기술의역사

정보사회의쟁점

디지털미디어의이해

모바일과사회변동

SF영화와인공지능로봇
미디어플랫폼비즈니스전략

홍보커뮤니케이션트랙

광고의이해

커뮤니케이션론

PR과캠페인

온라인홍보전략

미디어와여론

설득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브홍보전략

영상콘텐츠트랙

대중문화와미디어

영상제작실무

디지털방송의현재와미래

문화콘텐츠개론

콘텐츠스토리텔링

미디어콘텐츠비즈니스

데이터커뮤니케이션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
영상으로읽는문화콘텐츠

디지털마케팅

SNS의이해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대중문화와미디어

디지털미디어의이해

3

3

정보사회의쟁점

문화콘텐츠개론

영상으로바라본혼합사회

(구.영상의이해)

(공통-시각미디어디자인)

3 

3

3

2

IT와모바일기술의역사

SNS의이해

PR과캠페인

3 

3 

3 

디지털마케팅

커뮤니케이션론

콘텐츠스토리텔링

3 

3 

3 

3

영상제작실무

미디어와여론

광고의이해

3 

3 

3 

모바일과사회변동

온라인홍보전략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공통-문화예술경영)

3 

3 

3 

3

4

미디어플랫폼비즈니스전략

데이터커뮤니케이션

SF영화와인공지능로봇

영상으로읽는문화콘텐츠

3 

3 

3 

3 

디지털방송의현재와미래 

설득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브홍보전략 

미디어콘텐츠비즈니스

3 

3 

3 

3

총계 총 12과목 36 총 14과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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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영상홍보학과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과목 해설

•  대중문화와미디어1-1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온

라인 미디어와 대중문화, 각 장르별 문화콘텐츠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문화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을 향상

시킨다.

•  디지털미디어의이해1-1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형태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철학적, 

산업적 가치를 살펴보고 올바른 수용자 및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향상시킨다.

•문화콘텐츠개론1-2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화콘

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화콘텐츠 산업 및 문화콘

텐츠 정책 등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  정보사회의쟁점1-2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문화 현상과 사회

적 쟁점 사항들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기술발전을 비판적

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IT와모바일기술의역사2-1

인터넷의 등장에서부터 최근 첨단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정

보 통신 기술의 발달사를 학습한다.

•  SNS의이해2-1

SNS의 미디어적 특징을 이해하고, SNS의 활용이 만들어내

는 새로운 사회 변화상을 학습한다. 또한 국내외 여러 SNS

의 개별적 특성을 비교 진단한다.

•  PR과캠페인2-1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전략인 PR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을 학습하고, 현장업무 해결에 연결, 커뮤니케이션 캠

페인을 기획하는데 종합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한다.

•  디지털마케팅2-2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고자 한다. 고객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과 콘텐

츠 생성방법, 블로그 포스팅 작성방법, 전환율을 높이기 위

한 랜딩페이지, 검색 마케팅을 통한 트래픽 발생시키기 위

한 방법, 소셜 웹 활용방법, 이메일 마케팅 방법, 데이터 기

반 캠페인, ROI 극대화 방법을 다룬다.

•  커뮤니케이션론2-2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형태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

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삼는다.

• 콘텐츠스토리텔링2-2

신화, 소설, 영화, 전통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 소스들의 이

야기 구조를 파악하고, 이것들이 모바일 콘텐츠 개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학습한다.

•  영상제작실무3-1

영상제작기술의 심화과정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방

송 등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는 실

습을 한다.

•  미디어와여론3-1

미디어가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미디어가 여론형성과정에 어떠한 영

향을 끼치며,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 탐구한다.

•  광고의이해3-1

광고의 기본개념 및 광고관리의 기초에 대한 안내를 제공

해주는 강의로서, 광고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접근하여 해

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  모바일과사회변동3-2

첨단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는 급격히 변화시키

고 있다. 본 교과목은 모바일 기술로 인해 변화되어 가는 

인간의 삶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 등을 확인하

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며, 다학문 분야의 지식을 모

바일 산업 분야에 연계하고 적용하는 것을 학습한다.

•  온라인홍보전략3-2

광고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다루고, 현재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 다양한 소비자와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광고를 학습하고자 한다.

•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3-2

본 교과목은 대중화된 영상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온라인 미디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유튜브 등 온라

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 콘텐츠 기획 및 촬영 등 콘텐츠 제

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학습한다.

•  미디어플랫폼비즈니스전략4-1

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과 플랫폼 비즈

니스 모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론을 소개한다.

•  SF영화와인공지능로봇4-1

인공지능과 로봇을 주제로 한 SF 영화를 통해 미래 로봇 

시대의 사회적 변화상과 이로 인해 부각될 주요한 사회학

적 쟁점들을 진단한다.

•  데이터커뮤니케이션4-1

본 과목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이론과 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구 운영에 대해 학습한다.

•  영상으로읽는문화콘텐츠4-1

다양한 문화요소들의 영상콘텐츠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

펴보고, 향후 문화콘텐츠의 영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 디지털방송의현재와미래4-2

본 과목은 대중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 디지털 방송의 전

환 국면을 파악하고, 미디어 산업 동학과 행위자들의 역할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  설득커뮤니케이션4-2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및 개인적 기능과 효과를 학습

하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가를 이론과 실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크리에이티브홍보전략4-2

홍보 전략들을 분석하여 기업 환경과 현실을 고려한 창의

적인 광고전략 수립을 모색한다.

• 미디어콘텐츠비즈니스4-2

모바일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여 모바일 산업

의 잠재력과 모바일이 야기한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상

거래 방식 및 동향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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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본 학과는 21세기에 급변하는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공연, 전시, 기획, 유통 등의 문화산

업에 인문학적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문화예술과 향수자를 이

어주는 문화예술 매개자, 기획자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문화예술경영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문화기반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1.   문화예술론과 예술경영이론 및 실무에 대해 체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다.

2.   현장 실습 및 다양한 실무 교육과정을 통하여 문화예

술경영 현장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둘째,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

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1.   세계 각국의 문화산업 사례를 분석, 연구하고 이를 토

대로 한국의 문화산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2.   실습 및 현장중심 수업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기획 및 

가공 과정을 이해하고 문화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문

화콘텐츠를 기획, 개발할 수 있다.

셋째, 전공 심화 교육과정을 통하여 문화예술경영을 전

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를 양성한다.

1.   미래의 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예술형태의 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문화예술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추할 

수 있다.

2.   다양한 현장 사례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문화예술경

영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예술경영학과

전
공
탐
색
ㆍ
융
합

전
공
기
초

전
공
응
용

공연예술기획론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

현대미술관연구

문화예술매개론

사운드엔지니어링

박물관/미술관학개론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전시기획론

예술세계의이해

문화예술사

무대조명과극장기술

지역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교육개론        생활예술론

예술사회학        K-공연예술의세계        대중음악의이해

지역문화정책론

예술진흥정책

뮤직비즈니스

문화예술홍보와재원조성

지역예술공간탐방

현대미술읽기

전
공
심
화

▶ 전공 이수 트리

▶ 특성화

■문화예술소양교육

문화예술경영에 앞서 문화예술환경을 개선하고 안목을 

기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강좌를 

통해 어렵게 생각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문화예술인을 초

청하여 공연관람 및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사회에 대한 감수성과 성찰적 태도를 키우고 

급변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론과실무가조화된교육

문화예술에 대한 폭넒은 이해와 고찰을 바탕으로 경영

이론과 실무지식의 결합, 습득한 지식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의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경영전문가를 육성한다. 문화 

산업과 관련된 저명한 강사들의 강좌를 개설하고 비엔날레 

및 페스티벌,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현장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이버대학의장점을활용한“찾아가는교육”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교강사가 직접 현

장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동영

상으로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업의 현장성

을 높인다. 이를 통해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현장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취업률

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 교육과정

학년
1학기

학점
2학기

학점
교과목명 교과목명

1

문화예술사

예술사회학

예술세계의이해

경영학원론

3

3

3

3

예술사회학

문화예술사

문화예술홍보와재원조성

문화예술교육개론

마케팅원론

3

3

3

3

3

2

박물관/미술관학개론

공연예술기획론

미국문화의이해

3 

3

3 

현대미술관연구

전시기획론

지역문화정책론

콘텐츠스토리텔링

미국문화의이해

3 

3 

3 

3

3

3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

무대조명과극장기술

K-공연예술의세계

3

3

3

3

지역문화예술기획

사운드엔지니어링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

지역예술공간탐방

3

3

3

3

4

예술진흥정책

생활예술론

문화예술매개론

3 

3 

3 

뮤직비즈니스

대중음악의이해

현대미술읽기

3 

3

3 

총계 개셜과목 총 14과목 42 총 17과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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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예술세계의이해(Understanding Arts) 1-1

본 강의는 예술을 학문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현

상으로서 다룬다. 하나의 예술작품이 탄생되는 실제적 조건 

뿐 아니라 수용 또는 소비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세계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도

록 한다.

•  문화예술사(History of Culture and Arts) 1-1,2

선사시대부터 중세,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거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예술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사조들을 알아보고 이에 기초하여 현대 예술 사조를 이해

한다.

•  예술사회학(Sociology of Arts) 1-1,2

예술사회학이란 예술현상을 본래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그 

본질이나 법칙을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과목에서는 예술의 사회학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예

술 작품에 반영된 역사와 사회학적 제문제를 분석하고 인

류의 발전과 예술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  문화예술홍보와재원조성 1-2

홍보는 문화예술단체가 만드는 콘텐츠를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재원조성은 콘텐츠와 홍보가 

시너지를 낼 때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문화예술을 위한 홍

보와 재원조성에 관한 이론과 사례 분석 그리고 적용을 통

해 현장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을 배워본다.

•  문화예술교육개론(Arts Education Introduction) 1-2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본

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성과와 문

제점을 도출해본다.

•  박물관/미술관학개론(Museum/Art Gallery Studies) 

2-1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익히는 과

목이다. 박물관/미술관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박물관/미술

관의 주요 기능인 자료의 수집, 전시, 교육 등의 영역에 대

해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박물관/미술관의 사회

적 역할에 대해 모색한다.

•  공연예술기획론 2-1

공연예술의 특징과 다양한 가치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공

연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한다.

•  지역문화정책론 2-2

지역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지역축제에 대한 분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화기획자를 키워

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현대미술관연구(Study of Modern Art Gallery) 2-2

국내외 유수 미술관의 특징 및 전시 내용, 홍보 마케팅 기

법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제 미술관의 사례 연구를 통

해 미술관 전문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실무를 습

득하도록 한다.

•  전시기획론(Theory of Exhibition Planning) 2-2

전시기획론은 실제 전시를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과정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에 따라 전시회란 무엇

이고, 전시 기획을 위한 제반 지식과 학문적 기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홍보, 출판, 대중 서비스 등 실제로 전시 기획

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  음악치료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f 

music therapy) 3-1

이 수업은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여 다양한 음

악치료의 방법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음악치료 대상

을 이해하고, 각 대상별로 실시되는 음악치료 방법을 숙지

하여 이를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미술치료의이론과실제(Theory and practice of art 

therapy) 3-1

본 강의는 미술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법을 학

습하고, 미술치료 임상 사례 및 실습을 통해 미술활동이 갖

는 치료적 기능을 체험하도록 한다. 강의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

을 찾을 수 있는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무대조명과극장기술(Stage lighting and Theatre 

Technology) 3-1

극장기술과 무대조명의 이론과 현상적 접근을 통해 공연예

술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이해를 높이고 공연예술 

창작과 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습득한다. 

•  K-공연예술의세계(The Scene of K-Performing Arts) 

3-1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한 기획실무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국 공연예술의 창-제작 및 유통현장을 이해하고 제작에 

있어 돈과 시간, 그리고 인적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현장의 사례들을 배운다. 또한 한국 공연예술의 명과 암을 

인식하는 동시에 실전 기획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지역문화예술기획(Regional culture policy and 

Management) 3-2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과 다양한 영역별 사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학습하는 과목

•  사운드엔지니어링 3-2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사운드 엔지니어링은 드라마, 영화, 

게임, 공연 등의 음악을 청취하는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최

종 마무리 단계로써 음악을 구성하는 모든 악기들과 보컬

의 레코딩, 밸런스, 이펙팅, 믹싱, 마스터링, 공연 오퍼레이

팅의 기술적 지식과 운영을 학습하도록 한다.

•  문화콘텐츠전략기획론(Cultural contents and 

Content planning) 3-2

문화콘텐츠산업 매커니즘에 대한 거시적 환경을 분석하고 

흥행 콘텐츠의 국내외 소비현상을 미디어 환경 변화, 사회

문화적 속성 차원에서 살펴본다. 또한 대표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고찰 및 글로벌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  지역예술공간탐방(Research on Local Artspace) 

3-2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적과 용도의 예술공간을 탐방하

면서 이 공간들이 가지는 예술경영학적, 예술사회학적 의

미를 파악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술공간의 성격과 방향성을 

잡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예술진흥정책(Art Facility Policy) 4-1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진흥정책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의 개념과 문화정

책의 변천과정 등을 소개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각종 예술진흥정책과 함께 다양한 사례와 해외 예술진

흥정책을 연구한다.

•  생활예술론(Introduction to voluntary arts) 4-1

예술을 창조하는 계층과 향유하는 계층이 분리되어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 생활예술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누

구나 참여하여 예술과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창

조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 강의에서는 생활예술을 역

사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대표적인 생활예술공동체 사례 

소개를 통해 생활예술이 개인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예술경영적 관점에서 생활예술을 어떻게 바

라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  문화예술매개론 4-1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 중 하나

로, 문화매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문화

매개의 철학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데에 

강의 개설의 목적이 있다.

• 뮤직비즈니스(Music Business) 4-2

이 강좌는 현대사회에서 상품으로서의 음악을 속성과 구성

요소, 제작과정 및 수익구조, 마케팅과 홍보 등의 측면에서 

접근한 총체적인 소개로 구성된다.

•  대중음악의이해(Introduction to POPULAR MUSIC) 

4-2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블

랙핑크 등의 K팝이 발휘하고 있는 대증흡수력의 원천, 현

황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서구 대중음악

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적 가치를 엘비스 프레슬리, 비

틀즈, 마이클잭슨, 퀸을 통해 알아본다.

• 현대미술읽기4-2

동시대미술의 주요 경향을 다룬다. 현대미술 현장에서 중요

한 이슈가 되는 작가 및 작품을 중심으로 예술과 사회의 관

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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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육목적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는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마케팅과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

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합니다. 마케

팅·리더십경영학부를 통해 마인드와 지식과 기술을 고루 

갖춘 미래인재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경영학을 기초로 마케팅 전문가 양성

1.   경영학을 기초로 하며 경제학, 무역학, 정보통신기술

을 포괄하는 교육과정 운영

2.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마케팅 교육과정 운영

1)   기초과정 및 심화응용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제공

2)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지식 

교육 제공

3. MBA식 교육방법론 적용

4. 다양한 실무 전문가 강의운영

5. Action learning 방법론을 이용한 교육

둘째. 경영학을 기초로 리더십 전문가 양성

1.   경영학을 기초로 하며 경제학, 무역학, 정보통신기술

을 포괄하는 교육과정 운영

2.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1)   기초과정 및 심화응용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제공

2)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 전문지식 

교육 제공

3. 성공하는 리더의 휴먼네트워크 실현

1)   다양한 업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동문들

과의 네트워크 구축

2) 재학생, 선후배간 유대 강화

4. MBA식 교육방법론 적용

5. 다양한 실무 전문가 강의운영

6. Action learning 방법론을 이용한 교육

셋째.  뷰티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마케팅 전문가 

양성

1.  경영학을 기초로 뷰티패션 기초이론, 뷰티패션 산업론

과 뷰티패션마케팅을 포괄하는 교육과정 운영

2.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뷰티패션마케팅 교육과정 운영

1)  기초과정 및 심화응용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제공

2)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뷰티패션 마케팅 

전문지식 교육

3. 다양한 실무 전문가 강의 운영

4. MBA식 교육방법론 적용

넷째. 전문 센터 운영을 통한 실무 전문가 역량 개발

1.   마케팅센터(Marketing Center)와 리더십센터

(Leadership Center) 운영을 통해 실무역량 개발, 총

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다섯째.   급변 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

습하는 인재 양성

1. 경영 대학원 진학률 1위 학과 만들기 프로그램

2. Problem - based learning 방법론을 이용한 교육

3. 연계 학습 기회 제공

4.   타 기관과의 MOU를 통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특성화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에서는 전문 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마케팅과 리더십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첫째. 마케팅 센터 프로그램 운영

1. 마케팅 과정의 목적

1)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가치 창출, 다양한 이해 관

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업전략의 실현 등 마케

터의 핵심역량 개발

2) 마케터 맞춤형 교육

- 마케터를 위한 Professional Marketer Course

- 글로벌 마케터를 위한 Global Marketer Course

2. 마케팅 과정 수료 시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둘째. 리더십 센터 프로그램 운영

1. 리더십 과정의 목적

1)   전략적 사고, 미래비전 제시, 변화를 선도, 구성원

의 화합 등 리더의 핵심 역량 개발

2)   개별 커리어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학습가이드 제공

3) 리더십 맞춤형 교육

-   최고 경영자를 위한 CEO Leadership Course

-   중간 경영자를 위한 Professional Leadership 

Course

-   창업가를 위한 Innovative Leadership Course

2. 리더십 과정 수료 시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셋째. 해외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1.   해외 기업 현장 체험, 글로벌 시장 분석, 시장 개척 실

습 등을 통해 전문적인 리더 양성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2. 탐방지역 :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폴 등

넷째. 글로벌 전시 마케팅 실습

1. 글로벌 마케팅 실습 기회를 제공

2. 무역 및 유통 관련 상담기술 배양

3. 마케팅 트렌드 및 시장 트렌드 파악

▶ 교육과정의 특성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는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마케팅과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선

도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

영과 마케팅, 리더십을 위한 필수 기초 과목을 학부 공통으

로 학습한 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보다 심화된 

응용 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습

니다.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마케팅과 리더십 심화 응용과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에서는 뷰티·패션

산업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과

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지속경영리더십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경영학원론
재무관리/경제학원론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경영동계/마케팅관리/무역학개론

뷰티패션샵마스터

마케팅관리
뷰티패션코디네이션

뷰티패션창업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

뷰티패션디지털마케터

마케팅관리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분석

마케팅조사방법

뷰티패션크리에이터

뷰티패션소비자의이해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

뷰티패션소비장의이해
색채학

뷰티패션마케팅전략
소매유동경영

뷰티패션소비장의이해
뷰티패션산업의이해
벤처중소기업창업론
소자본창작과금융전략

소비자행동과마케팅심리
뷰티패션소비자의이해
뷰티패션마케팅전략
온라인·소셜마케팅

색채학
뷰티패션코디네이션
뷰티패션마케팅전략

인사관리
서비스마케팅

뷰티패션경영전략과리더십
뷰티패션매장관리론

창작브랜드마케팅
뷰티패션머천다이징
글로벌무역실무

글로벌청년창작사례분석
뷰티패션경영전략과리더십

뷰티패션디지털마케팅
뷰티패션머천다이징
글로벌무역실무
뷰티패션스타일테크

온라인·소셜마케팅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
뷰티패션머천다이징
영상제작실무(일반선택)

심화

기초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경영학원론
재무관리/경제학원론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경영동계/마케팅관리/무역학개론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소매유통경영
마케팅조사방법/소비자행동과마케팅심리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분석/신상품개발론/영업관리

혁신과전략경영
조직행동론
인사관리

응용

심화

기초

응용

서비스마케팅/고객관계관리/온라인·소셜마케팅
글로벌무역실무/프랜차이즈마케팅

리더십과기업경영/벤처중소기업창업론
CSR과지속경영론/비즈니스협상론

▶ 전공 이수 트리

마케팅·지속경영
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
마케팅전공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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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Ⅲ학부(전공)/학과 안내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경영학원론 3 1 1/2

전공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3 1 1/2

전공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3 1 1

전공 경제학원론 3 1 2

전공 마케팅관리 3 2 1

전공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분석 3 2 1

전공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 3 2 1

전공 재무관리 3 2 1

전공 무역학개론 3 2 2

전공 마케팅조사방법 3 2 2

전공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 3 2 2

전공 신상품개발론 3 2 2

전공 소비자행동과마케팅심리 3 3 1

전공 비즈니스의사결정론 3 3 1

전공 뷰티패션산업의이해 3 3 1

전공 프랜차이즈마케팅 3 3 1

전공 영업관리 3 3 2

전공 리더십과기업경영 3 3 2

전공 빅데이터마케팅 3 3 2

전공 온라인·소셜마케팅 3 3 2

전공 뷰티패션마케팅전략 3 3 2

전공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3 3 2

전공 비즈니스협상론 3 4 1

전공 서비스마케팅 3 4 1

전공 창직브랜드마케팅 3 4 1

전공 소매유통경영 3 4 2

전공 혁신과전략경영 3 4 2

전공 CSR과책임경영론 3 4 2

전공 글로벌무역실무 3 4 2

전공 뷰티패션스타일테크 3 4 2

전공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 3 4 2

▶ 교과목 해설

•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1-1/2

본 과목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영학의 이론과 

실무의 기초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업의 목표 달성

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강조

점을 두고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Strategy for Successful 

Business Leaders) 1-1/2

효율적인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

며, 성공하는 경영인의 생활전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후 타 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

해 준다.

•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4thIndustrial Revolution 

and Smart Management) 1-1/2

본 강좌에서는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e비즈니스 환경, 전략, 시스템 등

의 다각적인 영역에 대해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Young people’s job 

creation in single economy) 1-1

싱글이코노미 시대의 특징과 일자리 변화 동향 등을 이해

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 ·창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적 방법을 습득하여 창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1-2

현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학생들이 체계적

으로 경제이론을 학습하여 현실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기

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마케팅관리(Marketing Management) 2-1

이 과목은 현재 혹은 잠재적 고객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

를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촉진하며 유통시키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다루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마케

팅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적 수단과 방법들을 익힐 수 있

을 것이다.

•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분석(Data Analysis for 

Management Decision Making) 2-1

경영 현장에서는 재무, 생산,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경영의사결정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교과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의

사결정문제를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실제로 해결해 본다. 문

제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 도구는 엑셀이다. 본 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엑셀의 기본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업

무영역별 의사결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Idea development for 

young people’s job creation) 2-1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학술적 접근을 선행학습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창직을 위한 아이템 개발에서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2-1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재무적의사결정의 이론적인 내용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최적 소비-투자의사결정, 자본예

산, 포트폴리오이론 등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함으

로써, 재무적 의사결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

을 둔다.

•무역학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2-2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제

무역에 대한 지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

는 무역의 원인, 패턴 및 이익에 대해 연구하는 국제무역이

론과 무역의 기초적 실무와 기업 활동의 국제화 과정 및 국

제경영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  마케팅조사방법(Marketing Research Methods) 2-2

마케팅조사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조사기법

들을 학습한다.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에서부터 구체적인 조

사절차 등에 이르는 조사방법 뿐만 아니라 조사분석프로그

램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하여 실습을 통해 익히고, 이러

한 분석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

력을 키운다.  

•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Advertising, PR 

Communication) 2-2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

을 제공하고, 광고, 홍보 등과 같은 주요 촉진믹스에 대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설명한다.

•신상품개발론(New Product Development) 2-2

기업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기까지의 과정, 즉 시장조

사, 상품계획, 디자인설계, 시장침투전략, 시장목표 및 출시 

후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와 같은 신

상품개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품자체에 대한 개념정

립을 도모한다.

•  소비자행동과마케팅심리(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Psychology) 3-1

본 과정에서는 소비자 행동의 개요와 최근 소비자 행동

연구의 전개와 모델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

매의사 결정과정과 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영

향요인들을 심층 분석한다. 또한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과 

마케팅의 연결고리를 찾아 마케팅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비즈니스의사결정론(Business Decision Marking) 

3-1

기업내 의사결정 구조와 최신 의사결정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복수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하며, 최적안

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학습한다.

•  뷰티패션산업의이해(Introduction to beauty and 

fashion industry) 3-1

뷰티 패션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뷰티패션산

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뷰티패션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뷰티패션산업의 주요 부문별 변

화동향을 살펴본다. 

•  프랜차이즈마케팅(Franchise Marketing) 3-1

프랜차이즈와 마케팅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는 학습자

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마케팅 성공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

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리더십과기업경영(Leadership and Corporate 

Management) 3-2

리더십과 기업경영은 인간과 조직, 그리고 리더십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self-leadership과 leadership관점에서 비

전과 조건,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self-leadership관점에서는 자신의 가치체

계를 발견하여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

용하는 기술을 익히며, 리더가 갖춰야할 coaching skill을 

학습하게 된다. leadership관점에서는 조직을 마음으로 리

드하고 조직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 빅데이터마케팅(Big Data Marketing) 3-2

본 교과는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로부

터 시작하여,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수립이나 경영관리 활동을 지원하는지를 살펴본다. 또

한 빅데이터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습해 봄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실무 적용 능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  영업관리(Sales Management) 3-2

본 과목은 기본적인 영업관리 기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영

업 실무와 철학까지 다룬다. 인적판매의 핵심 요소를 학습

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뷰티패션마케팅전략(Marketing strategy in the 

beauty and fashion industry) 3-2

뷰티패션 산업에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 본 과목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뷰티샵의 마케팅 전략을 다루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뷰티패

션 상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및 유통전략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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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온라인·소셜마케팅(Online·Social Marketing) 3-2

본 교과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웹 사이트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 온라인 광고, 온라인 비디오 마케팅, 블

로그 마케팅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해 학습한

다. 특히 기존의 성공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마케팅 

상의 주요 법칙들을 배우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입소문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에 대해 학습

해본다.

•  글로벌무역실무(Global Trade) 4-1

무역실무의 기본 개념과 흐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인

터넷을 활용한 무역실무의 이행방법을 소개한다.

•  서비스마케팅(Services Marketing) 4-1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서비스 생산(통신, 금융, 관광, 교통, 

의료, 유통 등)이 전체 경제 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는 제품

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

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서비스 마

케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적용을 가능

하게 하고자 한다.

•  창직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 for Job Creation) 

4-1

창직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브랜드마케팅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익힐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사례

를 통해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됨.

•  소매유통경영(Retail Management) 4-2

소매유통기관의 유형, 소매마케팅전략, 입지선정, SCM, 점

포관리, 고객서비스 등과 같은 소매유통 믹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과 적용방법론을 다룬다.

• 혁신과전략경영(Innovative Strategic Management) 

4-2

혁신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차별화된 혁신적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쟁우

위를 갖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분석기법과 함께 초우량기업의 경영혁신에 관련한 경

영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혁신적인 전략적 

대안을 살펴본다.

•  CSR과책임경영론(CSR and Responsibility 

Management) 4-2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이라는 21세기 새로운 마케팅 환

경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숙지한다. 마케팅의 일반적

인 내용과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

교해서 살펴보면서 CSR활동이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수행능력을 배

양한다.

•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및실습(Case study for 

young people’s job creation in global economy) 

4-2

싱글이코노미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글로벌 창

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 가능한 유망 사

업을 예측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창직 아이디어 및

성공전략을 도출한다.

•  뷰티패션스타일테크(Beauty and fashion styletech) 

4-2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뷰티패션 산업과 개인의 뷰티패션 

스타일링의 변화동향을 살펴본다. 뷰티패션 관련 새로운 기

술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수요 변화와 고객서비스의 변화

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미래 변화 방향도 예측해본다.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경영학원론 3 1 1/2

전공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 3 1 1/2

전공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3 1 1/2

전공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 3 1 1

전공 경제학원론 3 1 2

전공 재무관리 3 2 1

전공 마케팅관리 3 2 1

전공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분석 3 2 1

전공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 3 2 1

전공 신상품개발론 3 2 2

전공 무역학개론 3 2 2

전공 마케팅조사방법 3 2 2

전공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 3 2 2

전공 뷰티패션소비자의이해 3 3 1

전공 뷰티패션산업의이해 3 3 1

전공 소비자행동과마케팅심리 3 3 1

전공 색채학 3 3 1

전공 뷰티패션마케팅전략 3 3 2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뷰티패션코디네이션 3 3 2

전공 영업관리 3 3 2

전공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 3 3 2

전공 온라인·소셜마케팅 3 3 2

전공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3 3 2

전공 뷰티패션머쳔다이징 3 4 1

전공 글로벌무역실무 3 4 1

전공 서비스마케팅 3 4 1

전공 창직브랜드마케팅 3 4 1

전공 뷰티패션스타일테크 3 4 2

전공 뷰티패션매장관리론 3 4 2

전공 뷰티패션경영전략과리더십 3 4 2

전공 소매유통경영 3 4 2

전공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 3 4 2

▶ 교과목 해설

•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1-1/2

본 과목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영학의 이론과 

실무의 기초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업의 목표 달성 

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강조 

점을 두고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  성공하는리더의생활전략(Strategy for Successful 

Business Leaders)1-1/2

효율적인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 

며, 성공하는 경영인의 생활전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후 타 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 

해 준다. 

•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4thIndustrial Revolution 

and Smart Management)1-1/2

본 강좌에서는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e비즈니스 환경, 전략, 시스템 등

의 다각적인 영역에 대해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  싱글이코노미시대의청년창직(Young people’s job 

creation in single economy)1-1

싱글이코노미 시대의 특징과 일자리 변화 동향 등을 이해

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 ·창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적 방법을 습득하여 창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1-2

현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학생들이 체계적 

으로 경제이론을 학습하여 현실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기 

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2-1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재무적의사결정의 이론적인 내용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최적 소비-투자의사결정, 자본예 

산, 포트폴리오이론 등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함으 

로써, 재무적 의사결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 

을 둔다. 

•  마케팅관리(Marketing Management)2-1

이 과목은 현재 혹은 잠재적 고객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 

를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촉진하며 유통시키는 기업

의 마케팅 활동을 다루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마케 팅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적 수단과 방법들을 익힐 

수 있다.

•  의사결정을위한데이터분석(Data Analysis for 

Management Decision Making)2-1

경영 현장에서는 재무, 생산,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경영의사결정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교과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의 

사결정문제를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실제로 해결해 본다. 문 

제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 도구는 엑셀이다. 본 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엑셀의 기본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업 

무영역별 의사결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  청년창직아이디어개발론(Idea development for 

young people’s job creation) 2-1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학술적 접근을 선행학습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창직을 위한 아이템 개발에서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있

•  무역학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2-2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제 

무역에 대한 지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 

는 무역의 원인, 패턴 및 이익에 대해 연구하는 국제무역이 

론과 무역의 기초적 실무와 기업 활동의 국제화 과정 및 국 

제경영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  마케팅조사방법(Marketing Research Methods) 2-2

마케팅조사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조사기법 

들을 학습한다.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에서부터 구체적인 조 

사절차 등에 이르는 조사방법 뿐만 아니라 조사분석프로그 

램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하여 실습을 통해 익히고, 이러 

한 분석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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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키운다. 

•  신상품개발론(New Product Development)2-2

기업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기까지의 과정, 즉 시장조 

사, 상품계획, 디자인설계, 시장침투전략, 시장목표 및 출시 

후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와 같은 신 

상품개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품자체에 대한 개념정 

립을 도모한다. 

•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Advertising, PR 

Communication)2-2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 

을 제공하고, 광고, 홍보 등과 같은 주요 촉진믹스에 대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설명한다.

•  뷰티패션소비자의이해(Consumer behavior in 

beauty fashion industry) 3-1

뷰티패션 산업의 소비자 행동을 다룬다. 본 과목을 통해 소

비자의 문제인식, 정보탐색, 구매, 사용, 구매 후 충성도 등

과 같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의사결정과 마케팅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  뷰티패션산업의이해(Introduction to beauty and 

fashion industry) 3-1

뷰티 패션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뷰티패션산

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뷰티패션산업과 소비자의 관계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뷰티패션산업의 주요 부문별 변

화동향을 살펴본다.

•  색채학 (Color Theory) 3-1

색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기반을 다져 실제 작업과정에서 

색상을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응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  뷰티패션마케팅전략(Marketing strategy in the 

beauty and fashion industry) 3-2

뷰티패션 산업에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

본다. 본 과목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며 첫 번째 파트에

서는 뷰티샵의 마케팅 전략을 다루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뷰티패션 상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및 유통전략을 다

룬다. 

•  뷰티패션코디네이션(Beauty and fashion 

coordination) 3-2

뷰티패션 코디네이터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다룬다. 뷰티패션 역사와 트렌드, 색체학, 사진과 영상, 심

리분석, 이미지 메이킹 등과 관련한 주요 지식과 기술을 바

탕으로 성공적인 뷰티패션 코디네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  영업관리(Sales Management) 3-2

본 과목은 기본적인 영업관리 기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영 

업 실무와 철학까지 다룬다. 인적판매의 핵심 요소를 학습 

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배운다. 

•  온라인·소셜마케팅(Online·Social Marketing) 3-2

본 교과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웹 사이트 마케팅, 

검색엔진 마케팅, 온라인 광고, 온라인 비디오 마케팅, 블 

로그 마케팅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해 학습한 

다. 특히 기존의 성공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마케팅 

상의 주요 법칙들을 배우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입소문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에 대해 학습 

해본다. 

•  1인크리에이터제작실습3-2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 콘텐츠 기획 및 촬

영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학습한다.

•  뷰티패션머쳔다이징(Beauty and fashion 

merchandising) 4-1

뷰티패션 상품의 기획과 구색 그리고 판매촉진을 위한 관

리방법을 다룬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성과중심의 평가와 

통제방안도 검토한다.

•  뷰티패션디지털마케팅(Beauty and fashion digital 

marketing) 4-1

뷰티패션 산업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실행방안을 다룬다. 

BtoB, BtoC 등 상황에 적합한 브랜드, 유통, 그리고 촉진을 

위한 주요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과 플랫폼 등을 검토한다.

•  서비스마케팅(Services Marketing) 4-1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서비스 생산(통신, 금융, 관광, 교통, 

의료, 유통 등)이 전체 경제 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는 제품 

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 

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서비스 마 

케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적용을 가능 

하게 하고자 한다. 

•  창직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 for Job Creation) 

4-1

창직 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브랜드마케팅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익힐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사례

를 통해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됨

•  뷰티패션스타일테크(Beauty and fashion styletech) 

4-2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뷰티패션 산업과 개인의 뷰티패션 

스타일링의 변화동향을 살펴본다. 뷰티패션 관련 새로운 기

술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수요 변화와 고객서비스의 변화

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미래 변화 방향도 예측해본다.

•  뷰티패션매장관리론(Beauty and fashion store 

management) 4-2

뷰티패션 매장 관리를 위한 주요 지식과 방법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에서는 뷰티패션 매장 관리와 관련된 

주요 이슈 즉, 상품관리, 입지관리, 시설관리, 고객응대, 고

객관계관리 종업원관리, 판매촉진관리 등을 다룬다. 

•  뷰티패션경영전략과리더십(Beauty and fashion 

strategy and leadership) 4-2

뷰티패션 산업의 핵심 경쟁요인을 파악하고, 경쟁우위방안

을 도출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영전략과 리더십 방안

을 다룬다.

•  글로벌청년창직사례분석및실습(Case study for 

young people’s job creation in global economy)

4-2

싱글이코노미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글로벌 창

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 가능한 유망 사

업을 예측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창직 아이디어 및

성공전략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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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용
과
정

물류관리   유통관리   그린경영   지식경영   판매촉진관리  

경영특강   환경-IT경영사례   CRM/SCM   전략마케팅   싱글이코노미시대의소비자

공
통
계
열

경영과사회   경영관리론   회계의첫걸음   경영통계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경제학원론   생활속의세금

심
화
과
정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노사관계론

경력관리론

리더십과변화관리

소비자행동론

신상품개발론

브랜드관리론

마케팅포지셔닝

국제경영

품질경영

서비스경영

운영관리

인적자원 마케팅 정보와 운영

▶ 교육목적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경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하여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경

영을 할 수 있는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의 학생들은 효과적인 조

직 경영을 위한 경영 및 경제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이론과 실무지식의 결합, 습

득한 지식의 조직 내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을 통

해 국제적이고 도전적인 전문인의 자질과 협력하는 리더의 

인성을 갖춘 경영자로 변화될 것이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학 이론과 실제를 갖춘 전문 경영인을 양성한다.

1.   경영학 기초 이론 및 핵심 분야 전문 경영이론을 체계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기업 운영에 대한 경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경영환

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발전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3.   전문 경영인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업 및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다.

둘째, 경영학 이론과 실무 지식의 결합을 통해 국제적이

고 도전적인 경영 전문가를 양성한다.

1.   산업별 경영관리 능력을 습득하여 경영 실무에 적용

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2.   경영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기반으로 경영환경의 끊

임없는 변화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올바른 의사결

정을 하고 창조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특성화

■전문경영인및실무자초청특강
각계의 저명 경영인 또는 실무자를 초청하여 각 분야에 

대한 흐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실무적인 대처방

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특성화프로그램(해외탐방)

해외진출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을 방문하여 기업경영전

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의 글로벌 경영인으로 성장하

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경영 능력을 습득한다.

•탐방 대상국가 및 기업 선정

-   탐방 3개월 전 적합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국가 및 기업 선정

-   탐방 프로그램 수립 및 세부 일정 확정

•시행공지

-   프로그램 시행 2개월 전 학과 및 클럽을 통해 프로

그램 공지 후 신청자 접수

•참여자 선발기준

-   학점, 학과참여도, 인성, 적합성 등 종합적인 평가

기준에 대하여 학과교수들이 평가

- 선발인원 : 15명 내외

• 해외 선진시장 및 기업 탐방, 현지 문화체험을 통한 

경영환경 파악

•탐방 후 팀별 보고서 작성 제출

글로벌경영학과

▶ 전공 이수 트리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경영관리론 3 1 1

전공 마케팅원론 3 1 1

전공 운영관리 3 1 1

전공 생활속의세금 3 1 1

전공 경영통계 3 1 2

전공 회계의첫걸음 3 1 2

전공 신상품개발론 3 2 1

전공 서비스경영 3 2 1

전공 노사관계론 3 2 1

전공 리더십과변화관리 3 2 1

전공 인적자원관리 3 2 2

전공 경영과사회 3 2 2

전공 조직관리 3 2 2

전공 마케팅포지셔닝 3 3 1

전공 물류관리 3 3 1

전공 싱글이코노미시대의소비자 3 3 1

전공 재무관리 3 3 1

전공 품질경영 3 3 2

전공 국제경영 3 3 2

전공 브랜드관리론 3 3 2

전공 유통관리 3 3 2

전공 소비자행동론 3 3 2

전공 그린경영 3 4 1

전공 지식경영 3 4 1

전공 판매촉진관리 3 4 1

전공 경영특강 3 4 1

전공 경력관리론 3 4 1

전공 환경-IT경영사례 3 4 2

전공 CRM/SCM 3 4 2

전공 전략마케팅 3 4 2

전공 경제학원론 3 4 2

▶ 교과목 해설

• 경영관리론(Management Study) 1-1

본 과목은 경영관리의 개념에서부터, 경영조직의 구조, 경

영조직의 편성, 전략의 기본형, 성장 전략, 경영관리의 과

정, 경영관리의 제 목적, 경영관리의 역학에 이르기까지 경

영관리론의 국내외 관리법과 경영관리법에 대해 체계적으

로 연구한다.

•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1-1

마케팅원론은 기업을 비롯한 제 주체의 활동이 시장을 통

하여 수행된다는 거시적 입장을 취한다. 이 활동은 사회·

경제적으로 집약화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사회 전체

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본 강의는 이 활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

는 방향을 제시한다.

•운영관리(Operation Management) 1-1

본 강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제품생산 및 운영과 관련

되는 모든 행위 즉 기획, 설계, 구매, 공정, 생산, 저장, 유

통에 관한 제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활동들은 서

로 사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요즈음 이의 전반적인 사

슬관리를 전사적 공급사슬관리(TSCM:Total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며 본 강의에서는 TSCM의 개요를 

공부할 예정이다.

•생활속의세금(Taxes in Life) 1-1

조세현상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인 재정학, 법학, 회계학, 경

영학 및 행정학의 측면에서 본 조세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하

여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세현상을 종합적인 측면에

서 볼 수 있도록 한다.

•경영통계(Business Statistics) 1-2

본 과목의 목적은 기업, 산업, 경제 분야의 데이터를 해석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방법, 확률이론, 단일변량분석, 회귀분석 등 통

계적 분석기법들을 학습한다.

•회계의첫걸음(Introduction to Accounting) 1-2

본 교과는 전공분야에 관련 없이 회계학 입문자를 위하여 

회계의 각 분야를 이해하는 능력을 제공하도록 설정되었다.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재무분석 등의 기초

지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경영학과 관련하여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기초실력과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 신상품개발론(New Product Development)2-1

기업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기까지의 과정, 즉 시장조

사, 상품계획, 디자인설계, 시장침투전략, 시장목표 및 출시 

후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와 같은 신

상품 개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품자체에 대한 개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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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도모한다.

•서비스경영(Service Management) 2-1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서비스조

직에서 운영관리의 역할을 규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운

영관리자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모색한다.

•노사관계론(Industrial Relations) 2-1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기본성격, 형성요인, 단체교섭, 임

금문제, 단체협약, 쟁의, 노사협력관리, 경영참가, 노동자복

지 등을 강의한다.

•리더십과변화관리(Global Leadership & Changer 

Management) 2-1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좋은 기업문화와 통찰력을 가진 

리더, 열정을 가진 구성원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자기

인식이 잘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지속적으

로 자기성장을 추구할 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통

찰력을 발휘하여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

다.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진 리더

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과 사례를 통해 인문학적

인 소양을 강화하고 심리학을 겸비한 학습을 통해 리더십

을 향상하는데 개설목표를 두고 있다.

•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2-2

본 과목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근로조건을 부

여하는 제도적 측면과 인간관계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

에 관하여 연구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적자원관리 조직구

성원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조직구성방향, 

경력관리 및 사회복지, 인간관계 및 조직문화관리, 공적 및 

사적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

• 경영과사회(Management & Society)2-2

기업은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

하는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만 한다. 기업은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를 중시하고 기

업과 사회가 더불어 발전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본 강좌에서는 기업과 사회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지

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고

찰하며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과 운영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조직관리(Organization and Management) 2-2

현대 행정관료제와 조직원리의 분석 및 조직의 유형화, 구

조화 문제, 환경과의 관계, 조직의 효과성 문제, 동기부여, 

조직설계, 조직발전 등을 복합과학성적 측면에서 다룸으로

써 현대조직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한다.

• 마케팅포지셔닝(Marketing Positioning) 3-1

포지셔닝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비자의 인식 속에 심어주

는 과업으로서 자사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이미지화 작업으

로 설명한다. 그러나 포지셔닝은 마케팅 믹스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으로 마케팅 전략의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포

지셔닝을 시장을 개척하고 방어하는 종합적인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과목은 실무에도 도움울 줄 수 있

도록 포지셔닝을 전략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

해시키고 포지셔닝의 실무에도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물류관리(Logistics Management) 3-1

21세기 기업경쟁력은 물류에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저비용으로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관리기법과 설계

로 기업물류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에 본 강의는 기업

물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기법들에 대하여 공부

하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물류관리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싱글이코노미시대의소비자(Consumers in Single 

Economy Era)3-1

본 과목은 싱글이코노미시대의 소비자 행동개념과 이론을 

학습한다.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

적·외적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소비자 행동이론을 바탕으

로 실제적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요인을 분석해보는데 

목표를 둔다.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3-1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재무적의사결정의 이론적인 내용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최적 소비-투자의사결정, 자본예

산, 포트폴리오이론 등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함으

로써, 재무적 의사결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

을 둔다.

•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3-2

본 과목은 단편적인 통계적 공정관리의 기법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적인 품질의 제조,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전원 참여의 조직문화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경영전략문제를 다룬다.

•국제경영(International Business) 3-2

본 과목은 국제환경에서 수행되는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국제경영을 환

경적, 관리적, 전략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국제경영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쉽게 

이론적 개념을 익히고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브랜드관리론(Brand Management) 3-2

본 과목은 기업 경영환경에서 브랜드 중심적 경영을 통해 

기업 차원 및 고객 차원에서의 성공적인 브랜드관리를 위

해 필요로 하는 동시대적 감각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 등

을 배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유통관리(Channel Management) 3-2

유통관리는 현대마케팅의 핵심이다.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신속한 대응수단으로 우리는 유통을 활용한 고객대응이 필

요하다. 수없이 많은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유통의 의

무이다. 그것이 바로 유통을 관리하는 이유이다.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3-2

소비자 중심의 현대 마케팅에서 소비자 행동분석의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행동과학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행동에 관한 모

델을 소개하고 각 모델의 적용과 평가에 대해 연구한다.

•그린경영(Green Management) 4-1

20세기가 경제적 풍요,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위기로 요약되

는 양적 기준의 시기였다면 현재와 미래의 21세기는 인간

적 삶과 자연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질적 측면에 대

한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차원

에서 인간-환경-기업의 새로운 공존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조명하고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4-1

본 과목에서는 지식기반조직에서 지식의 특징, 지식창조이

론, 지식경영의 역할을 연구하며, 조직적 측면에서 지식조

직구조, 지식전략, 조직문화, 지식관리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한 이해를 한다.

•판매촉진관리(Promotion Management) 4-1

촉진(마케팅커뮤니케이션)관리의 목표는 브랜드 자산 구축

과 고객충성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IMC기반의 촉진

전략과 촉진믹스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경영특강(Special Lecture in Management) 4-1

매 학기의 경영트렌트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자유과목으로 

4학년 과정의 응용의 폭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둔다.

•경력관리론(Career Management Theory) 4-1

본 과목은 진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상의 관리인 경력관

리에 대해 학습한다. 현재 경영환경은 개인의 경력관리를 

요구한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직장인, 구

직자, 경영자를 위해 개설되는 과목이다.

•환경-IT경영사례(Enviromental Business-IT Seminar) 

4-2

환경 경영/IT의 정의 및 개념과 필요성을 통해 친환경 그린

을 더 이상 생존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의 불루오션 측면에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분석해보는 자유 과목으로 4학년 과정의 응용의 폭을 확대

하는 데 목표를 둔다.

•CRM/SCM(CRM/SCM) 4-2

CRM과 SCM의 개념에서부터, CRM과 SCM의 특징, 고

객의 중요성과 분류, 고객생애가치(LTV)의 이해, CRM과 

SCM의 기본전략과 응용전략, CRM과 SCM의 솔루션과 

기술, 실행방안, CRM 개념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CRM과 

SCM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전략마케팅(Strategic Marketing) 4-2

전략마케팅은 내부 및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통

해 조직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과정이다. 

본 교과는 체계적인 전략 개발과정부터 전략의 실행 및 통

제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할 개념과 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시뮬레

이션을 통해 전략수립과 실행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4-2

현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학생들이 체계적

으로 경제이론을 학습하여 현실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기

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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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학과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육목적

세무업무권한을 세무사에게만 인정하자는 소리가 높아지

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회계 관련 과

목을 일정단위 이수해야만 응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으

로 두 전문가의 자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본 학과는 두 전문가들의 필요한 지식 습

득 및 자질 향상과 일선의 회계담당자 및 CEO들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는 교과목 구성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

를 리드하는 세무재무회계 전문가의 인큐베이터를 지향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분야에서 문화 복지사회건설에 일조할 수 

있는 세무·회계 리더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회계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중개자로서 합리적인 

세무회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1.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중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세무회계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업무 현장에서 세무 업무 진행시 조세당국과 납세자

의 중재자로서 중립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회계에 관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   기업경영에 있어 세무재무회계의 중요성을 체계적으

로 설명할 수 있다.

2.   분석 대상 기업에 대한 세무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

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세무재무회계 분야에서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겸

비한 인재를 육성한다.

1.   세무재무회계 기초 지식 및 심화 이론, 현장 실무에 

합리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2.   기업 경영과 조세에 관련하여 윤리적 사고를 가능하

게 한다.

▶ 특성화

■지식의능동적배양
•  세무재무회계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기초지식을 배

양하고 투명성 제고를 리드하는 세무재무회계 전문가

로서의 응용지식을 겸비하기 위하여 시대 요구에 맞

는 교과과정을 구성한다.

•  각종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실력 배양과 자질 함양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한다.

•  교내 학술제를 비롯해 각종 경연 대회를 통해 능력을 

향상시킨다.

•  다양한 실무수행능력을 위해 대내외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수집하여 활용하며 실무지식을 

교육하는데 노력한다.

■인적교류를통한상호작용

•  학습 동아리 및 Off-line 모임을 권장하고 담당 교수의 

충실한 지도를 통해 Off-line 에서의 상호 이해를 높

여 On-line교육의 단점을 해소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재학 중에도 끈끈한 학우애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의 회계·세무담당자, 세무사, 공무원(국세청 등), 

기업 CEO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재

학생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학업과 재취업, 정보 등에 

관련해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유도한다.

세무회계학과

회계의첫걸음
회계원리
원가회계

중급재무회계1
중급재무회계2

관리회계
전산회계

정부·비영리 회계
회계감사

회계학 이론

경제학원론   마케팅원론   경영관리론    경영통계   재무관리   경영과 사회  부동산조세론  
부동산학원론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재경관리사   IFRS관리사   회계관리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전산세무 1급·2급

재정학
글로벌경제의이해

회사법

세무·회계 전문가

회계학 계열

경제학 계열 법학 계열

전공기초

경영계열 
공통기초

관련자격증

생활속의세금
조세법의이해

소득세회계
법인세회계1

법인세회계2

상속증여세

간접지방세

창업과세무관리

전공기초

전공심화전공심화

세무학 계열

기업진단 
경영분석

응용과목

▶ 전공 이수 트리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경영통계 3 1 1/2

전공 회계의첫걸음 3 1 1/2

전공 회계원리 3 1 1/2

전공 생활속의세금 3 1 1

전공 조세법의이해 3 1 2

전공 경영관리론 3 2 1

전공 중급재무회계1 3 2 1

전공 회사법 3 2 1

전공 전산회계 3 2 1

전공 경제학원론 3 2 2

전공 경영과사회 3 2 2

전공 중급재무회계2 3 4 1

전공 소득세회계 3 4 1

전공 간접지방세 3 2 2

전공 재무관리 3 3 1

전공 원가회계 3 3 1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법인세회계1 3 3 1

전공 재정학 3 3 2

전공 상속증여세 3 3 1

전공 관리회계 3 3 2

전공 법인세회계2 3 3 2

전공 정부·비영리회계 3 3 2

전공 부동산조세론 3 3 2

전공 글로벌경제의이해 3 4 2

전공 고급회계 3 4 1

전공 기업진단 3 4 1

전공 회계감사 3 4 1

전공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3 4 1

전공 부동산학원론 3 4 1

전공 창업과세무관리 3 4 2

전공 경영분석 3 4 2

전공 회계학이론 3 4 2

전공 마케팅원론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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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학과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과목 해설

•경영통계(Business Statistics) 1-1/2

본 과목의 목적은 기업, 산업, 경제 분야의 데이터를 해석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방법, 확률이론, 단일변량분석, 회귀분석 등 통

계적 분석기법들을 학습한다.

•  회계의첫걸음(Introduction to Accounting) 1-1/2

본 교과는 전공분야에 관련없이 회계학 입문자를 위하여 

회계의 각 분야를 이해하는 능력을 제공하도록 설정되었다. 

그래서 재무회계 기초지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경영학과 

관련하여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기초실력과 이

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회계원리(Accounting Principles) 1-1/2

회계학의 기초가 되는 원칙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작성 및 분석방법을 다룬다.

•생활속의세금(Taxes in Life) 1-1

조세현상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인 재정학, 법학, 회계학, 경

영학 및 행정학의 측면에서 본 조세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하

여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세현상을 종합적인 측면에

서 볼 수 있도록 한다.

• 조세법의이해(Understanding of tax law) 1-2

조세에 관한 법체계의 전반을 검토하고 국세기본법, 국세징

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다룬다.

•경영관리론(Management Study) 2-1

본 과목은 경영관리의 개념에서부터, 경영조직의 구조, 경영

조직의 편성, 전략의 기본형, 성장 전략, 경영관리의 과정, 경

영관리의 제 목적, 경영관리의 역학에 이르기까지 경영관리론

의 국내외 관리법과 경영관리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중급재무회계1(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Ⅰ) 

2-1

회계원리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항목별 회계문제를 심층적으로 분

석, 해결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하여 다룬다.

•회사법(Corporation Law) 2-1

본 강좌는 상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상법 전반의 기본 개념을 연구함으로써 관련된 다양한 지

식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산회계(Computer-Based Accounting) 2-1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산화된 회계환경과 첨단 경

영기법을 이해하고 적응과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

으로서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이

를 통하여 학생들이 회계원리에서 배운 회계처리 방법을 

정리함과 동시에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무현장

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2-2

현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학생들이 체계적

으로 경제이론을 학습하여 현실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기

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영과사회(Management & Society) 2-2

기업은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

하는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만 한다. 기업은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를 중시하고 기

업과 사회가 더불어 발전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본 강좌에서는 기업과 사회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지

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고

찰하며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과 운영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중급재무회계2(Intermediate financial AccountingⅡ) 

2-2

회계원리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항목별 회계문제를 심층적으로 분

석, 해결할 수 있도록 자본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다.

•소득세회계(Individual Income Taxation) 2-2

개인에 대한 소득과세법인 소득세법 중 총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 등 전반적인 종합소득세와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다룬다. 이를 중심으로 산출세액의 계산과

정을 습득하여 실무에 적용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간접지방세(Indirect and Local Taxation) 2-2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가 간접세이며, 이에는 

부가가치세, 주세, 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 등의 유통

세가 있다. 본 과목은 부가가치세에 상당부분이 할당될 것

이며, 기타 소비세 및 유통세가 강의될 것이다. 지방세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으로 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있다. 본 과목에

서는 각 지방세법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의 세법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3-1

기업에 있어서 자본규모의 결정, 그 조달방법 및 시기를 계획하고 

조달된 자금의 최적운용 및 관리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다룬다.

•원가회계(Cost Accounting) 3-1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해야 하는 경영자에게 회계정보의 중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원가를 정확하게 

측정 보고하는 원가회계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원가회계는 제품원가계산뿐만 아니라 원

가통제, 동기부여 나아가 경영자의 투자 및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 법인세회계1(Corporate Income TaxationⅠ) 3-1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초개념과 원리를 연구한다.

• 상속증여세(Estate and Gift Taxation) 3-1

개인재산의 무상이전에 관련된 세제로서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세와 사망 시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세에 대하여 학습한다.

• 재정학(Public Finance) 3-2

경제전반에 관한 지식에서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지

출과 조세규모가 미치는 영향은 고용, 물가, 산출량 등을 달

라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정책 

및 정책 효과 등을 각각 살펴보고자 이 과목을 설정하였다.

• 부동산조세론(Real Estate Taxation Theory) 3-2

부동산 관리에 있어 조세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처분에 따른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학습을 한

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

용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3-2

관리회계는 경영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유용한 자

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며 회계정보가 경영계획과 통제

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목의 주요 내용은 예산을 통한 경영계획과 기업의 자

원배분, 책임회계제도를 통한 구성원의 성과평가, 기업의 

합리적인 정보취득 의사결정과 관련원가 분석 등이다.

• 법인세회계2(Corporate Income TaxationⅡ) 3-2

법인에 대한 소득과세법인 법인세법 중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

인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다룬다.

• 정부·비영리회계(Governmental & Non-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3-2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에, 정부는 2009년에 현금주

의 예산회계와 전혀 다른 복식부기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따

라서 공공기관은 복식부기시스템에 숙련된 요원을 절대적

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본 강좌는 정부와 비영리조

직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개설하고 공공부문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원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  부동산조세론(Real Estate Taxation Theory) 3-2 

부동산 관리에 있어 조세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처분에 따른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학습을 한

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

용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art Management)  4-1

본 강좌에서는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e비즈니스 환경, 전략, 시스템 등

의 다각적인 영역에 대해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  부동산학원론(Principles of Real Estate) 4-1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립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경제현상이나 활동들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고급회계(Advanced Accounting) 4-1

중급회계Ⅰ, Ⅱ를 바탕으로 연결 및 결합회계정보의 산출과

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회계 원리와 중급회계Ⅰ, Ⅱ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분

야의 회계에 대해서 다룬다.

• 기업진단(Business Diagnosis) 4-1

기업의 자문 또는 고문으로 기업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

협)를 지적하고 그 개선 업무 등을 맡았을 경우, 기업의 재무부

문 등 각 부문의 병리를 진단함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 회계감사(Auditing) 4-1

회계감사의 의의를 학습하고 감사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한다. 더불어 내부통제제도의 평가와 입증감사절차 등 

구체적인 회계감사 절차에 대해서 학습할 것이며, 감사보고

서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자 한다.

• 창업과세무관리(Start-up and tax management) 4-2

창업과 회사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부담이 수반된

다. 창업에서 폐업까지 개인(또는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세금과 이에 대한 절세방법을 학습한다.

•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4-2

이 경영분석은 회계 원리의 기초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

의 재무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도록 설정되

어 있다. 따라서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재무제표와 다양한 

정량적 분석도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글로벌경제의이해(Analysis of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4-2

본 과목은 세계 경제의 구조변화와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다양한 이슈를 다룰 것이다. 구체적

으로 1)개방거시경제 2)국제수지 3)국제통화제도 4)글로벌

화와 경제위기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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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회계학이론(Accounting Theory) 4-2

회계 원리와 회계에 관한 기초 개념들을 이해한 학생에게 

재무회계의 기초 이론으로부터 현대의 기업회계 이론을 연

구하게 함으로써 회계정보와 각종 회계보고서를 체계적, 이

론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재무회계이론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이다.

•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4-2

마케팅원론은 기업을 비롯한 제 주체의 활동이 시장을 통

하여 수행된다는 거시적 입장을 취한다. 이 활동은 사회·

경제적으로 집약화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사회 전체

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본 강의는 이 활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

는 방향을 제시한다.

▶ 교육목적

정치, 경제, 사회, 지역, 문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들에 의하여 급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 금융시장

과 부동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투자위험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 한편,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효

율적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증식과 투자수익 증대의 기회

를 더욱 빈번히 제공하고 있다. 즉,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

는 상황 하에서 투자수익의 확보와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

를 위해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

동산전공)에서는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인 지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예금

상품, 보험상품 등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및 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학문과 주택, 건물,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학문을 체계적이고 종

합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종합자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과 

투자수익 증대전략 및 자산증식 전략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

1.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특성과 자산관리의 중요성

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 및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투자수익 증대 및 자산증

식을 위한 전략을 구조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겸비

한 자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

1.   실무적 자산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모의 증권(주식, 선물옵션)투자 프로그램 및 실전증권(주식, 

선물옵션)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투자 경험을 체득하고, 

합리적인 증권(주식, 선물옵션)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

3.   부동산개발 현장답사 프로그램 및 현장 친화적 교과

목 콘텐츠를 통하여 현장 경험을 체득하고, 합리적인 

부동산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

4.   금융부동산 전문가 초빙 특강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의 전문성을 객관적으

로 보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산관리 전문

가를 양성한다.

1.   기초-심화-응용과목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을 통해 금융의 기초 이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기초-심화-응용과목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을 통해 부동산의 기초 이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

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특성화

■모의증권(주식,선물옵션)투자경연대회

모의증권(주식, 선물옵션) 투자 경연 대회는 자산관리학

과 재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실전투자를 대비하여 많은 경험

과 실무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모의 증권 투자는 실전투자를 대비하여 많은 경험

과 실무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및 경희사

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증권 및 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

과 성공적인 실전투자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거래소및예탁결제원탐방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등을 방문견학 함으로써, 증

권 유통시장에 대한 실체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재학생들의 

증권 및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여 금융경제 및 부

동산 분야의 전공자로서의 전문적, 실무적 식견을 높인다.

■투자상담사자격증시험대비반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의욕을 고취하고 향후 전체 재

학생들의 졸업 전 1인 2자격증(금융관련 자격증 1개, 부동

산과련 자격증 1개)이상의 취득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증권 또는 금융시장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

고 있는 재학생이나 향후 이들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

학생들이 금융관련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상담사 1종 및 2종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부동산학부(금융

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제고

하고 금융부동산학부 재학생들의 실무적인 경쟁력을향상시

키는데 기여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시험대비반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의 

정규 교과과정은 부동산자산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을 충분

히 교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나아가 현

실적인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고취하고자 공인중개사 자격

증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특강을 제공

함으로써 재학 중 자격증취득의 열의에 도움을 주는 데 그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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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준비반

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과의 대외적인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테마가있는부동산개발현장답사

부동산 개발의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부동산 개발의 현

황과 사례를 실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의 절

차와 과정상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현장의 특성을 숙지하고 향후 부

동산 분야로의 진출에 기여한다.

■금융/부동산전문가초빙특강

유능한 증권(주식, 채권, 선물옵션) 투자 전문가들을 초

빙하여 특강과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실전투자의 전문

가들로부터 투자의 성공적인 전략 및 기법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 분야의 실무적 전문가

를 초빙하여 특강,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부동산 현장

에서 축적된 전문가들의 실무적인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쉽프로그램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의 

이론교육과 더불어 일선 회사와의 인턴십 제휴를 통해 현

장학습 및 실습교육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경험

을 통한 효과적인 취업 결정 및 취업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자한다. 평일/주말반으로 진행되며, Field에서 사용되는 개

인재무 및 자산관리 시스템의 학습, 투자처 및 재무관련 상

품 학습, 개인 재무컨설팅 및 자산관리 실습, 자산관리 관련 

Job의 종류와 성격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경제전공>
TOTAL LIFE CARE
전문가 양성 과정

<도시계획부동산전공>

재무관리

경제학원론

자산관리원론

은퇴자산설계

투자론

조세전략론

글로벌경제의이해

금융상품시장론

증권시장론

글로벌경영환경

금융관계법

보험설계론

위험관리론

투자행동심리

글로벌금융시장론
금융부동산조사방법론 

빅데이터투자분석

금융교육및상담

글로벌투자의이해

재무설계사례실습

파생상품시장론

손해보험이론및실무

핀테크실무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론

부동산공법

주택시장과정책론

부동산시장분석과마케팅

부동산사법

부동산평가론

부동산개발컨설팅

부동산조세론

주택관리기술론

주택관리행정론

부동산공시론

4차산업과도시개발

미래도시계획론

부동산거래론

주거복지정책론

부동산P2P와상권분석

부동산경매실무

금융경제전공 : 한국재무설계사(AFPK),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주식트레이딩전문가(STS),
재무설계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외환관리사 등 

도시계획부동산전공 : 공인중개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부동산공경매사, 감정평가사 등

[전공기초]

자산관리

초급일반인과정

[전공핵심]

자산관리

중급실무자과정

[전공심화-응용]

자산관리

고급전문가과정

▶ 전공 이수 트리

[금융경제전공]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재무관리 3 1 1/2

전공 경제학원론 3 1 1/2

전공 자산관리원론 3 1 1

전공 부동산학원론 3 1 1

전공 은퇴자산설계 3 1 2

전공 금융상품시장론 3 1 2

전공 부동산투자론 3 1 2

전공 글로벌경제의이해 3 2 1/2

전공 조세전략론 3 2 1

전공 증권시장론 3 2 1

전공 부동산공법 3 2 1

전공 주택시장과정책론 3 2 1

전공 생활속의세금 3 2 1

전공 투자론 3 2 2

전공 글로벌경영환경 3 2 2

전공 금융부동산조사방법론 3 2 2

전공 부동산시장분석과마케팅 3 2 2

전공 부동산사법 3 2 2

전공 투자행동심리 3 3 1

전공 글로벌투자의이해 3 3 1

전공 금융관계법 3 3 1

전공 부동산평가론 3 3 1

전공 보험설계론 3 3 2

전공 글로벌금융시장론 3 3 2

전공 금융교육및상담 3 3 2

전공 부동산개발컨설팅 3 3 2

전공 위험관리론 3 4 1

전공 빅데이터투자분석 3 4 1

전공 경영학원론 3 4 1

전공 경영관리론 3 4 1

전공 파생상품시장론 3 4 2

전공 손해보험이론및실무 3 4 2

전공 핀테크실무 3 4 2

전공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 3 4 2

전공 경영통계 3 4 2

전공 회계의첫걸음 3 4 2

전공 4차산업혁명과스마트경영 3 4 2

▶ 교과목 해설

•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1-1/2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재무적의사결정의 이론적인 내용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최적 소비-투자의사결정, 자본

예산, 포트폴리오이론 등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

함으로써, 재무적 의사결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1-1/2

현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학생들이 체계적

으로 경제이론을 학습하여 현실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기

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자산관리원론(Introduction to Asset Management)1-1

자산관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산관리의 대상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부의자산(부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자산관리

의 전략적 기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부동산학원론(Principles of Real Estate) 1-1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립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경제현상이나 활동들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은퇴자산설계(Retirement planning) 1-2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은퇴설계 기본 개념 및 프로세스를 이해

하며 각종 공적연금 및 개인연금등에 관한 내용을 습득하

여 은퇴자산설계에 활용한다.

• 금융상품시장론(Financial instruments market theory) 

1-2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게 기본 개념

들을 이해하여 금융자산관리의 기반을 다진다. 주로 금융상

품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기본적으로 각종 금융기관

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재무 설계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의 기초 및 전

략에 대해 살펴본다.

• 부동산투자론(Real Estate Investment) 1-2

부동산 투자론은 부동산투자의 의의, 부동산투자계산, 투자사

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자의 의사결정과 부동산 투자의 효

용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글로벌경제의이해(Analysis of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2-1/2

본 과목은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와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1) 개방거시경제 2) 국제수지 3) 국제통화제도 4)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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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Ⅲ학부(전공)/학과 안내

와 경제위기 등의 주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조세전략론(Taxation Strategy) 2-1

최근 세금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소득 및 자산 등과 

관련된 세금의 내용과 상속세의 절세방안 및 절세사례를 통

해 세무설계 및 상속설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개인

(가계)의 재무설계를 수립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증권시장론(Theory of securities market) 2-1

증권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증권행정기관과 증권관계기관들

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식 및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의 구조 및 체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동산공법(Public Law on Real Estate) 2-1

부동산 이용활동에 규제 또는 조장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행

정법규를 소개하고, 토지이용계획법규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인 제한에 관련된 제도와 이론을 다룬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토대의 이해와 

실무활동에 대한 적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택시장과정책론(Housing Market and Policy Theory) 2-1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

는 과정에서 분야별 정책결정의 방향과 목적을 분석한다. 

따라서 본 과목은 토지정책, 주택정책, 도시부동산개발정책, 

금융정책 등 관련분야의 시대별 정책변화와 부동산 가격과

의관계를 학습하도록 한다. 부동산정책이 효율성과 형평성

에 비추어 바람직한 결정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학습하게 

된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투자수익 향상과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부동산평가론(external assessment theory) 2-1

1. 감정평가서 금액의 타당한 근거와 논리적 추론에 의해 산

출되었는지 산출과정을 설명 할 수 있다. 2. 부동산 평가 이

론 및 방법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기본개념 말 할 수 있

다. 3. 평가자의 윤리의식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 할 수 있다.

•투자론(Investment Theory) 2-2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전략을 포트폴리오이

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효율적 시장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실전투자전략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글로벌경영환경(Global Business Environment)2-2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 대

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순수국내기업일지라도 외국의 

제품/기업들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등 최근의 기업경영

환경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

문이다. 본 과목에서는 국내경영환경과는 다른 글로벌 경영

환경 요인들을 살펴보고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이해를 제

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화, 무역환경이슈(보호무

역주의, 지역경제통합 등),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 경제

적 환경,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해외진입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주제 별로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금융부동산조사방법론(Finance Realestate Research 

Methods) 2-2

금융부동산조사방법,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금융부동산분야에서의 과학적 접근법의 활용성을 

고찰한다.

• 부동산시장분석과마케팅(Real Estate Market 

Analysis Department Marketing) 2-2

부동산 시장에서의 마케팅기법이나 전략을 이론적인 관점

에서 소개하고, 실무적인 응용 또는 접근방법에 대하여 논

의한다.

• 부동산사법(Private Law on Real Estate) 2-2

부동산사법의 해당하는 민법일반의 기초이론에 대하여 소

개하고, 다양한 권리의 내용 중에서 물권의 본질, 물권변동, 

소유권과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에서의 각종 실무활동의 법

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투자행동심리(Real Estate Taxation Theory) 3-1

본 과목은 행동재무학 이론의 기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투자 행동에 적용해 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투자자의 

투자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며 나

아가 더 나은 투자행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  글로벌투자의이해(Studies on Global Inverstment 

Practice) 3-1

금융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

하는 규모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투자를 확장할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투자성과를 평가하

는지 해외투자 시 새롭게 나타난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하

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1. 글로벌분산투자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2.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3. 글로벌 자산 배분과 투자성과평가에 대해 다룬다.

•금융관계법(Financial Law) 3-1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상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위원회 규

정 등과 같은 각종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충분히 이

해함으로써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설계론(Insurance Planning) 3-2

보험에 대한 기초 원리

ㅇ 보험의 개념 및 역사

ㅇ 보험의 일반원리

- 보험 상품의 종류 및 특징

- 보험 약관 및 보험감독 제도

- 보험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금융시장론(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3-2

본 과목에서는 1) 외환시장의 기능 및 구조, 현물환시장, 선

물환시장, 통화파생상품 2) 국제평가관계와 환율의 결정 3) 

글로벌 금융시장(기능, 구조, 상품, 가격결정메커니즘 등)에 

대해 다룬다.

• 금융교육및상담(Consulting on Financial Education) 3-2

본 교과목은 금융교육에 관한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금

융교육 대상자의 금융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역량

을 학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부동산개발컨설팅(Real Estate Development 

Consulting) 3-2

고객에게 부동산에 관한 고도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활동이다. 부동산업이 중개, 재산관리, 경매, 개발, 부

동산 세무 및 부동산금융, 부동산법률 등 다방면에 걸쳐 분

산되어 있으나, 이 모든 기능에 대해서 때로는 일부에 대하

여 때로는 종합적이고 각 부분 상호간에 걸쳐 유기적으로 

자문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위험관리론(Risk Management) 4-1

본 과목은 위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

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구체적으로, 시

장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유동성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의 

기본적 이론과 실제사례를 살펴본다.

• 빅데이터투자분석(Big Data Investment Analysis) 4-1

디지털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빅데이터의 분석

을 활용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학습 할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Business Administration)4-1

본 과목은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영학의 이론과 

실무의 기초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업의 목표 달성

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강조

점을 두고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  경영관리론(Management Study) 4-1

본 과목은 경영관리의 개념에서부터 경영조직의 구조, 경영

조직의 편성, 전략의 기본형, 성장 전략, 경영관리의 과정, 

경영관리의 제 목적, 경영관리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경영관

리론의 국내외 관리법과 경영관리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

구한다.

•  파생상품시장론(Derivatives Market) 4-2

파생상품시장론은 현물자산을 기초로 하는 선물, 옵션, 스

왑 등의 파생상품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이론가격의 모형

도출 및 다양한 거래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고급

투자기법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찰함으로써 자산관리 전

공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핀테크실무(FinTech) 4-2

핀테크를 중심으로 자산관리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

고, 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응을 위한 부분 영역 디지털화에

서 인터넷 전문은행, 온라인보험 등 디지털 채널 강화 등에 

대해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소자본창직과금융전략(Small Capital Startups and 

Financial Strategies) 4-2

소자본창직과 금융전략에 관한 이론과 사례학습을 통해 정

부지원자금 및 금융기관 활용 자금·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과목을 통해 싱글이코노미스

트의 금융지식 이해와 실제현장에 필요한 금융전략 활용능

력을 함양할 수 있다.

[도시계획부동산전공]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부동산학원론 3 1 1

전공 경제학원론 3 1 1

전공 자산관리원론 3 1 1

전공 부동산투자론 3 1 2

전공 재무관리 3 1 2

전공 글로벌경제의이해 3 1 2

전공 부동산공법 3 2 1

전공 주택시장과정책론 3 2 1

전공 부동산평가론 3 2 1

전공 생활속의세금 3 2 1

전공 부동산사법 3 2 2

전공 부동산시장분석과마케팅 3 2 2

전공 금융부동산조사방법론 3 2 2

전공 글로벌경영환경 3 2 2

전공 4차산업과도시개발 3 3 1

전공 주택관리기술론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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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Ⅲ학부(전공)/학과 안내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주거복지정책론 3 3 1

전공 사회복지행정론 3 3 1

전공 주택관리행정론 3 3 2

전공 부동산조세론 3 3 2

전공 부동산P2P와상권분석 3 3 2

전공 사회복지실천론 3 3 2

전공 노인돌봄복지개론 3 3 2

전공 미래도시계획론 3 4 1

전공 부동산거래론 3 4 1

전공 회계의첫걸음 3 4 1

전공 부동산개발컨설팅 3 4 2

전공 부동산공시론 3 4 2

전공 부동산경매실무 3 4 2

전공 회계원리 3 4 2

▶ 교과목 해설

•  4차산업과도시개발(4th Industry and Urban 

Development) 3-1

도시의 전체적 맥락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건축공간을 생각

하여야 함은 건축설계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과목

은 도시 인프라구조 등 기능적인 요소 뿐 아니라 도시의 역

사 및 도시공간에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작업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동서양의 도시사개론, 현대의 

제반도시론이 강의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 설계 연습과제

가 진행된다.

•  주택관리기술론(Housing Management Theory) 3-1

주택의 구조설계 과정과 상세 설계내용에 대하여 현재 완

공 되었거나 계획 중인 구조물을 소개하고 분석하게 함으

로써 주택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개개 구조물의 설계조건

에 따른 구조시스템, 사용재료특성, 시공성 등에 대한 설계

의 흐름이 인식되도록 하여 주택구조물의 구조계획에 필요

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주택을 구성하는 구조시스템

을 학습하여 구조체가 주택의 형태 및 공간 구축에 적극 기

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  주거복지정책론(Housing Welfare Policy) 3-1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돕는 강의로, 주거복지

계획능력은 도시와 농촌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실습을 통하여 복지정책의 수단과 주거문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에 관한 계획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1

일반조직과 행정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행동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조직의 경영에 이를 응

용할 수 있는 틀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행동과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학생에게 소개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사회복지조직을 운영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조직과 경영

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 스스로가 구조화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주택관리행정론(Housing Welfare Policy) 3-2

주택금융의 위험구조, 상환방식과 위험, 주택금융시장구조, 

주택금융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주택금융정책 등 주택금

융과 관련된 각종 개념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부동산조세론(Real Estate Taxation Theory) 3-2

부동산 관리에 있어 조세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처분에 따른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학습을 한

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

용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부동산P2P와상권분석(Real Estate P2P Commercial 

Area Analysis) 3-2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시장조사, 상권분석과 투자타당성분

석에 관한 이론의 습득과 연습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 및 

컨설팅의 실무적 지식을 배양한다. 특히 개발의 용도별 

절차상의 시장성분석과 입지유형별 시장분석 기법을 강조

한다.

•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3-2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개인과 가족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실천모델에 관한 기초지식을 통합적

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  노인돌봄복지개론(Introduction to Care Work) 3-2

현대사회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케어복

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케어복지의 개념, 노인

의 이해, 케어의 원조기능, 케어기술, 치매노인의 이해, 호

스피스케어, 죽음, 케어의 유의점, 평가의 기록, 장기요양보

험 등을 배운다.

•  미래도시계획론(Future Urban Planning Theory) 4-1

이 교과목은 최근의 사회적 변화경향과 연계하여 보다 진

취적으로 미래가치를 탐구하고, 이를 강의에 접목시킴으로

써 새로운 미래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사회여건 변화와 연계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도시계획 및 설계의 가치

와 발전방향을 탐구하고, 비전과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의 실천수단을 제안한다.

•  부동산거래론(Real Estate Transactions) 4-1

부동산 일반거래를 포함하여 부동산 중개의 자격, 설비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에 대해 학습하

는 과목이다.

• 부동산공시론(Real Estate Registration) 4-2

부동산 거래의 경우 수반되는 등기절차 등을 소개하고, 부

동산 권리분석의 기초이론을 다룸으로써 부동산 거래사고

의 예방과 부동산거래활동에 관한 실무적 효율성을 향상시

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부동산경매실무(Practical Real Estate Auction) 4-2

경매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부동산을 등록하는 절차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중

개와 관련하여 공·경매 실행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

하게 된다. 경매 및 공매과정을 통한 투자결정방법을 연구

한다. 구체적으로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대한 법, 제도적 연

구와 시장분석, 권원분석들을 익힌다. 자산관리에 있어서 

부동산권리분석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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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부(전공)/학과 안내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 교육목적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전(全)지구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환대(Hospitality)산업은 21

세기의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텔·레스토랑경영학

과는 환대산업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교육을 통해 공

동체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호텔 및 외식산

업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첫째, 호텔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전문호텔경영인을 양성한다.

1.   호텔 및 관광 분야의 제반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외국 호텔문화 체험 등 현장 학습을 통해 국제 감각

을 배양하여 호텔산업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외식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외식경영인을 양성한다.

1.   외식경영 분야의 제반 이론을 외식산업의 발전 추이

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전문경영기술을 현장에

서 적용하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창조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 특성화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온라인교육의 질적 내실화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호텔외식 산업계와의 활발한 상

호교류를 통하여 교육 서비스의 차별화 및 전문화를 도모

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

용적 정보와 대응능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급호텔현장학습&OJT(OntheJobTraining)

국내 특급호텔 업장에 재학생을 직접 투입하여 현장교

육 (OJT)을 실시,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이론뿐만 아니라 환

경적응력까지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외식업체현장학습&ExecutiveChef특강

외식프랜차이즈업체 및 조리 관련업체를 탐방하고 현업 

전문가의 특강을 실시하여 소자본 레스토랑의 창업과 경영 

등 차별화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해외호텔및리조트탐방

해외의 호텔 및 리조트내 호텔경영 및 외식경영의 상황

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국제화시대에 맞는 감각과 사고를 

갖춘 호텔 및 외식업계 전문인을 양성한다.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경영학개론 3 1 1

전공 호텔경영론 3 1 1

전공 관광학원론 3 1 1

전공 레스토랑사업경영론 3 1 1

전공 호텔관광서비스론 3 1 2

전공 호텔프론트객실실무 3 1 2

전공 푸드체인시스템의이해 3 2 1

전공 호텔회계원리 3 2 1

전공 호텔관광인적자원관리 3 2 1

전공 고객서비스마케팅 3 2 2

전공 급식경영론 3 2 2

전공 세계식문화의이해 3 2 2

전공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 3 2 2

전공 한식과식재료 3 3 1

전공
커피바리스타와  
티소믈리에의이해 

3 3 1

전공 컨벤션산업론 3 3 1

전공 와인과소믈리에의이해 3 3 1

전공 원가회계 3 3 1

전공 이벤트기획론 3 3 1

전공 CRM & CS Leader 3 3 1

전공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해 3 3 2

전공 푸드코디네이트 3 3 2

전공 호텔현장학습 3 3 2

전공 외식창업과상권분석 3 3 2

전공 외식서비스위생학 3 3 2

전공 세계문화와관광사 3 4 1

전공 제과제빵론 3 4 1

전공 카페레스토랑창업론 3 4 1

전공 Kitchen경영론 3 4 2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시장조사분석 3 4 2

전공 레스토랑경영사례 3 4 2

전공 서양조리실무 3 4 2

전공 관광법규 3 4 2

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 3 4 2

전공 서비스산업경영 3 4 2

▶ 교과목 해설

•  경영학개론(Principle of Management) 1-1

호텔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관련된 정의 

및 발전과정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경영학 전공과정의 기초적인 학습 습득과 제반적인 경영학

의 문제점을 연구하며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따른 최

신경영 및 지식경영을 습득한다.

•  호텔경영론(Hotel Administration) 1-1

호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호텔경영

을 위한 기본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특히 객실부문, 식음

료부문, 경영관리부분, 호텔마케팅, 서비스, 서비스품질, 기

술 등에 걸쳐 전반적인 기본이론을 학습한다.

•  관광학원론(Foundation of Tourism) 1-1

관광의 기초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민관광, 관광경제, 

관광개발, 관광정책 등 관광의 다양한 이론을 함축성있게 

개괄적으로 연구한다.

•  레스토랑사업경영론(Restaurant Business 

Management) 1-1

본 강의는 외식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창업절

차와 단계, 컨셉 개발, 입지개발, 시설디자인, 사업계획서 

작성, 바 운영, 식품 및 기기구입, 예산수립, 인력채용 및 교

육 등 사업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고객의 이해, 마케팅계획 수립, 메뉴가격정책수립, 인력관

리, 원가관리 등 성공적인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경영스

킬과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 호텔관광서비스론(Hotel & Tourism Service 

Management) 1-2

관광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학생이나, 예정인 학생들에게 관

광·호텔·서비스산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기본 

원칙과 현실적인 실제 사례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호텔 관광관련 서비스 업체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새로

운 마케팅적 접근방식, 소비자 및 산업재 마케팅의 전형적

인 마케팅 원칙에 대한 재구성을 포함하여, 향후 ‘고객지향

적 종사원’ 및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  호텔프론트객실실무(Room Division Management 

and Practice) 1-2

본 과목은 호텔의 프론트 및 하우스키핑을 주제로 호텔의 

객실부문의 실무운영을 이수하는 과목이다.

• 푸드체인시스템의이해(Management of foodchain 

system) 2-1

농산물 생산과 물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물류의 기능, 물류체계, 물류표준화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생산 및 가공시설, 물류시설, 물류표

준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사례를 학습한다.

• 호텔회계원리(Principle of Accounting) 2-1

본 과목은 회계학에 기반이 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

감사, 세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호텔과 연결한 판매의 기록과 관리 및 원가 계산방법, 예산

계획, 내부통제, 경영분석 등의 실무를 학습한다.

• 호텔관광인적자원관리(Hotel Human Resource 

Management) 2-1

호텔 인사관리의 발전과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론과 

직무분석의 방법과 절차 등을 공부한다.

• 고객서비스마케팅(Customer Service Marketing) 2-2

마케팅 원론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전문화된 호텔관광마

케팅의 개념 및 이론 그리고 호텔경영호텔관리에 필수적인 

마케팅 이론을 습득하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연구를 통해 

마케팅의 개념을 학습한다.

• 급식경영론(Contract Food Service Management) 

2-2

단체급식의 성장과 배경, 위생관리, 인력관리, 서비스교육, 

메뉴운영, 조리시설 및 설비 운영관리, 원가관리 및 손익계

산, 점포 오픈 및 철수, 노무관리, 행정관리 등 식음료전반

의 과목 전개한다.

• 세계식문화의이해(Understanding of the World Food 

Culture) 2-2

세계 각국의 식생활의 변천과 역사를 이해하고, 각국의 지

리적·역사적 배경 및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각국의

식문화의 차이를 파악하여, 세계 각국의 외식문화를 숙지함

으로써 세계화에 발맞추고자 한다.

•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Food & Beverage 

Management) 2-2

이 과목은 호텔 레스토랑경영의 식음료분야의 원가관리, 품

질관리, 실질적 서비스관리를 과학적인 현대적 이론과 실기

를 통하여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큰 그림의 식

음료경영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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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한식과식재료(Korean Cuisine Product Knowledge) 

3-1

기본적인 교육목표는 ‘팜투테이블’. 농업 생산품이 식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해 전달하는 수업이다. 농업생

산의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농민 그리고 식탁에 음식을 올

리는 외식업자, 요리인의 수고를 생각하는 수업이기도 하

다. 전체적으로 한국음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서를 정리

하고 한식 식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업의 생산물과 그

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연계된 현장 중심의 교육도 병행한

다. 1~7주차는 한식의 기본 재료인 쌀(밥), 배추(김치), 소금

(장류)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최근 트렌드로 등장하는 집밥, 

모던 한식 등의 변화를 감지한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는 인물/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농산업 생산과 6차산업현장

을 둘러보는 한편 백종원, 오진권, 조태권씨 등 한식 레스토

랑의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과 그들의 현장을 돌아보며 한

식과 농산업의 미래와 과제를 찾아본다.

• 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의이해(Coffee Barista & 

Tea Sommelier) 3-1

국내 커피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소비자의 커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

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커피 교육이 커피

추출에 대한 실기위주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커피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

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물 다음으로 많이 마

시는 차(tea) 시장은 점차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도 녹차와 다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에 대

한 편견으로 인해 글로벌 관점에서의 차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커피와 차에 대한 정확

하고 전반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  컨벤션산업론(Introduction to Convention Industry) 

3-1

컨벤션을 유치하고 기획 및 운영하는 과정을 이론과 사례

를 통하여 학습하며, 효율적인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운영하

는 능력을 배양한다.

• 와인과소믈리에의이해(Wine & Sommelier) 3-1

와인의 실체, 양조, 특성, 종류 등에 관해 기초적 이해를 쌓

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별 와인 양조에 쓰이는 포도의 종, 

특성, 산지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와

인에 관련된 매너, 와인의 선택, 보관, 쇼핑, 평가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원가회계(Cost Accounting) 3-1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해야 하는 경영자에게 회계정보의 중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원가를 정확하게 

측정 보고하는 원가회계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원가회계는 제품원가계산뿐만 아니라 원

가통제, 동기부여 나아가 경영자의 투자 및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 이벤트기획론(Event Planning) 3-1

이 과목은 수강생들이 이벤트, 프로모션, 광고, 피알을 전문

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수업을 통

해 수강생들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수립과 실천에 필요한 

전략적 기획, 목표설정, 메시지 개발, 인터넷 활용, 효과측

정 등을 배우고 실습하게 된다.

• CRM&CSLeader3-1

본 과목은 모든 기업의 경영핵심이며 이익 창출의 가장 중

요한 수단인 고객만족과 고객만족을 위한 CRM(고객관계관

리)에 대한 것으로 전반적인 이론 및 기업경영에 부응하기 

위한 관리자와 종사원이 갖추어야할 소양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본 교과목을 통해 신규고객 창출, 고객 유지 및 활

성화를 통한 고객만족과 고객충성, 가치 창출에 대해 학습

함으로써 CRM과 CS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외식·프랜차이즈산업의이해(Comprehension of 

Food Service Industry & Franchising) 3-2

최근 관광산업 중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

나인 외식산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및 특징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학습하며 동시에 프

랜차이즈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사례를 통하여 외식프랜차

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푸드코디네이트(Food Coordinate) 3-2

본 과목에서는 음식의 전시, 기획 그리고 음식공간의 연출, 

맛의 디자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영화, TV, 광고기 

획 연출이나 요리전문잡지의 기획 및 편집, 음식점 메뉴개

발, 요리관련 세미나, 다이어트컨설팅, 파티플레닝 등 푸드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 클럽&리조트경영(Club & Resort Management) 3-2

주5일제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가장 각광받는 산

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클럽 및 리조트 산업체의 경영과 개

발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제반이론 및 경영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리조트경영의 발전모델 및 개발방향에 관한 전반적

인 지식을 습득한다.

• 호텔현장학습(Hotel Practical Study) 3-2

이 교과목은 학생들이 호텔의 전반적 경영시스템을 이해하

고, 이와 관련된 실무지식을 현장 직접체험을 통해 학습하

는 데 중점을 둔다.

• 외식창업과상권분석(Commencement and Area 

Analysis of Food Service Business) 3-2

외식사업 창업에 앞서 점검해야 할 점포의 입지 및 상권분

석 방법에 대해 학습하며 실제 상권분석을 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외식서비스위생학(Foodservice Sanitary) 3-2

외식 조리 및 창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식품위생관련 이

해를 통해 관련 법규를 학습한다.

•  세계문화와관광사(World History of Tourism) 4-1

고대와 중세의 관광의 흐름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여 그 

전체모습을 연대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광을 구

성하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그 생성, 발전과 변화를 역사

적 사실에 충실하면서 관광객의 특징, 관광의 동기와 목적 

및 습관과 함께 교통수단과 도로사정을 비롯한 숙박시설, 

레스토랑, 주장 등의 시설과 이용 서비스 그리고 관광기념

품의 특징 등을 다룬다.

•  제과제빵론(Bakery and Confectionery) 4-1

제과 및 제빵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

습하며, 이를 통하여 제과 제빵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산업 종사자로서 갖고 있어야 할 자세와 지식을 함양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이커리 창업은 물론 나아가 

세계로 진출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 카페레스토랑창업론(Cafe & Restaurant Enterprising) 

4-1

급성장하고 있는 외식산업에 대한 개념과 외식사업의 경영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함으

로써 현장적응력을 지닌 전문경영인 또는 관리자로서의 능

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효율적인 외식사업 창

업의 절차를 학습하여 관리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외식사업

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방안 모색을 습득토록 한다.

• Kitchen경영론(Kitchen Management) 4-2

주방을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과목에서는 주방의 

개요와 기본 업무를 비롯하여 주방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방 운영에 대한 

실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장조사분석(Marketing Research Analysis) 4-2

호텔 및 외식경영에 필요한 조사 원리와 기술 등 조사방법

에 초점을 둔다. 1, 2차 자료 획득과 분석, 통계적 방법 사

용, 설문지 설계, 인터넷을 포함한 자료수집방법, 보고서 작

성 등 자료 분석과 해석 등 마케팅 조사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의 심층적인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 레스토랑경영사례(Restaurant Management case) 

4-2

외식 농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하여 외식업 농촌 관광 레저 분야 등을 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론과 지식을 학습한다. 이를 중심으로 한식 세계

화 농촌 개발 등 을 공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능력

뿐만 아니라 외식업을 위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분야까

지 다양한 전략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외식 경영과 농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외식업과 농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과 업태

의 레스토랑 경영사례를 통하여 성공 모델을 구축할 수 있

도록 하고 글로벌 외식기업의 경영사례를 분석하여 프랜차

이즈 시스템과 해외진출의 성공발판을 마련한다.

•  서양조리실무(Western Cuisine Practice) 4-2

서양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습

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 외식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이해함으로써 각국의 식

문화에 맞는 전략을 세워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경영마인

드를 함양한다.

• 관광법규(Hospitality Industry Law) 4-2

관광사업이나 관광행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를 파악하

는데 필요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및 관광관련 법규와 

이에 따르는 동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습득한다.

• 호텔레스토랑경영(Hotel & Restaurant Management) 

4-2

호텔기업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자료와 기타 관련된 자

료들을 기초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

태를 판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이다. 또한 호

텔경영분석은 호텔기업의 미래상태를 예측하여 경영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분석이다.

• 서비스산업경영(Service Industry Management) 4-2

호텔, 관광 및 외식산업을 비롯하여 여행사, 항공운송, 크루

즈, 테마파크, 컨벤션, 카지노, 이벤트 등의 다양한 고객 접

점 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현

대적 경영기법 및 전략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인 개념, 전

략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현장에서의 업무를 위한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 등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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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외식조리경영학과는 외식산업 푸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교육과정으로, 농·축·수산 식품 생산현장에서의 생산물

을 유통·가공·조리·메뉴 개발하여 레스토랑 및 외식산

업 전 분야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학문과 충분한 사례연구 및 실

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증된 수익모델을 제

시하는 등 현직자들이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체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식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

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외식 창업인 및 오너셰

프 경영인들이 세계를 상대로 한식 및 퓨전한식, 각종 푸드 

서비스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

다. 또한, 스타 외식 기업인과 스타 조리 경영인을 집중 육

성함으로써 외식산업 종사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외식·조리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 성취목표

■교육목표
1.   외식조리경영학과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문화

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

의 식문화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 창

의력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   외식산업 창달을 목표로 식품과 영양에 관한 전문지

식과 사업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외식전문 경영인, 전문 조리

인, 그리고 푸드스타일리스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성취목표
1.   외식조리산업 성장에 대응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   외식조리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3.   외식조리산업 교육 인프라를 통한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특성화

■푸드위크
국가적 규모의 MICE 참가 프로그램을 통해 외식농산업전

시 및 기획 커리큘럼을 그대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어 보

다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전문가초청특강
외식산업 및 농산업과 관련된 학계, 정부 및 산하기관, 지

역 자치단체 등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초청하여 실시하고 

있다.

■창업동아리육성
학생 스스로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실질적

인 필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재학생 간 네트워크를 구

축한다.

외식조리경영학과
외식경영트랙 조리경영트랙

관광학개론/외식경영개론

외식조리경영전략/Hospitality고객행동의이해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Kitchen경영론

심화

기초

관광학개론/외식경영개론

외식조리경영전략/Hospitality고객행동의이해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Kitchen경영론

외식고객관계관리/외식산업커뮤니케이션

외식기업경영사례연구/외식산업전시및기획

서양조리실무

파티쉐실무

제과제빵론

응용

외식산업마케팅/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

Hospitality서비스경영/푸드체인시스템의이해

세계식문화의이해/외식서비스위생학

인사관리/유통관리/외식산업브랜드관리/급식경영론

공토

외식산업마케팅/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

Hospitality서비스경영/푸드체인시스템의이해

세계식문화의이해/외식서비스위생학

인사관리/유통관리/외식산업브랜드관리/급식경영론

외식산업과법규/프랜차이즈마케팅

외식창업실무/커피하우스창업론/푸드코디네이트

한식조리실무/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의이해

한식과식재료

▶ 전공 이수 트리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Hospitality고객행동의이해

(기초공통) 
3 1 1/2

전공 외식경영개론 3 1 1

전공 관광학개론(공통-관광) 3 1 1

전공 외식조리경영전략 3 1 2

전공 관광학개론 3 1 2

전공 외식산업마케팅(기초공통) 3 2 1/2

전공 푸드체인시스템의이해 3 2 1

전공 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 3 2 1

전공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 

(공통-호텔) 
3 2 1

전공 Hospitality서비스경영 3 2 2

전공 커피하우스창업론 3 2 2

전공 세계식문화의이해 3 2 2

전공 급식경영론(공통-호텔) 3 2 2

전공 프랜차이즈마케팅 3 3 1

전공 외식산업브랜드관리 3 3 1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한식과식재료 3 3 1

전공 외식창업실무 3 3 1

전공 와인과소믈리에의이해(공통-호텔) 3 3 1

전공
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 

의이해(공통-호텔)
3 3 1

전공 푸드코디네이트 3 3 2

전공 외식산업과법규 3 3 2

전공 중식조리실무 3 3 2

전공 한식조리실무 3 3 2

전공 외식서비스위생학(공통-호텔) 3 3 2

전공 유통관리 3 3 2

전공 외식산업커뮤니케이션 3 4 1

전공 외식고객관계관리 3 4 1

전공 제과제빵론 3 4 1

전공 외식기업경영사례연구 3 4 1

전공 외식산업전시및기획 3 4 2

전공 서양조리실무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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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관광학개론(Introduction to Tourism) 1-1

본 과목은 응용과학의 실용 학문적 성격을 띄고 있는 관광

학의 기초이론과 체계 등에 대해 강의하고 관광환경을 구

성하고 있는 관광주체(관광객)와 관광객체(관광지, 관광자

원)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관광매체(관광사업체)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한다. 또한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행정 등

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광시스템으로서 관광학을 구명하

여 관광분야 중견요원으로서의 충분한 기본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본 강의가 기초적 소양이 되어 관광학 연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의의와 목적이 있다.

• 외식경영개론(Food Service Management) 1-1

급성장하고 있는 외식산업에 대한 개념과 외식사업의 경영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함으

로써 전문경영인 또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

표를 둔다. 또한 효율적인 외식사업경영을 학습하여 관리능

력 배양을 도모하고 외식사업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방안 

모색을 습득토록 한다.

• Hospitality고객행동의이해(Understanding of 

Hospitality Customer Behavior) 1-2

환대(Hospitality)산업에서 서비스의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

기 위해 고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관련이론

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객의 행동 분석과 시장지

향적인 비즈니스 마케팅 플랜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  외식조리경영전략(Strategic Management in 

Foodservice Business) 1-2

외식산업의 경영, 외식의 생산에 대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인 지식으로 습득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외

식산업에 활용 가능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외식산업마케팅(Food Service Marketing) 2-1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을 이해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마케팅 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분

한 학습을 통하여 외식산업 분야도 현재 각광받고 있는 e-

비즈니스 분야 중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의 중요성

을 숙지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과의 관계정립, 기업이미지 

확립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 푸드체인시스템의이해(Understanding of the food 

chain system) 2-1

농산물 생산과 물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물류의 기능, 물류체계, 물류표준화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생산 및 가공시설, 물류시설, 물류표

준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사례를 학습한다.

•  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Marketing Research & 

Customer Management) 2-1

이미 많은 타 산업분야의 기업들은 첨단 분석기법을 개발

하여 과학적 분석 결과에 의한 경영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농기업들도 이제는 경영자의 단순한 감각에만 의존하던 시

대는 지나갔다. 소비자의 니즈가 복잡해지고, 상품 및 서비

스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경영자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과

정은 매우 어렵고도 복잡하다. 이와 같이 점차 복잡해지는 

경영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복잡한 분석

기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  Hospitality서비스경영(Hospitality Service 

Management) 2-2

환대산업에서 서비스 부문은 유일한 핵심경쟁우위 전략원

으로써 기업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고객만족경영에 큰 영향

을 미친다. 본 수업은 서비스 경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해 서비스란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Hospitality 서비스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푸드앤베버리지경영론(Food & Beverage 

Management) 2-1

호텔 레스토랑경영의 식음료분야의 원가관리, 품질관리, 실

질적 서비스관리를 과학적인 현대적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큰 그림의 식음료경영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  커피하우스창업론(Theory of establishing coffee 

house) 2-2

환대산업에서 커피하우스 창업은 기호식품을 서비스하는 

매장이다. 특히. 커피 비지니스는 한 사회의 소비문화를 이

끌고 있으며 기존의 프랜차이즈 커피서비스보다 한 층 발

전된 수직적 경영방식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척도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일반 레스토랑 매장과는 다르게 

Green coffee의 선택과 로스팅 특화, 추출기법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업되어야 한다. 본 과목에서

는 이러한 커피숍 창업컨셉과 입지, 오픈 전 준비와 바리스

타 트레이닝을 포함한 실적인 현장중심의 창업계획과 운영

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  세계식문화의이해(Understanding of the World Food 

Culture) 2-2

세계 각국의 식생활의 변천과 역사를 이해하고, 각국의 지

리적·역사적 배경 및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각국의 

식문화의 차이를 파악하여, 세계 각국의 외식문화를 숙지함

으로써 세계화에 발맞추고자 한다.

• 급식경영론(Contract Food Service Management) 

2-2

단체급식의 성장과 배경, 위생관리, 인력관리, 서비스교육, 

메뉴운영, 조리시설 및 설비 운영관리, 원가관리 및 손익계

산, 점포 오픈 및 철수, 노무관리, 행정관리 등 식음료 전반

의 과목 전개한다.

•  프랜차이즈마케팅(Franchise Marketing) 3-1

프랜차이즈와 마케팅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는 학습자

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마케팅 성공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

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외식산업브랜드관리(Brand Management of Food 

Service Industry) 3-1

외식산업브랜드관리는 브랜드, 브랜드 에쿼티, 전략적 브랜

드 관리의 관점에 대한 이해와 최근 브랜드에 대한 트렌드

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략적인 브랜드 관리

의 관점에서 마케팅 프로그램의 계획과 수행, 그리고 브랜

드 에쿼티의 구축, 측정 및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

게 한다. 또한, 브랜드 전략의 장기적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점과 전략을 제공한다.

•  한식과식재료(Korean Cuisine Product Knowledge) 

3-1

기본적인 교육목표는 ‘팜투테이블’. 농업 생산품이 식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해 전달하는 수업이다. 농업생

산의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농민 그리고 식탁에 음식을 올

리는 외식업자, 요리인의 수고를 생각하는 수업이기도 하

다. 전체적으로 한국음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서를 정리

하고 한식 식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업의 생산물과 그

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연계된 현장 중심의 교육도 병행한

다. 1~7주차는 한식의 기본 재료인 쌀(밥), 배추(김치), 소금

(장류)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최근 트렌드로 등장하는 집밥, 

모던 한식 등의 변화를 감지한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는 인물/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농산업 생산과 6차산업현장

을 둘러보는 한편 백종원, 오진권, 조태권씨 등 한식 레스토

랑의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과 그들의 현장을 돌아보며 한

식과 농산업의 미래와 과제를 찾아본다.

•  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의이해(Coffee Barista & 

Tea Sommelier) 3-1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습하며, 

이를 통하여 커피와 커피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바리스

타로서 갖고 있어야 할 자세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커피의 산지, 품종, 수확, 분류를 

비롯하여 커피 로스팅 및 추출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며, 

커피 전문점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 지식과 자질을 학습

한다.

•  와인과소믈리에의이해(Wine & Sommelier) 3-1

와인의 실체, 양조, 특성, 종류 등에 관해 기초적 이해를 쌓

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별 와인 양조에 쓰이는 포도의 종, 

특성, 산지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와 

인에 관련된 매너, 와인의 선택, 보관, 쇼핑, 평가 등에 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외식창업실무(Practice of Foodservice Enterprise) 

3-1

오너셰프 레스토랑 증가에 따라 관련과목 전공자로서 오너

셰프로서 레스토랑의 창업에서부터 실무적인 운영관리, 행

정관리 및 서비스교육, 메뉴운영, 원가관리 및 손익계산, 점

포 오픈 및 철수, 조리 및 레스토랑 경영과 관련한 전반적

인 실무 내용을 학습하고자 한다.

•  푸드코디네이트(Food Coordinate) 3-2

본 과목에서는 음식의 전시, 기획 그리고 음식공간의 연출, 

맛의 디자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영화, TV, 광고기

획 연출이나 요리전문잡지의 기획 및 편집, 음식점 메뉴개

발, 요리관련 세미나, 다이어트컨설팅, 파티플레닝 등 푸드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 중식조리실무(Chinese Cuisine Practice) 3-2

중국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습

하며, 이를 통하여 조리의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뿐만 아니

라, 중국의 음식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외식조리경영인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 및 식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외식산업과법규(Food Service Industry & Law) 3-2

외식산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파악하고 외식산업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외식산업과 관련한 각종 법

규와 이에 따르는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습득하고, 이와 함

께 외식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에 대해 파악 한다.

•  한식조리실무(Korean Cuisine Practice) 3-2

한국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습

하며, 이를 통하여 조리의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 분야 뿐

만 아니라, 우리의 한식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나아가 한식

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 외식산업 및 식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외식서비스위생학(Foodservice Sanitary) 3-2

외식 조리 및 창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식품위생관련 이

해를 통해 관련법규를 학습한다.

•  외식산업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Skills In 

Food Service Industry) 4-1

21세기 마케팅전략의 핵심은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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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고객과의 커뮤니케

이션이 어떤 특정 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기업이 서비스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

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수업은 통합적 외식마케팅커뮤

니케이션의 틀을 정리하고 외식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각 

도구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

한 외식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외식고객관계관리(Food Service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4-1

본 수업은 외식산업전반에 관한 고객관리의 문제점들과 그

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CRM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CRM과 e-CRM의 적용사례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어

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학습한다.

•  외식기업경영사례연구(Management Case Study of 

Food Service Company) 4-1

외식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

여 외식업 농촌관광, 레저분야 등을 고르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론과 지식을 학습한다. 이를 중심으로 한식세계화 

농촌 개발 등을 공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능력 뿐만 

아니라 외식업을 위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분야까지 

다양한 전략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외

식 경영과 농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외식업과 농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다양한 업종과 업태

의 레스토랑 경영사례를 통하여 성공 모델을 구축할 수 있

도록 하고 글로벌 외식기업의 경영사례를 분석하여 프랜차

이즈 시스템과 해외진출의 성공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과제빵론(Bakery and Confectionery) 4-1

제과 및 제빵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

습하며, 이를 통하여 제과 제빵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산업 종사자로서 갖고 있어야 할 자세와 지식을 함양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이커리 창업은 물론 나아가 

세계로 진출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  서양조리실무(Western Cuisine Practice) 4-2

서양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습

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 외식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이해함으로써 각국의 식

문화에 맞는 전략을 세워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경영마인

드를 함양한다.

•  외식산업전시및기획(Exhibition & Planning of Food 

Service Industry) 4-2

외식산업은 식재료인 농산물, 농식품, 가공식품, 완제품 등

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확산, 산업 활성화, 교류·협력 체

계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업을 통해 

외식산업 전시 및 기획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활성

화를 통한 외식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 기획

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사례를 학습한다. 학과특성화 사업

과 연계하여 국가적인 MICE 행사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학

과수업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제 자신의 상품을 박람회에 전시하

는 기획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창조

적인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  파티쉐실무(Patisserie Practice) 4-2

제과 및 제빵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이론과 실무 지식을 학

습하며, 이를 통하여 베이커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 뿐만 아니라, 파티쉐로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 및 식문화 발전

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부 소개

“21세기 신성장 동력 관광, 레저, 항공·공항서비스 산업

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는 각 전공(2개 전공: 관광레저경

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별 최적의, 풍부한 경력

의 교수진이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관광, 레저 및 항

공·공항서비스 영역이 융합된 교육과정과 더불어 오프라

인 실무 및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여가시

대에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관광 및 레저인력 수요에 부응

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관광레저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 객실 승무원 및 공항서비스 인력 양

성을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사 출신의 교수

진이 강의와 특강을 담당하며, 취업과 일체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축적된 관광업계 내 다양한 인

적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은 핵심 산업인 관광, 레저, 항

공 서비스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 교육목표 

•21C 여가시대에 발맞추어 전 국민의 여가중심사회를 

리드하는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관광레저 전문인력 

양성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항공서비스 산업과 

공항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

▶ 특성화프로그램

■관광레저경영전공

- 국내 관광지 답사 : 관광지 현장 조사 및 관광자원 이

해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수님들

의 관광지 답사 노하우 습득 기회 제공

- 해외 관광지 답사 : 해외 관광목적지, 관광객의 동기, 

해외 관광지의 관광시설 및 교통 등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지식 함양

- 라이센스 취득 레저활동 : 본 학과에서는 졸업 전까지 

최소한 2개 이상의 레저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프로

그램으로 보트조종면허(해양경찰청 발급 국가자격증)

와 윈드서핑 지도자 또는 스쿠버다이빙(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으로 드론 라이센스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체험 레저활동 :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레저 

활동 중에서 지상레저인 스키, 스노우보드, 승마 교육 

그리고 해양레저인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등을 실

시하고 있으며, 항공레저인 초경량레저항공기 체험을 

선택적으로 실시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 실시간 항공예약 및 발권시스템 자격증 취득 프로그

램 : 온라인 실시간 항공예약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예약과 항공발권에 대한 업무를 학습하여 개별 

자격증 취득

- 기내 서비스 및 공항 실무 프로그램 : 기내 서비스에 

대한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2박3일의 일정으로 항공기에 직접 

탑승하여 기내 서비스 및 해외공항 업무에 대한 실무

실습 기회

- 항공사 면접 실습 프로그램 : 국내 항공사와 해외 항

공사로 구분하여 각 항공사의 입사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면접 실습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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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부(전공)/학과 안내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관광레저경영전공)

응용
과목군

관광상품개발전략

해양·항공레저실무및실습

여가프로그램개발

관광이벤트기획및경영

관광마케팅

지상레저실무및실습

리조트개발및경영

항공취항지연구

항공커뮤니케이션

항공지상조업론

항공예약시스템(CRS)

항공특화세미나

항공사면접

해외공항·항공사취업전략

항공운송사업론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관광
이벤트

관광조사
방법론

관광
개발론

관광
정책론

문화
관광론

관광
서비스경영

관광소비자
행동론

여행사
경영론

관광빅데이터
분석과활용

관광
자원론

관광
세계지리

관광
한국지리

항공법
해설

항공운항과
안전

항공사취업과
인사관리

항공영어
인터뷰

항공실무
영어

공항여객
운송실무

항공실무
일본어

국제문화의
이해

면접이미지
메이킹&스타일링

심화
과목군

관광학개론 항공업무론레저산업경영론 항공기내서비스실무
기초
과목군

관광레저경영전공

▶ 전공 이수 트리

▶ 전공 소개

“늘어나는 관광 인력 수요에 부응, 현장과 이론을 접목”

관광레저경영전공은 최고의 본교 교수진과 함께 경희대

학교 관광학과 교수진 및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강사진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관광전문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21세기는 소득증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추

구하는 여가의 시대입니다.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관광전문 

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산업의 리더를 양성합니다. 또

한 레저 전공파트는 현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레저실습

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공전공을 

특화하여 항공사 객실 승무원 및 지상 승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의 임직원이 우리 

대학에 직접 강의와 특강을 담당하면서 취업과 일체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출한 수많은 졸업

생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비롯한 관련 레저산업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 성취 목표

21C 여가시대에 발맞추어 전 국민의 여가중심사회를 리

드하는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여가중심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중견 관광전문 인

력을 양성한다.

•여가중심사회에서의 관광전문 인력의 중요성을 설명

할 수 있다.

•관광현장과 교감하는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커리큘럼

을 개발한다.

•급변하는 관광레저항공산업의 현상을 파악, 예측하여 

관광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다.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실용, 실무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용, 실무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전문 지식을 응용

할 수 있다.

관광레저경영전공

▶ 전공 매력

•다양한 레저실습 및 라이센스 취득

- 경비행기 실습

- 스쿠버다이빙 실습

-  스키캠프

- 수상스키 및 스노우보드 실습

- 윈드서핑 실습

- 조종면허 실습

•국내와 해외 관광지 개발에 대한 관광지 답사

•1:1 개별 면담을 통한 진로 상담 및 학생 개별 지도

•오프라인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학교 및 학생회의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로 선후배 

및 동문 간 유대감 강화 및 교수진과의 만남으로 

온라인 강의의 한계를 극복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관광학개론 3 1 1/2

전공 레저산업경영론 3 1 1/2

전공 국제문화의이해 3 1 2

전공 관광한국지리 3 1 2

전공 관광개발론 3 2 1

전공 관광소비자행동론 3 2 1

전공 관광자원론 3 2 2

전공 여행사경영론 3 2 2

전공 지상레저실무및실습 3 2 2

전공 관광정책론 3 2 2

전공 관광세계지리 3 3 1

전공 해양·항공레저실무및실습 3 3 1

전공 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 3 3 1

전공 인사관리 3 3 1

전공 관광서비스경영 3 3 2

전공 관광마케팅 3 3 2

전공 여가프로그램개발 3 3 2

전공 리더십과기업경영 3 3 2

전공 항공운송사업론 3 3 2

전공 리조트개발및경영 3 4 1

전공 문화관광론 3 4 1

전공 관광상품개발전략 3 4 1

전공 스마트관광 3 4 1

전공 관광법해설 3 4 2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관광이벤트기획및경영 3 4 2

전공 관광조사방법론 3 4 2

전공 서비스산업경영전략 3 4 2

▶ 교과목 해설

•관광학개론(Introduction to Tourism) 1-1/2

본 과목은 응용과학의 실용 학문적 성격을 띄고 있는 관광

학의 기초이론과 체계 등에 대해 강의하고 관광환경을 구

성하고 있는 관광주체(관광객)와 관광객체(관광지관광자원)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관광매체(관광사업체)를 다양한 측면

에서 연구한다. 또한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행정 등을 포

함하는 전체적인 관광시스템으로서 관광학을 구명하여 관

광분야 중견요원으로서의 충분한 기본자질을 갖출 수 있도

록 하고, 본 강의가 기초적 소양이 되어 관광학 연구의 길

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의의와 목적이 있다.

•레저산업경영론(Leisure Industry Management) 

1-1/2

레저산업의 전반적인 이론의 정립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분

야와 연관되어 있는 레저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관광레

저경영전공의 기초 교과목이다. 레저의 개념, 분류, 성장과

정, 경영, 한국과 세계의 레저산업 현황, 그리고 레저산업의 

장래성에 관해 연구 고찰한다.

•국제문화의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Culture)

1-2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생존전략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제 

화, 세계화 추세 하에서는 다른 문화와 민족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분명히 서있어야 세계화를 넘어 각 민족이 자신의 

고유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할 수 있다. 이 교과목은 국제화, 

세계화, WTO, FTA, 신자유주의, 문화상대주의 등의 기본개 

념을 이해하고 문화의 세부항목 - 성과 문화, 남녀의 차이 

와 불평등, 환경과 삶의 질, 질병과 건강, 친족과 혼인에 대 

해 상세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관광한국지리(Tourism Geography of Korea)1-2

한국관광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의 인문 

및 자연의 환경을 이해시킨다. 즉, 한국의 자연 지리적 환경

인 위치와 영역, 지형, 기후, 식생, 토양 그리고 인문 지리적 

환경으로서 인구, 취락, 도시, 교통, 산업과 각 지역의 지역

성에 따른 관광 매력성을 관광지리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관광개발론(Tourism Development) 2-1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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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받고 있는 관광개발은 지역개발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발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 현

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장 특색 있는 관광개발의 이념, 방

향 및 전략 등에 관해 연구한다.

•관광소비자행동론(Tourism Consumer Behavior) 2-1

관광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 현상을 ‘소

비자 행위’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소비자 행

동 이론을 바탕으로 관광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제 

요인을 연구하여 관광레저경영에서의 세부적인 전략 수립

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관광자원론(Tourism Resources) 2-2

현대인의 의식변화가 여가문명으로 전환되어 관광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광현상의 주요 구성요소인 관

광지와 관광자원에 대한 학문적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남·

북한의 관광자원특성과 분포에 대해 그 기초를 확립하여 

미래 통일 한국의 관광 자원개발에 대해 준비한다. 나아가 

관광지 현지조사활동을 통하여 관광자원의 특성과 분포에 

따른 그 실제적 이용과 관리에 대해 인식을 바로 한다.

•여행사경영론(Travel Agency Management) 2-2

여가 및 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활의식 변화는 여행계층이 

확대되고 여행수요를 더욱 증가하게 하는 촉진적 역할이 

되었다. 때문에 여행업은 관광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산업 중

의 하나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업종이 되었다. 이에 본 

교과목은 미래의 관광발전을 책임지고 관광 및 여가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할 여행업체의 전문 인력 양

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강의 내용은 여행사의 창업

과 여행관련 업무 그리고 조직 및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여

행업 경영관리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여행업과 다른 관광

관련 창업과 여행관련 업무 그리고 사업과의 유기적 연결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여행업에의 적응력을 길러 여행업 전

문인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지상레저실무및실습(Ground Leisure & Practice) 

2-2

현대 관광레저 상품의 주류로 이루고 있거나 향후 주력 상

품으로 성장하게 될 각종 지상레저 활동에 대해 개관하고 

오프라인 실습을 통해 이를 숙련되게 하는데 본 교과목의 

목적이 있다. 본 과목에서 다루게 될 지상 레저 활동은 다

음과 같다.

- 골프, 승마, 스키

•관광정책론(Tourism Policy)2-2

관광정책의 의미와 그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

를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관광세계지리(Tourism Geography of World)3-1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의 지리적 관광환경에 대

한 이해력을 추구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관광지

특성을 분석해내는 지리학적 접근법을 터득케 한다. 특히 

향후세계여행을 통하여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폭넓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하

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광 상품 개발 능력을 

길러준다.

•해양·항공레저실무및실습(Marine.Sky Leisure 

&Practice) 3-1

서구인들의 여가생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각종 해양레

저와 다양한 항공레저의 이론습득과 실습을 목적으로 하

는 과목이며 나아가 해양 및 항공레저산업의 취업과 창업

에 필요한 자격증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본 과목에서 다루

게 될 해양항공레저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스쿠버다이빙, 보트조종, 초경량 항공기

•마케팅조사와고객관리(Marketing Research & 

Customer Management) 3-1

이미 많은 타산업분야의 기업들은 첨단 분석기법을 개발하

여 과학적 분석 결과에 의한 경영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농

기업들도 이제는 경영자의 단순한 감각에만 의존하던 시대

는 지나갔다. 소비자의 니즈가 복잡해지고, 상품 및 서비스

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경영자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과정

은 매우 어렵고도 복잡하다. 이와 같이 점차 복잡해지는 경

영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복잡한 분석

기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본 과목의 목

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학생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

•인사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3-1

이제는 인적자원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자원이 되

었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업

의 목표와 인적자원의 목표를 일치 시키는 것이 기업의 성

공요인인데 이제는 채용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수업은 조직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적자원

(Human Resource)을 효율적으로 채용 및 확보, 개발, 관

리 및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는데 교과의 목

표가 있다. 

•관광서비스경영(Tourism Service Management) 3-2

환대산업에서의 서비스 고객만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최상의 서비스향상에 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비스의 개념과 본질을 설명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연출하고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 경영의 제반 내용을 알아

본다.

•관광마케팅(Tourism Marketing) 3-2

현 시대의 관광경영에 있어서 마케팅적 사고가 매우 중요

한 시대이다. 이에 따라 본 과목은 마케팅의 개념과 관광산

업의 마케팅적 사고에 대하여 이론과 실례를 통한 강의를 

할 것이다. 본 강의의 목적은 첫째, 기본적 마케팅의 개념의 

이해와 적용, 둘째, 관광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케팅

기법을 숙지하여 현장에 적용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여가프로그램개발(Leisure Program Development) 

3-2

여가 연구의 핵심 주제인 현대인에게 있어서 여가의 의미, 

개인 여가 행동 과정 및 현대 사회의 여가 특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가학의 학문적 근거, 여가 동기, 여가 체

험, 여가가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인의 여가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여가 분야 전

문가로서 자질을 함양하는데 목표가 있다.

•리더십과기업경영(Leadership and Corporate 

Management) 3-2

리더십과 기업경영은 인간과 조직, 그리고 리더십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self-leadership과 leadership 관점에서 

비전과 조건,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self-leadership관점에서는 자신의 가치체

계를 발견하여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

용하는 기술을 익히며, 리더가  갖춰야 할 coaching skill을 

학습하게 된다. leadership관점에서는 조직을 마음으로 리

드하고 조직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항공운송사업론(The Principle of Aviation 

Transportation Business)4-2

교통수단과 다르게 항공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요소

인 항공운송은 항공사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항공기에 여객과 화물 

및 우편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항로를 이용하여 

다른 공항까지 운항하는 현대식 운송시스템을 의미하는 항

공운송의 기본이론과, 항공사의 여객, 화물, 우편물 운송 등

의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이론을 배운다.

•리조트개발및경영(Resort Development &  

Management) 4-1

리조트개발의 개념과 수행과정 그리고 리조트사업의 전망, 

기존 관광선진국의 개발사례분석, 리조트 개발계획 등을 분

석하고 리조트를 유치하려는 해당지역의 가장 특색 있는 

리조트 개발전략 등을 실무중심으로 살펴본다.

•문화관광론(Cultural Tourism Theory)4-1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으로 떠오르는 문화관광에 관해 

다루는 교과목이다. 문화관광의 범위와 발전방향을 제시하

고, 문화산업의 개관부터 문화관광의 개요, 전통문화의 개

관, 전통문화와 관광, 문화예술과 관광, 문화관광개발 등을 

살펴본다.

•관광상품개발전략(Strategy of Tourism Product 

Development)4-1

본 과목은 관광목적지의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력 변

화 및 관광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관광객체의 변

화에 따른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을 학습한다.

•스마트관광(Smart tourism)4-1

관광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이 시대 변화 속에 

어떻게 진화 및 발전하고 있는지를 학습하고, 실제 관광부

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례조사를 통하여 배운 

후, 새로운 기술을 관광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

•관광법해설(Study on Tourism Law)4-2

관광을 규율하고 있는 관광기본법, 관광 진흥법, 한국관광

공 사법 등과 관련 법규를 이해하여 관광 업무에 따른 법

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강의이다. 본 강의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필수과목이므로 이를 대비하는 학생에게 유용한 강의가 될 

것이다.

•관광이벤트기획및경영(Tourism Event Planning 

&Management) 4-2

이벤트의 계획단계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며 이로 인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다룬다. 연구대

상은 Case Study법을 적용하고, 개발과 연출기법을 위해 

5감 마케팅 접근법,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총 

동원하는 연출법을 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훈련하고 

작성을 지도한다.

•관광조사방법론(Tourism Research Method)4-2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기업은 각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객의 의사를 집계하거나 예측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은 각 조직의 관광객의 의사를 

집계하거나 샘플선정, 설문지작성 및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집계 처리기법을 학습한다.

•서비스산업전략경영(Service Industry Management) 

4-2

호텔, 관광 및 외식산업을 비롯하여 여행사, 항공운송, 크루

즈, 테마파크, 컨벤션, 카지노, 이벤트 등의 다양한 고객 접

점 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현

대적 경영기법 및 전략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인 개념, 전략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현장에서의 업무를 위한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 등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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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부(전공)/학과 안내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 교육목적

“21세기 항공·공항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

더 육성”

경희사이버대학교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감각과 세련

된 매너, 서비스 마인드를 습득해 21세기 신 성장 동력인 

항공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항공·공항 서비스 인재를 육

성합니다. 항공사 객실 승무원 및 지상 승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등 풍부한 경력의 

교수진이 직접 강의와 특강을 담당하면서 취업과 일체되

는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이

버대학 최초 설립 후 20여 년간 축적해온 경희만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와 더불어, 오프라인 대면 교육, 취업 역량 강

화 특성화 교육이 혼합된 선진 교육시스템, 대학원과의 연

계 등을 통해, 학생들은 서비스업 전 분야에서 활약할 글로

벌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 교육목표 / 성취 목표

•항공, 공항서비스 산업 종사자로서의 전문지식 함양으

로 현장 적응력 배양

•투철한 서비스 마인드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

•이론적 지식을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서비스 분석가

•전인적 가치관을 통한 인적 네트워킹의 유능한 지도

자 육성

•개방적 태도와 국제적 비전을 수립하는 리더 양성

•글로벌 문화의 이해를 통해 고품질 고객서비스를 제

공하는 환대종사업무 전문가 육성

▶ 전공매력

•기내서비스및공항실무수료프로그램

- 실무 체험 특화 학습 프로그램으로, 2박 3일의 기

간 동안 일본 등 해외 공항, 항공사를 방문하여 기내

에서 승무원 업무 체험 및 공항 지상직 업무 실습

•실시간항공예약·발권시스템자격증취득프로그램

- 항공예약발권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육 및 

항공예약발권 자격증(아시아나 ABACUS) 취득

•이미지메이킹,스타일링실무교육

- 서비스업 면접 및 업무시 보다 밝고 편안한 이미지

를 주기 위한 행동 요령과 개개인의 개성에 따른 효

과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메이크업, 헤어, 워킹, 표

정, 자세 등을 전·현직 승무원 출신 교수와 1:1 실습

•항공사면접실습프로그램

- 국내 주요 항공사 및 외항사별 채용 면접 정보, 경향 

분석 등 채용정보 공유와 더불어, 모의면접을 실시

하여 인터뷰 훈련을 통해 직업소양을 체득

•항공사 출신 교수진이 지도하는 스터디를 통한 항공

사 지상직 및 객실승무원 취업교육

•활발한 오프라인 활동

- 학교 및 학생회의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로 선후배 

및 동문간 유대감 강화 및 교수진과의 만남으로 

온라인 강의의 한계를 극복

▶ 교육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 항공업무론 3 1 1/2

전공 항공기내서비스실무 3 1 1/2

전공 관광학개론 3 1 1

전공 국제문화의이해 3 1 2

전공 레저산업경영론 3 2 2

전공 항공예약시스템(CRS) 3 2 1

전공 항공운항과안전 3 2 1

전공 관광소비자행동론 3 2 1

전공 항공지상조업론 3 2 2

전공 공항여객운송실무 3 2 2

전공 여행사경영론 3 2 2

전공 항공사취업과인사관리 3 3 1

전공 항공법해설 3 3 1

전공 항공커뮤니케이션 3 3 1

전공 관광세계지리 3 3 1

전공 해양·항공레저실무및실습 3 3 1

전공 지상레저실무및실습 3 3 1

전공 항공취항지연구 3 3 2

전공 항공운송사업론 3 3 2

전공 항공실무영어 3 3 2

전공 관광서비스경영 3 3 2

전공
면접이미지

메이킹&스타일링
3 4 1

전공 리조트개발및경영 3 4 1

전공 항공사면접 3 4 2

전공 항공영어인터뷰 3 4 1

전공 해외공항·항공사취업전략 3 4 2

전공 항공특화세미나 3 4 2

전공 관광자원론 3 4 2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 교과목 해설

•항공업무론(Airline Business Theory) 1-1/2

항공운송산업의 발달과 현황을 비롯해 항공업무론 전반을 

체계 있게 다룬 교과목으로 항공운송의 개념과 특성, 항공 

운송과 국제협력의 체계, 항공기 및 공항의 이해, 운송 상품 

및 기내 서비스 상품 등 항공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살펴

본다.

•항공·공항기내서비스실무(Inflight Service Practice) 

1-1/2

항공기내 및 객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기내서비스의 제반

절차, 내용, 방법과 기재 취급요령을 익히고, 객실 승무원의 

이해와 역할을 이해하여 실제 비행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학습함으로써 기내 승무원으로서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관광학개론(Introduction to Tourism) 1-1

본 과목은 응용과학의 실용 학문적 성격을 띄고 있는 관광

학의 기초이론과 체계 등에 대해 강의하고 관광환경을 구

성하고 있는 관광주체(관광객)와 관광객체(관광지관광자원)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관광매체(관광사업체)를 다양한 측면

에서 연구한다. 또한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행정 등을 포

함하는 전체적인 관광시스템으로서 관광학을 구명하여 관

광분야 중견요원으로서의 충분한 기본자질을 갖출 수 있도

록 하고, 본 강의가 기초적 소양이 되어 관광학 연구의 길

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의의와 목적이 있다.

•국제문화의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Culture) 

1-2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생존전략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국제

화, 세계화 추세 하에서는 다른 문화와 민족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분명히 서있어야 세계화를 넘어 각 민족이 자신의 

고유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할 수 있다. 이 교과목은 국제화, 

세계화, WTO, FTA, 신자유주의, 문화상대주의 등의 기본개

념을 이해하고 문화의 세부항목 - 성과 문화, 남녀의 차이

와 불평등, 환경과 삶의 질, 질병과 건강, 친족과 혼인에 대

해 상세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레저산업경영론(Leisure Industry Management)1-2

레저산업의 전반적인 이론의 정립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분

야와 연관되어 있는 레저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관광레

저경영전공의 기초 교과목이다. 레저의 개념, 분류, 성장과

정, 경영, 한국과 세계의 레저산업 현황, 그리고 레저산업의 

장래성에 관해 연구 고찰한다.

•항공예약시스템(CRS)(Travel Practice & CRS) 2-1

여행사 경영론에서 익힌 지식을 기초로 실제 여행사와 투

어가이드 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실무업무에 대해 집중 강

의한다. 특히 항공예약 및 발권업무를 온라인상에서 효과적

으로 숙련되게 하는데 본 교과목의 목적이 있다.

•항공운항과안전(Aircraft Security and Safety)2-1

항공 객실승무원이 업무 수행시 반드시 알아야할 항공기 

구조, 비상절차와 비상장비, 탈출장비, 보안장비, 화재장비, 

산소 및 의료장비를 이해하고 승객의 응급사태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지식 및 절차를 익히도록 한다.

•관광소비자행동론(Tourism Consumer Behavior) 2-1

관광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 현상을 ‘소

비자 행위’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소비자 행

동 이론을 바탕으로 관광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제 

요인을 연구하여 관광레저경영에서의 세부적인 전략 수립

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항공지상조업론(Principles of Aviation Ground 

Operation) 2-2

지상조업은 공항과 비행장에서 항공기 이륙 전, 착륙 후 항

공기에 이루어지는 지상차원의 업무로써, 세부적으로 견인, 

급유, 기내식 공급 등이 있음. 항공·공항 서비스 인으로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지상조업 관련 지식을 교육해 전

문성을 높이는 데에 본 수업의 목적이 있음

•공항여객운송실무(Airport Passenger Transport 

Practices) 2-2

항공여객운송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을 위하여 항공운송 및 

공항, 항공기/운항절차에 대한 탐색 및 실무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여행사경영론(Travel Agency Management) 2-2

여가 및 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활의식 변화는 여행계층이 

확대되고 여행수요를 더욱 증가하게 하는 촉진적 역할이 

되었다. 때문에 여행업은 관광에서 가장 비중 있는 산업 중

의 하나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업종이 되었다. 이에 본 

교과목은 미래의 관광발전을 책임지고 관광 및 여가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할 여행업체의 전문 인력 양

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강의 내용은 여행사의 창업

과 여행관련 업무 그리고 조직 및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여

행업 경영관리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여행업과 다른 관광

관련 창업과 여행관련 업무 그리고 사업과의 유기적 연결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여행업에의 적응력을 길러 여행업 전

문인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항공사취업과인사관리(Airline employment & 

Personnel management) 3-1

항공사 취업과 관련하여 면접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면접 능력을 갖추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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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부(전공)/학과 안내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자아개념, 성격, 자기의식, 정

서, 대인지각과 대인매력, 대인커뮤니케이션, 인상관리, 외

모관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습을 한다.

•항공법해설(Air Code Interpretation) 3-1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술한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의 체계를 숙지하고, 항공기, 항공

종사자, 항공시설에 대한 법적요구사항을 숙지한다. 특히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감항증명과 항공기 수리개조에 대

한 법적 절차와 항공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정비사의 

법적책임과 의무사항을 이해한다.

•항공커뮤니케이션(Airline Communication) 3-1

항공승무원으로서 자신이 설명하고자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 습득하고, 말하기 교육이 내용구성능력, 언

어전달력, 객관적사고력으로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

도록 교육하고자 한다.

•관광세계지리(Tourism Geography of World) 3-1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의 지리적 관광환경에 대 

한 이해력을 추구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관광

지 특성을 분석해내는 지리학적 접근법을 터득케 한다. 특

히 향후세계여행을 통하여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역사 등 폭넓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하 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광 상품 개발 능력

을 길러준다.

•해양·항공레저실무및실습(Marine.Sky Leisure 

&Practice) 3-1

서구인들의 여가생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각종 해양레 

저와 다양한 항공레저의 이론습득과 실습을 목적으로 하 

는 과목이며 나아가 해양 및 항공레저산업의 취업과 창업 

에 필요한 자격증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본 과목에서 다루 

게 될 해양항공레저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스쿠버다이빙, 

보트조종, 초경량 항공기

•항공취항지연구(Study on Airline Destinations) 3-2

이 교과목은 항공사 취업을 위한 수강생을 위해 기존 취항

지 연구, 신규노선 확장을 위한 항공사 전략 그리고 여행사

의 상품개발을 위한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취항지에 대한 견

해 등 대한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사들이 취

항하는 여러 도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승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교과목을 이수

하면 전 세계의 대표적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국가별 

특성을 연구하여 항공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운송사업론(The Principle of Aviation 

Transportation Business) 3-2

교통수단과 다르게 항공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요소

인 항공운송은 항공사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항공기에 여객과 화물 

및 우편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항로를 이용하여 

다른 공항까지 운항하는 현대식 운송시스템을 의미하는 항

공운송의 기본이론과, 항공사의 여객, 화물, 우편물 운송 등

의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이론을 배운다.

•항공실무영어(Practical Airline English)3-2

항공 및 관광서비스에서 전문 서비스인이 사용하는 용어 

및 실무회화를 익히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다이얼

로그를 롤플레이 등을 통하여 상황을 재현하여 항공 및 관

광서비스 현장에서의 이루어지는 현장감 있는 필수실무영

어를 익힌다.

•관광서비스경영(Tourism Service Management)3-2

환대산업에서의 서비스 고객만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최상의 서비스향상에 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비스의 개념과 본질을 설명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연출하고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 경영의 제반 내용을 알아 

본다.

•지상레저실무및실습(Ground Leisure & Practice)

3-2

현대 관광레저 상품의 주류로 이루고 있거나 향후 주력 상 

품으로 성장하게 될 각종 지상레저 활동에 대해 개관하고 

오프라인 실습을 통해 이를 숙련되게 하는데 본 교과목의 

목적이 있다. 본 과목에서 다루게 될 지상 레저 활동은 다 

음과 같다. - 골프, 승마, 스키

•면접이미지메이킹&스타일링(Interview image 

making & styling) 4-1

전문 서비스인으로서 고객에게 전문인다운 편안한 이미지

를 주기 위한 행동 요령과 개개인의 개성에 따른 효과적이 

이미지 연출법, 인사, 표정, 말씨, 태도 등을 습득하여 서비

스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에 자신감과 적응력을 높인다.

•항공영어인터뷰(Inflight English Interview) 4-1

졸업 후 취업대비 항공사나 호텔 관광관련기업의 채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제적인 영어인터뷰 능력의 향

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리조트개발및경영(Resort Development & 

Management) 4-1

리조트개발의 개념과 수행과정 그리고 리조트사업의 전망, 

기존 관광선진국의 개발사례분석, 리조트 개발계획 등을 분 

석하고 리조트를 유치하려는 해당지역의 가장 특색 있는 

리조트 개발전략 등을 실무중심으로 살펴본다.

•항공사면접(Airline Interview)4-2

항공사 취업에 대비한 심층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소

서 관리, 면접 관리 등의 교육을 강의한다.

•해외공항·항공사취업전략(Employment Strategies 

to Foreign Airport·Airlines) 4-2

최근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적 항공사 수가 일본, 중동지역

을 중점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해외여행 빈도수

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 공항에서도 한국인 항공·공

항 서비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일본, 중동지

역 외항사를 중심으로 취업 사례 및 전략을 분석하여 국제

화시대 글로벌 서비스 인을 양성하고자 함.

•항공특화세미나(Air specific seminars) 4-2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항공

사 경영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토론을 병행한다.

•관광자원론(Tourism Resources) 4-2

현대인의 의식변화가 여가문명으로 전환되어 관광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광현상의 주요 구성요소인 관

광지와 관광자원에 대한 학문적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남·

북한의 관광자원특성과 분포에 대해 그 기초를 확립하여 

미래 통일 한국의 관광 자원개발에 대해 준비한다. 나아가 

관광지 현지조사활동을 통하여 관광자원의 특성과 분포에 

따른 그 실제적 이용과 관리에 대해 인식을 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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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학부(전공)/학과 안내

▶ 교양교육의 책임

학부생의 교양교육은 대학에 왜 들어왔는지, 대학은 무

엇을 하는 곳이며, 대학에서 길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또한, 학부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사회

와 문명에 지고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 대학교육을 받은 사

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학부생으로서의 

변화와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성숙의 조건들을 얻을 수 있

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 교양교육의 임무이고 책임이다. 대학은 이

러한 책임을 가지고 입학 초기부터 한 가지 전공에만 몰입

하게 한다거나, 취업훈련부터 받게 하는 등의 좁은 교육을 

하지 않는다. 대학은 틀에 박혀 천편일률적인 생각을 주입

하는 교육이 아닌 인간의 다양한 사고와 탁월한 품성을 길

러내야 한다. 협소성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교육이 교

양교육인 것이다. 영혼이 없는 탁월성은 탁월성이라 말할 

수 없다.

▶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

성’대학에서 학부생은 자기가 누구이고, 타인은 누구이며, 

그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자신의 삶을 이끌 가치, 

이상, 목적은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탐색해야 한다. 대학

입학과 함께 그는 자신을 책임지고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

질 준비를 해야 한다. 정신이 의존상태를 벗어나 독립의 단

계로 이동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의식한다는 것은 성숙의 조건들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다수

의 신입생들이 그 도전을 감당하지 못해 혼란과 방황이 장

기화되면 4년간의 대학 생활은 큰 타격을 받고 헛되이 공

전 할 수 있다. 학부생이 대학의 도전에 잘 대응하고 즐겁

게 응전하면서 자신을 변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지

원하는 것,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

원의 양성이라는 대학 교육의 본질 목적을 교양교육의 차

원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 - 이것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

이다.

▶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자기 생애를 이끌어 나갈 내적 

견고성 함양’

학부생의 성숙을 돕는 일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면, 

교양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

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한 생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할 내적 견고성의 바탕을 길러주는데 있다. 

삶이 안길 수 있는 온갖 어려움과 영욕의 순간에도 한 인간

의 삶을 지탱해주고 의미와 가치를 공급해주는 것이 내적 

견고성이라는 바탕이다. 이 바탕이 ‘교양’(culture)이다. 교

양은 대학 졸업을 위한 한시적 절차도 수단도 아니다. 그것

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

이이다. 대학교육이 지향해야할 궁극적 가치, 교육의 최종 

효과가 교양이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다 잊고 다른 지

식들로 대체되어도 여전히 내게 남아 나를 지탱하는 강한

힘, 대학에서 들은 강의의 내용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성

공과 영광의 순간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내 몸

에 남아 나를 지키는 무형의 자산, 그것이 교양이다. 세월

이 바뀌고 삶의 외적 조건들이 바뀌어도 이런 자산은 줄어

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을 최종적으로 정의해주는 것은 이런 의미

의 교양이다.

교양학부

•교양학부

▶ 교양 교육과정

구분 영역 교과목명 학점

교양

필수

문명의 역사와 철학1(구.인간의 가치탐색) 3

글쓰기

모듈

글쓰기1 : 강원국의글쓰기기초 2

글쓰기2 : 실용적글쓰기 1

글쓰기2 : 논리적글쓰기 1

글쓰기2 : 스토리텔링글쓰기 1

 지구시민의꿈-전환의시대,상생의길 

 (구, 지구의꿈: 미래로가는길)
3

배분

이수

생명, 몸,

공생체계

한방과 건강생활 3

한의학과몸의발견 3

자연,

우주,

물질,

기술

기후변화와 문명사 3

모두를 위한 물리학 3

인공지능과우리의삶 3

의미,

상징,

공감

나를 찾아가는 명시 여행 3

문학에서 세상을 만나다 3

문화코드로 읽는 일본적 가치의 재발견 3

신들의 여행 

-실크로드 위에 새겨진 예술 
3

한국어의 어원과 유래 3

동양사상과 풍수지리 3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

창업과 경영관리 이해 3

지구를 식히는 상상력 

-기후변화 뛰어넘기 
3

100세 시대 생애설계 3

경제뉴스에서 경제를 배우다 3

미래형 인재를 위한 자기개발과

리더십 
3

싱글이코노미시대의창직 2

경력관리와취업전략 3

대학생을위한실용금융 3

행복공동체를위한경영학 3

평화,

비폭력,

윤리,

문명

정보사회와 윤리 3

도시메타플래닝-우리도시이야기 3

디지털인문학 3

문명론 3

포스트코로나시대의전환문명 3

한국 근현대 철학의 거장들 3

현대인의 생활법률 3

구분 영역 교과목명 학점

배분

이수

역사,

문화,

소통

서양미술의역사와감상 

(구, 서양미술사)
3

세상을 바꾼 한국사 3

여행을 통한 인간 삶의 가치증진 3

영화에서 시대를 읽다 3

현대국제사회의 이해 3

한국전통식문화이해 3

카페와 맥주, 와인 이야기 3

논리,

분석,

수량세계

생활과회계 3

자유이수

교과

시사영어:뉴스로공부하는영어

(구.영어2)
3

초급어휘와영문법 3

초급영어작문 3

영화영어 (구. 스크린영어) 3

문명의역사와철학2(구. 우리가

사는세계)
3

알파고따라하기:비주얼싱킹

기반의코딩기술(구.퍼스컴응용)
3

예술디자인과 상상력 3

일본어 3

문화와함께배우는중국어 3

자유이수 교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쟁과문명 3

국가와나 3

자유이수 교과

(문화간 소통

역량 인증

프로그램)

이중언어교육론 3

이민정책론 3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3

이민법제론 3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3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 3

아시아사회의이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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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과

•  문명의역사와철학1(History and Philosophy of 

Civilization1)

이 강좌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 모두가 듣는 필수과목이

고, 교양과목의 핵인 중핵과목이다.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각 시대를 

이끌어간 철학 사상들의 기본 내용을 배운다. 수강생들로 

하여금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과 문명의 근저를 철

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글쓰기1:강원국의글쓰기기초(Writing1:Kang’s Basic 

Writing)

<글쓰기1:강원국의글쓰기기초>는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자질을 확립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를 위해 본 

과목은 글쓰기 기본 소양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글쓰

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감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수강생은 그 감각을 자연스

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를 글쓰기의 재료와 

방법으로 삼는 방법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분야별 글

쓰기에 특화된 <글쓰기2> 수강하기 위해 자신의 글쓰기 특

성을 탐색하고 성찰하는 시간 또한 가지게 될 것이다.

•  글쓰기2:실용적글쓰기(Writing2:Practical Writing)

본 강좌는 실용적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수강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직업적 장에서 필요한 글쓰기 기술을 교육

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문학적 글쓰기와 다른 실용적 글쓰

기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고, 그 특징에 따른 글쓰기 요령

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실용 글

쓰기, 업무용 글쓰기의 요령을 익히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실용적 글쓰기 경험을 체화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수강생은 직업적 장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 글쓰기2:논리적글쓰기(Writing2:Logical Writing)

본 강좌는 논리적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수강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논리적, 과학적 사고가 특히 중요한 글쓰기

에서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설되었다. 논리적 사고체

계를 확립하고 과학적 추론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 

수강생들은 논리적 글쓰기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기초가 되는 자료 수집에서부터 

글쓰기의 구체적인 노하우에 이르는 실천적인 지침들을 체

화하게 될 것이다.

•  글쓰기2:스토리텔링글쓰기(Writing2:Storytelling 

Writing)

본 강좌는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는 수강자의 특성과 수

요에 맞추어 여가나 취미 분야의 글쓰기 문법에 따라 자신

의 경험을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여

행 글쓰기, 음식비평과 같이 비교적 친숙한 분야에서 자신

의 일상적 경험을 이야기로써 풀어낼 수 있도록 강의가 설

계되었다.

•  지구시민의꿈–전환의시대,상생의길(The Dream of 

Global Citizens – Finding ways to survive together 

in the age of transition)

이 강좌에서는 전환의 시대에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여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이르는 길을 함께 상상하고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어

디서 왔고, 현재 우리는 어떤 기로에 서있으며, 앞으로 어디

로 어떻게 가야하는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 생각을 모

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환의 시대에 세계가 직면한 주

요 의제를 발굴하고, 지구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협력

과 연대,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

아보고자 한다. 

▣배분이수교과

▶생명,몸,공생체계

•  한방과건강생활(Life in Korean Medicine)

한방과 건강생활은 여러분들이 한의학에 대하여 좀 더 쉽

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한의학

에서의 양생법을 비롯하여 한의학의 기본 이론을 강의 하

고, 난치병에 대한 한의학적 견해, 한방각과에 대한 소개 및 

주로 보는 질환에 대하여 강의한다.

•  한의학과몸의발견(Korean Medicine and 

Discovery of the Body)

지구의 환경은 크게 대륙과 해양, 대기로 구분된다. 지구의 

생성 이래 대륙과 해양, 대기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특

히 대륙의 경우 지형 및 지질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동식물

이 다양하게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는 천문

학적, 지구적 및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 지구는 

인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특히, 화산

이나 지진 및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을 극복 또는 적응해

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인간이 자

연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연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학습하며, 미래 후손을 위한 인류의 역할에 대하여 

학습하고자 한다.

▶자연,우주,물질,기술

•  기후변화와문명사(Climate Change and History of 

Civilization)

지구의 환경은 태양에너지에 따른 기후요소와 기후요인(위

도, 수륙분포, 고도, 해류 등등)에 의해 지구의 생성 이래 끊

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지구의 대기 환경은 행성으로

서 천문적인 활동, 지구 내부 변화에 따른 지각변동에 따른 

지구내부적 활동과 대륙, 해양 및 대기층에 의한 지구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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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한랭기와 온난기 등의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

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상의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을 지

질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해함으로써 지구상의 기후변화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특히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지구

상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야기된 기록과 문헌을 통하여 우

리 인류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국가의 흥망성쇠와 사회환경

이나 현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며, 국제적 문제에 대

하여 논의하는 데 본 교과목의 목표가 있다.

• 모두를위한물리학(Physics for Everyone)

물리를 이루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현대철학과 첨단과학

의 기반을 이루는 여러 아이디어를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운동의 법칙, 전자기학, 양자역학, 통계물리, 상대성 이론의 

기본개념을 알아본다. 용어들이 무시무시하지만 실제 배울 

내용은 달은 왜 안떨어지나, 스마트폰의 작동원리, 만물의 

근원, 어제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인터스텔라의 과학이니

까 겁먹지 말고 따라오시라. 본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하고 

나면 현대 첨단과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

가 우주가 굴러가는 원리를 조금은 엿볼 수 있으리라.

•  인공지능과우리의삶(Climate Change and History 

of Civilization)

본 교과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모든 학

생들을 위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개념을 키

워드로 선별하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특히 머신러닝과 신경망 구조 

및 전문 용어, 비즈니스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현재 화두가 되는 딥 러닝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으로 인해 달라질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

해보고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

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의미,상징,공감

•  나를찾아가는명시여행(Journey to Find Oneself 

through Masterpieces of Poetry)

‘나를 찾아가는 명시 여행’과목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속

의 명시 가운데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을 중심으로 

시의 보편적 가치와 의미를 검토하는 동시에, 자기 존재를 

성찰 ·탐구하는 목적을 지닌다. 중요한 작품을 일별하면서 

시인의 고뇌와 예술혼을 점검해보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 문학에서세상을만나다(Experiencing the World in 

Literature)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문학은 모방의 예술이다. 문학가

들은 당대의 현실을 모방하여 창작한다. ‘문학에서 세상을 

만나다’는 모방의 예술인 문학의 공간 속에서 모방의 원대

상인 세상의 본질, 현상, 가치, 원리 등을 만나 이해하고 성

찰하는 과목이다.

•  문화코드로읽는일본적가치의재발견
(Rediscovering Japanese Values through Cultural 

Codes)

관성이란 별다른 저항이 없으면 원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

해 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이지만 문화

적 측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본인들은 개개인의 자

유나 의사 표현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집단 혹은 사회적 환

경을 전제로 자신의 적절한 위치를 찾고, 사회생활을 영위

하고, 판단의 준거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적 관성의 

일부분입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서양과는 

더욱더 다른 일본적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일본문

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강

의는 총3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모듈 1]에서는 “일본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적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모듈 2]에서는 현대 일본인의 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

는 “일본적 양식”을 소개하고, 그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역

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봅니다.

[모듈 3]에서는 일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통해 

일본의 전통양식을 소개하고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일본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들의여행-실크로드위에새겨진예술(Travel of 

the Gods (Nomadic Aesthetics) - Arts Along the Silk 

Road)

철학, 미학, 예술 간의 상호 소통은 들뢰즈의 유목론 

(Nomadology) 속에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철학적 

언어로 함축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예술의 영역에 적

용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본 과목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경계 없는 상호 소통은 삶의 장소가 명확히 구획

지워진 영토에서 살아가는 정착민과 달리, 뚜렷한 경계 없

이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목적 삶의 원리를 적용한 미학이라는 의미에서 본 

과목은 ‘유목미학’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유목미

학의 원리상 적용되는 장르의 범위는 무한히 확장 가능한 

것이나, 본 과목에서는 특별히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실크 

로드를 배경으로 하여 실크로드 상에서 무수히 명멸해간 

인류의 예술 전반을 다루게 된다. 실크로드는 예로부터 동 

서교역의 중심지이자 온갖 문물이 교류하는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 세계 각지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문화와 예

술 등이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넘나들며 다양

한 만남의 장을 형성해왔다. 실크로드에 모여든 온갖 종류

의 사상과 문화는 다른 문화와 만나서 접속하는 양상에 따

라 그 성질이 달라지고, 더러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기도 한다. 따라서 실크로드 상에서 모든 사상과 종교, 문

화와 예술이 지니는 ‘원형’의 의미는 퇴색되며, 첫 발상지

도 마침내 도달해야 할 목적지도 큰 의미를 갖지 못 한다. 

시작도 끝도, 중심도 주변도, 근원도 파생도 없이 오로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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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접속이 이루어지는 곳, 그와 같은 만남과 접속을 통해 

다양한 차이를 낳는 곳이 바로 실크로드라 하겠다. 본 과목

은 특히 세계 각지의 신화와 종교가 실크로드상에서 만들

어낸 다양한 이미지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접속과 상호 소

통의 관계를 추적해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

해 보다 근본적인 존재의 본질에 대해 묻게 될 것이다. 그

리스 신화 속의 신들은 실크로드 상의 어느 지점에서 타문

화와 접속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가 하면, 중국

의 어떤 불상은 역시 실크로드 상의 어디쯤에선가 서양의 

신과 접속하여 그 정체성과 외양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본 과목의 주제목은 ‘신들의 여행’이 된다.

•  한국어의어원과유래:우리말의뿌리를찾아

서(Etymology and origin of Korean Language : 

Searching the origin of Korean Language)

이 과목에서는 우리말 어휘의 어원과 유래를 탐구한다. 이

를 통하여 우리말 어휘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 민족이 오

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공동체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사유 방식과 세계관을 폭넓게 이해하

게 될 것이다.

•  동양사상과풍수지리(The Oriental Thought and 

Feng-shui)

풍수지리사상은 중국과 한국의 전통적인 지리사상이다. 한

국의 경관과 문화 및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수

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풍수는 도시의 선정, 취락과 주택

의 선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사찰과 탑, 기념물 등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교과목은 풍수지리사상의 공

간적인 적용사례(입지론, 토지이용, 문화경관, 도시계획, 가

옥의 배치 등)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

석하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사회,공동체,국가,시장

•  창업과경영관리이해(Venture Capital and Business 

Management)

- 변화하는 기업환경속에서의 창업과 기술혁신, 혁신경

영 등을 다루게 된다.

- 창업 목적, 경영 가치판단의 기초를 정립하는 데 필요

한 기본 원리를 다룬다.

- 창업과 경영의 성공적인 근본 정신을 배우게 된다.

•  지구를식히는상상력-기후변화뛰어넘기
(Imagination of Cooling Earth - Getting over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현상’이 되

었다. 기후변화는 정치, 경제, 산업, 과학, 문화 등 사회 모

든 영역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다면적이

고도 광범위한 이슈가 된 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국가와 기업 경영에 있어 새로

운 화두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계

를 넘어선 글로벌한 사고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 강의에서

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파악 및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정계, 재계, 문화계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노력

을 알아봄으로써 수강생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

식을 가지고 일상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100세시대생애설계(The 100 year life and life 

planning)

100세시대에 은퇴 이후 제 3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풍요로운 제 3의 인생

을 위해 고려해야 할 영역을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

여 각 영역을 설계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주요 개념과 방법

을 습득한다. 각 영역별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제 3의 

인생 설계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경제뉴스에서경제를배우다(Learning economy 

from economic news)

경제에 대해 공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은 경제

뉴스이다. 경제뉴스를 꾸준히 읽으면 어느 정도 경제지식을 

갖출 수 있는데 이 때 처음 접하는 낯선 용어들과 개념들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본 과목은 경제흐름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용어들과 개념들을 직관적으

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경제뉴스를 통해 기본 용

어와 개념을 확인하려 한다.

•  미래형인재를위한자기개발과리더십(Self-

Development and Leadership for Future Human 

resources)

미래형 인재를 위한 자기개발과 리더십은 현재와 다른 미

래를 볼 수 있는 인재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하며, 자

신의 특성을 찾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지금의 직업의 65%에 달하는 직

업군이 사라질 수 있다고 다수의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래적인 현실을 맞추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이들을 미래형 인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형 

인재를 위한 자기개발과 리더십 향상법 등에 대하여 학습

하는 목적이 본 미래형인재를 위한 자기개발과 리더십이다.

•  싱글이코노미시대의창직(Job Creation in a Single 

Economy)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즉, 싱글이코

노미 시대에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

업을 발굴하는 창직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다. 본 과목에서

는 싱글이코노미 시대의 특징과 1인 가구의 소비성향 등을 

이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적 방법을 습득하여 창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Ⅲ학부(전공)/학과 안내 •교양학부

•  경력관리와취업전략(Career Management & Job 

Strategy)

본 교과목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

로설정 방법과 취업을 위한 재학생들의 경력관리, 취업정보

이해, 입사전략 그리고 취업 이후, 직장인들의 다양한 경력

관리 방법과 이전직 기법 등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  대학생을위한실용금융(Practical Finance for 

University Students)

본 강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종 금융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각종 금융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방법, 금융소비자보

호 제도 등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배울 수 있

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행복공동체를위한경영학(Management for Happy 

Community)

공동체의 3대 이해관계자(고객, 구성원(종업원), 후원자(투자

자)) 모두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를 행복공동체라

고 정의하고, 행복공동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경영학적 

사고의 원리와 방법론들을 다룬다. 또한 역사, 문학, 자연과

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한 내용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에서 직접 적용해보는 실습을 통해 실무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평화,비폭력,윤리,문명

•  정보사회와윤리(Ethical Issues in Informations 

Society)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정보화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정보사회

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가치

관과 행동양식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정보윤리를 정립시

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도시메타플래닝-우리도시이야기(City Meta-

planning)

본 과목은 도시의 발달과 도시 개발 과정을 고대, 중세, 근

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을 성찰하게 한다. 아울러 우

리나라의 도시발달과 신도시 개발, 이 과정에서의 도시 계

획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도시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도시 변화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역사, 경제, 관

광, 예술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미래도시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석학들의 명저들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적 지식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 환경 

속에서 펼쳐질 미래적 삶의 태도를 고민해보는 이론적 기

반을 습득한다.

•  문명론(The Civilizational theory)

인류 문명은 현생 인류의 탄생 이후 두번에 걸친 혁명적인 

혁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첫번째는 '농업혁명'

이고, 두번째는 '도시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

목에서는 문명의 길로 나아가는 현생 인류의 탄생과정, 문

명의 탄생 및 형성과정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의 문명의 특

성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포스트코로나시대의전환문명(Transformative 

Civilization in the post corona era)

본 과목을 통해 수강생은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

행 현상 이후 뒤바뀐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문명전환, 교육, 의료, 예술, 정치, 경제 등 우리

사회의 각 부문들에서 벌어진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통찰

을 13명의 연사가 제공한다. 나아가 수강생은 학습한 지식

을 바탕으로 학습한 뉴트렌드가 자신의 삶과 맺는 관련성

을 파악하고 이를 성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창조적이

고 능동적인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  한국근현대철학의거장들(Maestros of Modern 

Korean Philosophy)

본 과목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사상적으로 

개념화해 온 한국의 12인의 철학자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

는 과목이다. 한국에서 철학은 주로 서양 철학자들을 위주

로 논해져 왔으나, 이제 지난 두 세기 동안 진행되어 온 한

국 근현대 철학사를 논할 시점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정약

용, 최한기로부터 하기락, 박이문에 이르는 지난 두 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사상을 입문적 수준에서 강의한다. 

•  현대인의생활법률(The laws of modern life)

생활 주변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지식

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민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생활 주변의 법제도에 대해 학습한다. 생활 주변의 사례를 

통해 법제도 이론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문화,소통

•  서양미술의역사와감상(History and appreciation of 

Western art)

미술은 보는 것이다. 미술작품을 본다는 것은 작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데 미술 감상의 어려움이 있다. 본 

강의는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 현대의 청계천 <스프링>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대표적 미술작품을 선별하여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 위대성과 독창성을 감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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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바꾼한국사(The Korean History that has 

changed the world)

한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

야에 대한 주제별 학습을 통해 한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아울러 한국사가 세계사와 어떤 관련을 맺으며 발전

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는 역사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거시

적인 안목에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여행을통한인간삶의가치증진(Enhancement of 

Human Life's Values Through Travel)

무분별한 여행행태를 벗어나 ‘여행문화를 바로 세우고, 여

행을 통해 인간 삶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본 과목의 

교육목표이다.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여행이 현대인에게 주

는 의미, 여행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여행을 통한 지역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고민, 관광현상에 대한 판단, 관광자원

을 인식하는 안목, 그리고 여행을 위한 준비와 여행상품의 

선택 등에 대한 강의내용을 통해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소

양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특히, 저개발 국가 여행을 통해 지

구촌 공영의 바탕을 둔 공정여행, 나눔여행(볼룬투어)이 가

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

고자 한다.

•  영화에서시대를읽다(Reading the Era in Films)

명작 영화사를 검토하고 감상하면서 그 시대의 역사적·사

회적 현실을 검토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 ‘영화에서 시대를 읽다’이다. 아울러 영화가 

시대에 미친 영향을 함께 조명하면서 영화와 시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  현대국제사회의이해(Understanding of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현대국제사회의 이해는 현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현대 국제사회의 전쟁과 평화, 국

제기구,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해 학습하고 한반도

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를 학습한다.

•  한국전통식문화이해(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Korean Food Culture)

한국 전통향토음식의 배경이 되는 지리, 문화, 지역성과 각 

전통,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식세계화의 근원이 되는 지식을 

전달한다.

•  카페와맥주,와인이야기(Stories of Cafe, beer and 

wine)

최근의 카페 문화의 급성장과 함께 음료에 대한 사회적 관

심 증가는 대화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카페

에서 자주 마주하는 커피와 차, 그리고 저녁마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맥주와 와인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지성인으로서 커피와 차, 맥주와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고

를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마시는 음료를 통해 대화를 이끌

어갈 수 있는 지식을 갖춤으로서 원만한 사회 생활 영위에

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리,분석,수량체계

•  생활과회계(Accounting in Life)

회계의 기능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경영자, 투자자, 채권

자 등에 기업의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이고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

서 회계에 대해 잘 알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이수교과

• 시사영어-뉴스로공부하는영어(Learning Current 

Affairs In English : Learning English With News)

본 과목은 영어 뉴스를 통해 청취력을 높일 수 있는 원어민

의 발음, 억양, 표현을 익히는 것은 물론 표현들을 암기해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언어

는 청취, 회화, 독해 및 작문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므로 뉴스를 통해 청취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활용 능력도 높일 수 있다. 뉴스의 시사성을 고려해 

볼 때 뉴스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하나의 채널이다.

•  초급어휘와영문법(Basic Vocabulary & English 

Grammar)

본 수업에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 속에 쓰인 영어 표현들과 

문법 규칙들을 학습하여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영어 어휘들

과 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실생활에서 응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  초급영어작문(Basic English Writing)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영어 글쓰기의 기본 지식을 학습한

다. 영작문 실력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글쓰기 연습을 하고 

영어 문장과 구조를 이해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익힌다.

•  영화영어(Cinema English)

스크린영어에서는 다양한 영상들 속에 사용된 영어표현들

을 학습함으로써 영미 문화의 이해와 영어 사용 능력의 향

상을 목표로 한다. 영어 듣기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말하

기, 어휘, 문법 등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학

습자들은 다양한 미디어 자료들을 반복 시청하면서 영상들 

속에 사용된 필수 영어 표현들과 구문 등을 학습한다.

Ⅲ학부(전공)/학과 안내 •교양학부

• 문명의역사와철학2(History and Philosophy of 

Civilization 2)

이 과목은 현대 문명이 전개되면서 등장한 철학 사상들을 

음미해보고 그에 기반하여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종합적

인 안목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 내용은 19세기 이후 현대 문명의 역사와 철학

이다. 19세기와 20세기는 근대성(modernity)이 본격화 되

어 그 정점에 이른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근대성의 핵심 요

소들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아울

러 탈근대성(postmodernity)에 관한 논의들에 대해서도 살

펴볼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오늘날의 세계

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이와 맞물려 새로운 자기이해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알파고따라하기-비주얼싱킹기반의코딩기술
(AlphaGo: A Framework for Coding Education)

본 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1) 디지털 시

대의 기본적 리터러시 역량으로서의 프로그램 및 21세기의 

핵심 추론 기술, (2) 알고리즘 컨셉 및 코딩교육통해 비주

얼 싱킹 및 사고를 디자인하는 방법 (3) 문제 해결 기법 및 

비판적 사고 기술에 대한 소개. 본 강좌는 사전적인 컴퓨터 

기초지식 없이 수강할 수 있다.

• 예술디자인과상상력(ART DESIGN & 

IMAGINATION)

상상력은 창조적 능력의 원천으로 과거에서 현재, 미래의 

사회적 트랜드를 선도함은 물론 생활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통한 다채로운 행복과 예술과 디자인적 체험을 선사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본 과목은 우리 일상생활 속 상상력을 통해 발명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예술디자인분야의 사례들을 살

펴보고, 세상을 바꾼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목표로 한다.

•  일본어(Japanese)

일본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로서 기본적인 문법을 바

탕으로 하되, 문법위주가 아닌 살아있는 생활일어를 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사말부터 시작하여 숫자와 계절의 

변화를 공부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문화와함께배우는중국어(Chinese learning with 

culture)

본 수업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려는 학생 및 중국문화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수업에서 중국어 영

역은 중국어의 기초인 발음 및 성조를 철저히 연습하고, 기

본적 단어 및 문형 등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일

상생활에서 중국인을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중국

어 회화 향상을 목표로 한다.

중국문화 영역은 중국어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문화를 주

제로 삼아, 중국어 학습에 더욱 흥미를 갖게 한다. 본 수업

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등장인물을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이

야기가 있는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계획했다. 모든 과정은 ‘중국인 원어민’ 교수와 함께 팀티

칭으로 진행한다.

▣자유이수교과

(사회적수요를반영한역량강화프로그램)

• 전쟁과문명(War and civilization: International 

civilization Operations)

인류 역사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거의 없었을 것이

다. 본 과목에서 인류 역사 동안 항상 있어왔던 전쟁 즉 국

제적,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대한 역사와 변화의 양상을 살

펴본다. 또한 이러한 전쟁 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 상황

과 대규모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NGO 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쟁의 양상을 살펴

본다.

•  국가와나(The State and Individuals)

본 강좌는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 제도, 과

정, 국제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에 대한 역사적, 이론

적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시민, 국민, 유권자 등 다양한 의

미로서의 국가 구성원, 즉 개인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고 향후 어떤 관계가 바람직할지에 대해 탐색해 본다. 

▣자유이수교과

(문화간소통역량인증프로그램)

•이중언어교육론(Theories in Bilingual Education)

이중언어의 개념과 이중언어 발달 그리고 이중언어구사자

의 장점을 설명하며 나아가 이중 언어 학습과 효율적인 교

수법을 제공한다. 본 수업을 통해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시대에 문화 간 소통의 방법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제안한다.

•  이민정책론(International Migration and Public Policy)

본 강좌의 목표는 지구화시대 국제이주와 공공정책의 다양

한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국제이주로 인해 공공정책은 외국인의 유입, 체류관리, 국

적법,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본 과목에서는 

국제이주와 공공정책의 다양한 이론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적 소수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공공정책의 취지와 본질을 이해하고 

국제이주와 이민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

고, 주요 관련 정책을 비교·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능

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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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Teaching Methodology in 

Multi-Cultural Society)

본 강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상호문화 능력 신장

을 목표로 한다. 해외 및 우리나라의 이민자 대상 교육 프로

그램을 살펴보고 국민 대상 다문화 교육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사회 교수 방법론을 체득한다.

•  이민법제론(Migration Law)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 수료를 위한 필

수과목으로서, 본 과목을 통해 이민과 이민법제의 변천과정

을 이해하고, 이민관계법령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적용해보

며, 이민자의 처우와 관련된 인권문제도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요소로 정착되어가

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처우와 문제점을 조망해본다. 이를 

통하여 범세계적 이주. 이민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우

리에게 이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

하고, 그 법제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Understanding Multi-

cultural Phenomenon in Korea)

이미 대한민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 한국 사회

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생과 배려

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본 

과목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다문화 현상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의 기

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Counselling for 

Multicultural Family)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정책

을 학습한다. 주요 상담이론별 특징(인간관, 주요개념, 치료

목표 및 과정, 상담기법 및 절차 등)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개념과 기법을 실제 상담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담이론

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실제 다문화가족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 아시아사회의이해(Introduction to Asian Society)

법무부 인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 수료를 위한 선

택과목. 국내 체류 중인 이민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과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

한다. 아시아 지역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우리나라와 아

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상호 이해를 통한 동

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Ⅲ학부(전공)/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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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안내

학년도 및 학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

1. 1학기：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2학기：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가. 하계 : 여름방학 중 4주

나. 동계 : 겨울방학 중 4주

교육과정
•  전공 및 교양으로 구성하여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  교양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011학번 2012학번~2014학번

교양필수, 교양선택(언어,

일반,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양필수

(중핵교과, 기초교과-필수)

교양선택(배분이수교과, 자

유이수교과, 기초교과-심화)

영역으로 구분된다.

2015학번~

교양필수, 교양선택(배분이수교과, 자유이수교과,

기초교과-심화) 영역으로 구분된다.

수업
•  수업일수는 매 학기당 15주 이상, 매 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이며, 매주 1시간 이상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를 1학점으

로 한다.

•  교과목은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휴업일

1. 정기 휴업일

-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하계방학

- 동계방학

- 개교기념일(5월 18일)

2. 임시휴업일

-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 입학시험, 졸업, 기타의 사정이 있을 때

3.    휴업일이라도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수업을 할 수 

있다.

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등에 방문하여 범용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본교 홈페이지에서 학번을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인증서 로그인창이 나타나며 

이곳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네이버(PC, 모바일)를 통해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고 네

이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다.

▶ 지문인증 로그인

•  KICASignPlus 앱을 통해 기기별 최초 1회 지문등록 후 

지문인증 로그인을 한다. 

•  PC 와 모바일 모두 강의수강 가능

•   지문 인증을 통한 PC에서시험응시 가능

▶ 일반 로그인

•  강의수강, 시험응시 불가

•  증명서 발급 등 학생서비스 이용은 가능

수강신청

▶ 수강신청

•  본인의 책임 하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한다. (단, 신청에 대한 취소는 정정

기간에만 가능)

• 신청기간: 매 학기 소정기간

• 수강신청학점범위 : 매 학기 최소 12학점, 최대 24학점

(계절학기포함)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며, 1년에 4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정규학기수강신청학점범위

직전학기성적 수강신청학점

3.300미만 12~18학점

3.300이상 12~24학점

•수강신청절차

-   로그인 후 e-바로처리실 → 수강신청 → 수강신청 화

면 내에서 신청

- 공지사항 숙지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공, 교양, 일반선택, 학점교류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

학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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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학사 안내 •학사제도 안내

▶ 유의사항

•  전액장학생은 납부할 입학금 및 수업료가 0원이므로 등

록금 납부하기를 확인을 해야 처리 된다.

•  등록금 조회 및 납부는 등록기간에만 가능하다.

편입학 학점인정
•  학점인정 : 학과별 전적 대학 학점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편입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 학점에 대해 학점을 인정

하는 제도이다.

•  학점인정 기준

학점인정기준 취득학점최대인정기준

2학년 편입학 2학기 수료자 : 최대 35학점까지 인정

3학년 편입학 4학기 수료자 : 최대 70학점까지 인정

※ 위 기준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출결석

▶ 출석 (정상출석, 지각, 결석)

•  주차별 정상 출석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1차시 

강의에 한해서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감안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주차별 강의콘텐츠 개시 후 2주 이내에 진도율 75% 이

상 수강 할 경우 ‘정상출석’으로 인정된다.

•  주차별 강의콘텐츠 개시 후 2주 이후 진도율 75% 이상 

수강한 경우 ‘지각’ 처리된다.

•  출석, 지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석’ 처리된다.

•  ‘지각’ 3회의 경우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  출석률 75% 미만의 과목은 자동 F 처리된다.

성적평가

▶ 평가방법

• 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출석 / 과제물 / 게시

판 참여도 / 시험 등의 평가항목에 의하며, 성적구성 비율

은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 모든 강좌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 과목을 제외할 수 있다.)

▶ 성적분류

점수 등급 평점

93 ~ 100 A+ 4.300

90 ~ 92 A0 4.000

87 ~ 89 A- 3.700

83 ~ 86 B+ 3.300

점수 등급 평점

80 ~ 82 B0 3.000

77 ~ 79 B- 2.700

73 ~ 76 C+ 2.300

70 ~ 72 C0 2.000

67 ~ 69 C- 1.700

60 ~ 62 D0 1.000

57 ~ 59 D- 0.700

0 ~ 56 F 0.000

Pass P 불계

•성적무효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 출석미달(출석률의 75%미만) 과목의 성적

성적경고
•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이 1.500에 미달한 자에게는 성적

경고를 할 수 있다.

•시기 : 성적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한다.

•  당해 학기에 취득한 계절학기 성적은 성적경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학점취소

▶ 취득학점취소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과목이 폐설되어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학점 관리를 위한 경우 등 이미 취

득한 과목의 학점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학점교류로 수강한 과목도 해당되며, 재학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다.(F학점도 취소가능)

•  주의사항 : 학점을 취소하면 이수한 학점이 삭제되는 것

이므로 추가적으로 다른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재수강과차이점 : 재수강은 동일 과목으로 다시 수강해야 

하지만, 취득학점취소는 취소 후 다른 과목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  제출기간 : 개강 후 소정기간에 제출

계절학기

•  정규학기 이외에 학점 취득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수업기

회를 부여하고 조기졸업 및 복수/부전공을 이수하는 학

생에게 추가로 학점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에 개설하는 학기이다.

•  개설과목 :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양과목 중 일부 교양과

•수강신청시참고사항

-   교과목별 해설서(학부(과) 홈페이지 참조)：교과목 개요 

및 기타정보 확인 가능

-   전공이수 트리(학부(과) 홈페이지 과목소개)：단계적인 

전공이수과정 확인 가능

-   강의계획서(수강신청 시 강좌코드)：수업목표, 수업방법, 

평가기준, 교재, 참고문헌, 주별 강의계획 확인가능

-   강의 맛보기(수강신청 시 맛보기)：1주 1강 강의 맛보기 

강의를 통해 교과목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가능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 교양필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 및 적용된다.

2002학번~2005학번 2006학번~2011학번

*시사영어 또는 대학종합영어
*알파고따라하기:

비주얼싱킹기반의코딩기술
(또는 중급퍼스컴응용)

*정보사회와윤리 등 9학점 이상

*시사영어 또는 대학종합영어
*알파고따라하기:

비주얼싱킹기반의코딩기술
(또는 중급퍼스컴응용)

*정보사회와윤리
*지구시민의꿈-전환의시대,

상생의길
등 4과목 총 12학점 이상

2012학번~2014학번 2015학번~
*문명의역사와철학1

*한국근현대철학의거장들 또는 
문명의역사와철학2

*시사영어 또는 대학종합영어
*글쓰기1 및 글쓰기2

*지구시민의꿈-전환의시대,
상생의길

등 5과목 15학점 이상

*문명의역사와철학1
*글쓰기1 및 글쓰기2

*지구시민의꿈-전환의시대,
상생의길

등 총 9학점 이상

※   시사영어 : 구 영어, 영어1
※   알파고따라하기:비주얼싱킹기반의코딩기술 : 구 퍼스컴응용
※   문명의역사와철학1 : 구 인간의가치탐색 /  

한국근현대철학의거장들 : 구 우리가사는세계
※   글쓰기1(강원국의글쓰기기초) 

글쓰기2(실용적/논리적/스토리텔링글쓰기) 
*글쓰기2 3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

※   지구시민의꿈-전환의시대,상생의길 : 구 지구의꿈:미래로가는길, 

시민교육, 21세기문화세계창조론

▶ 수강정정

•  수강정정 :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수강정정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정정한다.

재수강

▶ 재수강

•  과거에 이미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의 학점이 만

족스럽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재취

득하는 제도이다.

•  신청방법: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전산시스템

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에 대하여 수강과목 옆의 재수

강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한다.

•  재수강성적 : 낮은 성적에 대하여 점수를 삭제하고, 재수

강된 과목임을 나타내는 “R”(Repeated Course)이 표시

된다.(단, 성적이 동일한 경우 재수강 과목의 성적을 인정)

학점교류
•  2004학년도 1학기부터 경희대학교와 교양 과목에 대하

여 학점교류 실시하고 있다.

•  취득학점범위 : 재학 중 24학점이며, 한 학기당 3학점만 

가능하다.

•  대상과목 : 경희대학교와 학점 교류하는 교양과목

•  이수구분 : 교양영역이 아닌 일반선택영역으로 인정된다.

•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 동안 본교의 수강신청 전산시

스템을 통해 신청한다.(수강인원 제한이 있음)

•  등록금액 : 본교 수업료 기준으로 등록금 고지시 포함된다.

•  수강신청시유의사항：개강 후 수강변경은 불가능하다.(단, 

취소는 가능)

등록(신편입)

▶ 등록금 수납기간

수납 일주일 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 등록금 납부 금액

•  입학금: 166,000원 (입학시, 재입학시 납부금액)

※ 학생부담금 : 67,000원 / 국가지원 : 99,000원

•  수업료 : 학점당 80,000원 (예시：5과목 신청시 → 15학점

×80,000원 = 1,200,000원)

•  자치회비 : 25,000원(총학생회 운영비로 사용)

•  동문회비 : 30,000원(입학시 1회 납부, 총동문회비로 사용)

▶ 납부절차

•  입학금 : KHCU 홈페이지의 입학안내 → 내원서관리하기 

→ 주민 번호, 이름입력(로그인) → [합격자발표]에서 등

록금 납부

•  수업료 및 자치회비, 동문회비 : ‘학생등록’ 후 ‘수강신

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e-바로처리실 → 등록금 납부

▶ 납부방법

구분 수납은행및거래카드사

정부학자금대출납부 (정부학자

금 대출 기간 중 대출신청자)
장학재단

신용카드 납부
BC, 삼성, 하나, 외환, 국민,

신한, 롯데, 현대 농협 외

실시간 계좌이체 납부
국민, 기업, 시티, 농협,

우리, 하나, 신한, 외환 외

가상계좌 납부
국민, 하나, 농협, 외환,

신한, 기업, 수협, 우리, SC

해외 신용카드 납부
VISA, MASTER, JCB,

DINERS

※   수납은행 및 거래카드사는 등록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음.



222  


  2021 경희사이버대학교 요람 Kyung Hee Cyber University  


  223

목이 개설되며 수강하는 학생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

우 폐강된다.

•  수업기간 : 계절학기는 4주 동안 운영되며 1주에 3~4주

차의 수업 분량이 방영된다.

•  이수학점 : 하계, 동계 계절학기 2회 개설되며 학기당 9

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정규 학기와 합산하여 24학

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성적처리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의 성적

으로 산입된다.(단, 정규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장

학, 석차, 표창, 성적경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공제도

▶ 단일전공

•  소속 학부(과)의 전공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 이

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학

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  이수학점(2017.3.1.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

구분 단일전공

이수해야 할 최소 전공과목 전공 45학점 이상

▶ 부전공

•  소속 학부(과)의 전공 학점 이외에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

을 부전공에 필요한 최소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부전

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  이수학점

구분 단일전공+부전공

이수해야 할 

최소 전공과목

주전공 45학점 이상

부전공 21학점 이상

• 신청시기 : 수강신청 시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학기 소

정기간에 신청한다.

• 자격요건: 신청시 누적 평점평균 B-(2.700) 이상(2007학

번부터 적용)

▶ 복수전공

•  소속 학부(과)의 전공 학점 이외에 타 학부(과)의 전공과

목을 복수전공에 필요한 최소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복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  이수학점

구분 단일전공+복수전공

이수해야 할 

최소 전공과목

제1전공 45학점 이상

제2전공 36학점 이상

•  신청시기 : 수강신청 시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부(과)

의 전공과목을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학기 

소정기간에 신청한다.

•  자격요건 : 신청 시 누적 평점평균 B-(2.700) 이상(2007

학번부터 적용)

※ 교양과목 이수학점은 ‘졸업제도’의 ‘기본구조표’ 참조

졸업제도

▶ 졸업이수요건

•  졸업이수요건 : 140학점 이상 취득하고, 교양 및 전공에 

필요한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졸업이수요건의 세부사항은 기본구조표 참조

•교양필수이수요건면제

2001학번 2002학번~2011학번 2012학번~2014학번

해당사항

없음

별도로 지정한 컴퓨터 관

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영어 관련 자격시험의 일

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 과목 중 컴

퓨터 관련 과목 또는 영어

1(구 영어) 과목 이수요건

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별도로 지정한 영어 

관련 자격시험의 일

정점수 이상을 취득

한 후 소정의 심사절

차를 통과한 자는 교

양필수 과목 중 영어

1(구 영어) 과목 이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단, 교양필수 이수요건만 면제되며 학점인정은 불허하므

로 면제되는 학점만큼 다른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에 필

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함.

•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도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단, 4주 

이상 운영되는 과목의 취득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 조기졸업, 졸업유예, 복수/부전공 인정)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졸업

Ⅳ학사 안내 •학사제도 안내

▶ 기본구조표
적용
학번

구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주전공
제2
전공

부전공
취득
학점

2001
학번

단일전공

-

영역 구분 없이 18
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140
학점

단일전공
+부전공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2002
학번
~

2005
학번

단일전공 *시사영어 또는  
대학종합영어 
(구 영어1, 영어),
*알파고따라하기:
비주얼싱킹기반의
코딩기술(구 퍼스컴
응용)(또는 중급퍼

스컴응용),
*정보사회와윤리 등
3과목 9학점이상

단일전공
+부전공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2006
학번
~
2011
학번

단일전공

*시사영어 또는  
대학종합영어  

(구 영어1, 영어),
*알파고따라하기:
비주얼싱킹기반의
코딩기술(구 퍼스컴
응용)(또는 중급퍼

스컴응용),
*정보사회와윤리,

*지구시민의꿈-전환
의시대,상생의길(구 
지구의꿈:미래로가
는길, 시민교육, 21
세기문화세계창조

론) 등
4과목 12학점이상

단일전공
+부전공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2012
학번
~

2014
학번

단일전공
*문명의역사와철학1,
*한국근현대철학의거
장들 또는 문명의역

사와철학2,
*시사영어 또는 대학종
합영어 (구 영어1, 영어),
*글쓰기1 및 글쓰기2
*지구시민의꿈-전환
의시대,상생의길 등 5

과목 15학점이상

단일전공
+부전공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2015
학번
~

단일전공

*문명의역사와철학1
*글쓰기1 및 글쓰기2
*지구시민의꿈-전환
의시대,상생의길 등 

9학점

단일전공
+부전공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 조기졸업

•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

여 6~7학기 만에 졸업하는 제도이다.

•  자격요건 :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체 이수학점

의 평균 평점이 B0(3.000)이상인 자(2007학번부터 적용)

•신청시기 : 조기졸업 예정학기 소정기간에 신청

▶ 졸업유예

•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복수 및 부전공

에 필요한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을 유예

하는 제도이다.

•  유예기간 : 한 학기 단위로 최대 1년까지

•  신청시기 : 졸업 예정학기 소정기간에 신청

•  주의사항 : 졸업유예 기간 동안은 휴학할 수 없으며 취득

학점취소의 사유로 인한 졸업유예는 불가능하다.

▶ 학위증

•  학위：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에 결

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계열 학과(부)/전공 학위

미래·

문화·

글로

벌리

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

공학전공
공학사

AI사이버보안전

전공
공학사

ICT융합콘텐츠전공 이학사

산업디자인전공 예술학사

시각미디어

디자인전공
예술학사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공학사

공공안전관리전공 안전학사

보건의료관리학과 보건행정학사

한방건강관리학과 이학사

후마니타스학과
후마니타스

학사
NGO사회혁신학과 시민정치학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학사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사

실용음악학과 음악학사

일본학과 국제학사

중국학과 국제학사

미국문화영어학과 국제학사

한국어문화학과 문학사

한국어학과 문학사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언론학사

문화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사

마케팅·리더십

경영학부

마케팅·지속

경영리더십전공
경영학사

뷰티·패션

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사

세무회계학과 경영학사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경영학사

도시계획부동산전공 경영학사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경영학사

외식조리경영학과 경영학사

관광레저항공

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관광경영학사
항공·공항서비스

경영전공
항공경영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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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경

▶ 휴학

•일반휴학

-  대상: 개인사정, 가정사정,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했지만 수학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간 : 방학기간 내 휴학 신청 기간, 개강일 이후에

는 사유발생시 기말고사 개시일 2주일 전까지(단, 신·

편입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 1학기 경과 후 휴학 가능)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이상 휴

학을 원할 경우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장 

신청해야 한다.(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구비서류 : 휴학원 1부  / 4주 이상의 장기출장의 경우 

출장명령서 1부

•병가휴학

-  대상 :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했

지만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시 

- 휴학기간 : 통산 3년에서 제외(연장 휴학시 진단서 계속 

제출 요함) 

-구비서류 : 휴학원 1부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의 진단서 1부

•군복무휴학

-   대상 :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  제출기간 : 사유발생시 / 입대 전까지 반드시 휴학원 제

출

-   휴학기간 : 입대일로부터 전역예정일이 포함된 학기의 

다음 학기까지

-   구비서류 : 휴학원 1부 / 입영통지서 사본 1부(인터넷 입

영통지서 출력물 대체 가능)

-   기타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군

입대 휴학으로 전환 필요(입영일이 포함된 학기 이전

의 일반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

•등록금대체및반환

-   중간고사 시행일 전에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는 경우

에 납부한 등록금은 차기 등록금으로 대체됨(복학 후 

기납액보다 수업료가 많을 경우 차액만 추가 납부)

-   군휴학의 경우 성적 미취득시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

로 대체된다.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 접수일(연장휴학의 경우는 최초 일반휴학 접수

일)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한다.

▶ 복학

•  대상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연장휴학 또는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제적처리 된다.

•  제출기간 : 방학기간 내 소정 기간

•  구비서류 : 복학원 1부

•  기타 : 군입대 휴학자는 군제대 후 복학 신청 기간 이내

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자퇴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

부(과)에 문의 후 자퇴원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등록금반환 : 자퇴일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업

료를 환불한다.

등록금반환기준일 반환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제적대상

- 휴학기간 종료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학칙 또는 시행세칙상의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전과

•  본교에 입학할 당시의 모집단위 학부(과)에서 다른 학부

(과)로 변경하는 제도이며 여석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대상 :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의 학점을 이수한 자

•  제출기간 :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 구비서류 : 전과신청서 1부

•  학점인정 : 전과 이후 이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되며 전과한 학과를 기준으로 이수구분은 변경된다.

•  기타 : 전과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 후 1학기

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다.

▶ 재입학

•  재입학이란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제적된 학생(징계에 의

한 제적 제외)을 대상으로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2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제출기간 : 방학기간 내 소정 기간

•구비서류 : 재입학 원서 1부

•학점인정 : 제적 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된다.

•기타 : 재입학 후 1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다.

•등록금 : 당해 기준 입학금 + 수업료

Ⅳ학사 안내

제증명 발급

▶ 발급종류 및 대상

증명서종류 언어 발급대상

재적증명서 국/영문 재학생, 휴학생

재학증명서 국/영문 재학생

휴학증명서 국/영문 휴학생

제적증명서 국/영문 제적생

수료증명서 국/영문 재학생, 휴학생

성적증명서 국/영문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졸업생, 시간제

졸업예정증명서 국/영문 재학생

졸업증명서 국/영문 졸업생

수강확인서 국문 재학생,시간제

교육비납입증명서 국문 재학생, 졸업생, 시간제

등록금납입증명서 국문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졸업생, 시간제

장학금수혜확인서 국문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졸업생

▶ 발급 유형

•현장민원 : 본교 교무처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평일 업무시간)

•무인발급 : 본교 네오르네상스관 1층 (연중 무휴)

•  팩스민원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온라인제증명 : 본교 인터넷 제증명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한다.

•  우체국민원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참고 사항

발급용 성적증명서의 평균 평점 및 백분율에는 F성적이 포

함되지 않으나, 학사행정에서는 평균 평점 및 백분율에 F성

적이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학사제도 안내



STUDENT LIFE

K
Y
U
N
G
 H
E
E
 C
Y
B
E
R
 U
N
IV
E
R
S
IT
Y
Ⅴ.학생생활



Kyung Hee Cyber University  


  229

•학생 생활

학생자치회 활동
총학생회는 원격대학의 특성을 살려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대학의 신문화를 만들고, 세계화·글로벌화에 앞장

서서 자유롭고 자주적인 지식탐구와 학문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자치회 구성은 다음과 같은 기구

를 둔다.

▶ 총학생회

진리와 학문 탐구에 바탕을 두고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학생 간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세계사이버대

학의 선도적 표준이 되도록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학생대

표기구이다.

•Tel : 02)3299- 8589

•FAX : 02)3299-8869

▶ 대의원회

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 사업의 예산·결산 및 중요 정

책 결정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이다.

▶ 졸업준비위원회

졸업앨범 제작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곳이다.

▶ 동아리연합회

각종 동아리 활동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학

생동아리 대표 기구이다.

▶ 지역학생회

각 지역 학생간의 유대와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운영하

는 기구이다.

▶ 학과학생회

학과 특성을 살려 자치적인 활동을 하는 기구이다.

▶ 주요학생회활동

■연합M.T
학교 후원, 총학생회 주관으로 총학생회 출범식 후 전체 

학생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앞서가는 경희인의 

자긍심 고취와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갖고 있다.

■축제/체육대회

아름다운 캠퍼스의 낭만을 마음껏 맛볼 수 있고 대학생

활의 열정과 함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5월 15일 스

승의 날을 전후로 사·제가 하나 되어서 감사와 사랑을 나

눌 수 있는 대동제는 각자의 개인기와 각 학과의 숨겨둔 끼

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화합과 열정의 한마당이다. 체육대회

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실시되고 경희인의 체력과 자신의 

전공 이외의 운동 실력을 과시하고 각 학과의 명예를 짊어

지고 애교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협동

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스터디/동아리활동

전공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운영해서 학업연구와 친목의 

시간을 갖는다. 대학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은 취미와 관심분야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 전문적인 기능

이나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는 자치기구이며, 나아가 자기발

전을 도모할 수 있고 온라인대학의 단점을 보완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자아실현의 장이 된다.

■총학생회봉사

아름다운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각 학과와 총학에서 

방학 중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요양원, 장애

인시설, 고아원을 방문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불우 이웃

을 내 가족, 내 형제같이 생각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

함으로써 봉사정신을 함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대학 

혹은 자치기구의 사정상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학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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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시설

▶ 이용안내

•문의전화:02-3299-8700

▶ 지역학습관

■영남학습관

영남학습관은 최초의 경희사이버대학교 지역학습관으

로, 영남지역 학생들의 스터디 및 동아리 모임, 특강 및 세

미나 등을 위한 공간이다. 학습효과 증대 및 학습의욕을 고

취하고, 지역학생들의 회의 공간 및 졸업생들의 동문회사무

실로 이용될 수 있도록 2004년 9월 4일 개관하였다.

•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7 8층 (중앙동, 동아일

보 부산사옥)

※ 부산지하철 1호선(중앙역)

•연락처: Tel) 051-802-3630 / Fax) 051-802-3639

•설치규모: 강의좌석 50석 / PC / 프린터  

회의용 테이블 / 빔프로젝터

■호남학습관

호남학습관은 영남학습관에 이은 제2의 경희사이버대학

교 지역학습관으로, 호남지역 학생들의 스터디 및 동아리 

모임, 특강 및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이다. 학습 효과 및 학

습의욕을 고취하고, 지역학생들의 회의 공간 및 졸업생들의 

동문회 사무실로 이용될 수 있도록 2004년 11월 4일 개관

하였다.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002-19 402호

•  설치규모 :   강의좌석 30석 / PC / 프린터 

회의용 테이블 / 빔프로젝터

■충청학습관

제4의 경희사이버대학교 지역학습관으로 대전충청 학생

들을 위하여 대전에 2005년 7월 16일 개관하였다. 타지역 

학습관과 마찬가지로 학습실, PC실, 회의실, 세미나실, 특강

실 등을 갖추고 있다.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5 만년오피스텔 905호

• 설치규모 :   강의좌석 20석 / PC / 프린터 

회의용 테이블 / 빔프로젝터

Ⅴ학생 생활 •학생활동 지원프로그램

장학제도

▶ 장학금 지급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하여 장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장학생의 자격

본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

의 자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사정이 어려우며 타에 모범인 

학생

▶ 장학금 지급 제한

•  학칙, 학생생활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휴학자

•성적경고자(1.5미만)

•9학기 이상 등록자(성적 우수장학)

▶ 장학금 신청 및 선발

교내장학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하

여야 하며,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 장학금 지급 기준

•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

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  장학금은 중복될 경우 상위장학으로 지급된다. 

(이중수혜금지)

•  장학금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절학기 수강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장학금 지급순서는 교외,국가,교내장학 순으로 한다.

학생활동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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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종류 및 지급기준

Ⅴ학생 생활

장학금의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총장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내외에 선양
한 자로서 입학·학생처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입시장학

입시장학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입시장학의 계속지급 여부는 직전학기 장학세
목별 학업성적 2.3이상 또는 3.0이상

입학년도 입시 요강에 의함

성적우수장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3 이상이고 품행이 단정
한 자로서 소속학과 학과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등록금 범위 내 지급)

모범장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3 이상이며, 품행이 단
정하고 타에 모범인 자로서 소속학과 학과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일부

특기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공분야 및 예체능계 분
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명예를 선
양한 자로서 소속학과 학과장 및 학생지원처장
이 추천한 자로 심사 후 지급

등록금의 일부

보훈장학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1. 보훈대상자, 직계자녀 : 학교 50%, 국고 50%
2. 국가유공자 본인 : 학교 100%
3.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 : 본인부담 50%, 
   국고 50%
4. 북한이탈주민 : 학교 50%, 국고 50%

경희가족장학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5년 이상 
봉직하는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
속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3 이상인 자 
(다만, 교직원 본인은 재직년수 3년이상)

1.  본교, 경희학원, 경희대 : 등록금(입학금제외) 전액
2.  의료원, 병설교 : 학기당 수업료 70% 감면
3.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본교 교직원이 재직중 입학

한 자녀 : 등록금(입학금 제외) 전액

경희복지장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 이상인 자로
서 가족 2인 이상 본교에 재학 중이며 2인 이상
이 동시에 등록한 정규학기에 한하여 심사 후 지
급한다. (※ 가족범위는 2촌 이내 동일세대원, 분
가하여 일가를 이룬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불가)

2인 모두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경희동문장학

① 경희(여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경희대학교 및 경희호텔, 간호전문대학에 재
학하였거나 졸업한 자

③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 또
는 수료한 자

④ 경희사이버대학교 졸업(예정)한 자
⑤ 위 학교 출신 본인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  경희학교출신 본인 : 입학 후 1년간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  동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입학 
후 1년간 학기당 수업료 20% 감면 

장애인장학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
는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평균 평점 2.3 
이상인 자

1. 장애우A(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50% 감면
2. 장애우B(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입학
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특별장학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로서 소속학
과 학과장 또는 입학·학생처장이 추천한 자로 
심사 후 지급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우정장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 이상이고 국
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자
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증
빙서류 제출자에 대해 심사 후 지급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
료 70% 감면

2.  차상위계층자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50% 
감면

3.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
료 30% 감면

4.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정환경 곤란자 : 별도책정

군위탁장학 학·군 제휴 조건에 따름

협약내용에 따름

산업체위탁장학 학교-산업체간제휴조건에따름

국제교류장학 국제교류 협약에 따름

관학협약장학 학교- 관학협약지역 협약에 따름

대학교류장학 대학 간 교류협약에 따름

인재육성장학 학교-고등학교 협약에 따름

교외장학 종류 및 지급기준

▶ 기타 장학사항 안내

•  입시장학 :   성적우수자, 학업장려, 근로자우대, 교육기회

제공, 특기자, 추천자 등 

－   입학년도 입시요강의 장학 기준에 의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  성적우수장학 / 모범장학

－   매학기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기준 및 장학금

액이 확정된다.

－   별도의 장학금 신청절차는 없으며, 학과장이 추천하여 

입학·학생처로 제출한다.

－   최종 선발된 성적우수/모범장학생은 홈페이지에 공지

하며, 등록금 납부시 학비감면 처리된다.

•경희복지장학

－   1학기 4월, 2학기 10월 경희복지장학 신청 안내 홈페

이지 공고한다.

－   공고 내용에 따라 해당 학생은 입학·학생처로 서류

(원본)를 제출한다.

－   서류 확인 후 일괄 정리하여 본인 계좌로 장학금을 지

급한다.

•학생활동 지원프로그램

장학금의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국가장학금

(I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으

로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이며 일정성적 및 학점요건에 충

족한 자

매학기

1. 학교 홈페이지 공고

2. 한국장학재단 신청

(www.kosaf.go.kr)

기타장학

서울희망장학금, KT장학금, 김종한장학금 등 장학재단 및 기업에서의 

장학 사업에 의해 선정되는 장학과 개인 기부자에 의하여 

선정되는 장학 다수

장학재단에서 대상자 선정 또

는 본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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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

※ 전체학생 수 기준 : 성적취득자 수 기준

학년도 장학금지급액(원) 수혜학생수 수혜학생비율(%)

2018학년도 12,808,452,921 12,817 74.92

2017학년도 11,875,669,334 12,694 74.95 

2016학년도 10,479,415,440 11,907 75.30 

2015학년도 9,747,320,000 10,390 66.64 

2014학년도 9,272,859,000 9,902 58.41 

2013학년도 7,349,940,000 11,509 60.00 

2012학년도 5,636,058,000 9,213 53.50 

2011학년도 5,204,689,800 8,839 48.11 

2010학년도 4,809,922,000 8,314 46.82 

2009학년도 4,725,661,000 7,979 47.83 

2008학년도 4,114,056,000 7,088 46.82 

2007학년도 3,384,024,560 5,696 45.00 

2006학년도 2,723,901,500 4,555 44.64 

2005학년도 2,351,467,250 3,819 40.74 

전체 학생수 대비 장학금 수혜자 비율

Ⅴ학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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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지원프로그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

자금 지원 정책

▶ 대출이용자 자격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한국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한국인

2.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3.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4.   신용 불량기록 및 연체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총대출 한도 ： 등록금(수업료) 범위 내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http://www.kosaf.go.kr)에서 학

자금 대출 신청(서류 제출)

2.   대출심사(성적, 신용 등) 후 승인 : 한국장학재단

3.   대출 실행(※대출 승인 후에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함, 금

융권 공인인증서 필요)

▶ 학자금 대출 종류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

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3.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

※   대출 종류별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대출 실행 후 관리

1.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

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 내역을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수정

2.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3.   학자금대출 연체나 채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

사(CB)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카드발급 및 대출

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 시 제한

을 받을 수 있음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입학·학생처(02-3299-8758)

학생증 발급 안내

▶ 학생증 발급

1.   학생증 사용 : 교내 신분증,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 이

용시 사용함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학생증신청

2) 우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우편발송(※사진첨부)

3) 방문 신청 : 사진 지참하여 입학·학생처 방문

※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

(우편수령 : 5,000원, 방문수령 : 3,000원)를 납부해

야 함(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0-895269 경희

사이버대학교)

▶ 국제 학생증

1.   국제학생증(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개요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아 120여 개 가입국에서 다양한 혜

택과 함께 학생 신분을 증명해 주는 국제적인 신분증

2.   신청방법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학생증신청 → 국제학생 

증신청 → 신청페이지로이동 → 신청서제출

3. 발급수수료 : 17,000원

4. 발급문의 : 국제학생교류회

(www.isic.co.kr / 02-733-9393)

도서관 이용

▶재학생 이용

1.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1) 도서관 이용시 학생증 지참 필수

2)   대출가능 책수 및 기간 : 학부생 - 10권 14일 대학원생 

- 30권 30일 (기간초과 후 반납시 연체료 지불)

3)   도서관홈페이지(https://library.khu.ac.kr/seoul) 로그인 

: SNS 로그인 / 최초 신규 이용자 SNS 계정 등록

2. 경희전자책도서관(http://ebook.khu.ac.kr)

1)   로그인 : SNS 로그인 / 최초 신규 이용자 SNS 계정 

등록

2) 대출 가능 권수 : 5권

※   스마트기기가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출입 및 

대출 가능

▶휴학생

1.   휴학생대출신청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대출가능 책수 및 기간 : 학부 휴학생 - 5권 14일

대학원 휴학생 – 30권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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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1.   졸업생도서관이용신청 : 학생증 지참하여 도서관 방문 신청

2.   학생증 미소지자 : 신분증과 졸업증명서 지참하여 도서

관 방문 신청 → 경희대학교 바로처리실(청운관1층) 방문 

도서관 이용증 발급(비용 3,000원)

3.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기 단위로 연장신청

4.   이용범위 : 도서 대출(5책 14일), 열람실, 국내전자책

*   도서관이용관련문의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자료실 

02)961-0074/78

강의노트 서비스 (유료)
1.   이용대상자 : 강의 노트 출력이 불편하거나 학습편의성 

향상을 위해 강의노트를 필요로 하는 학생

※  해당 학기 개설 강좌 중 담당 교강사가 강의노트에 배

부에 동의한 강좌에 한하여 강의노트 구입 (유료구입) 

가능

2.   구입기간 : 매학기 초(하계·동계 계절학기 포함)

3.   구입방법 : 로그인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강의노트신청 → 강의노트 신청결제 사이트

의료원 혜택
1.   대상 병원

1)   경희의료원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www.khmc.or.kr)

2)   강동경희대병원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www.khnmc.or.kr)

2.   우대대상 : 재학생 본인 및 동문 (가족포함)

* 가족범위: 배우자, 자녀, (시·빙)부모, (외)조부모 포함

3. 등록 안내

1)   구비서류: (본인)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학생증/동문카

드 택1,(가족) 위의 서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2)   등록창구: 경희의료원 서관 1층 진료협력센터 700번 

창구

3)   등록 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진료비 소급 감면 불가함

4.   문의 :   경희의료원 진료 협력센터 교류협력팀

02-958-2997, www.khmc.or.kr

Ⅴ학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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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원

▶ 설치 목적 및 역할

•  온라인 비학위과정 프로그램 개설·운영을 통해 국민 평생교육에 기여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과 제휴하여 B2B 온라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제휴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본교 인지도 확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

▶ 교육과정 안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위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사업) 온라인 직무교육

•경희대 국제교육원 제휴 온라인 한국어과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역량 강화 온라인교육

•행정안전부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온라인 직무교육

•홍콩 중문대학 평생교육원 온라인 한국어문법과정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e-스쿨 온라인 한국어과정

•경희사이버대·경희대 온라인 직무교육

▶ 사회교육원의 특징

•2001년 개교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플랫폼 운영 노하우 보유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제휴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B2B 방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학습자 편의성을 고려한 LMS(학습관리시스템) 구축

▶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 http://ice.khcu.ac.kr

사회교육원 (InstituteofContinuingEducation,KH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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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목적 

•  교수들에게는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전략, 정보 기술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는 한편 강의 역량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  조교,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수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  학생들에게는 적합한 학습정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능동적이고 자

기주도적인 학습자로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 주요업무

구분 세부내용

교수지원

•신임 교수 콘텐츠개발 및 수업운영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강의 컨설팅 

•교수법에 대한 전문 자료 제공 

•온라인 교육 연구 및 결과물의 DB 구축

•교수법 워크샵 및 세미나 개발·운영

•외부 교육프로그램 지원

•Teaching Tips 제공

조교지원
•수업조교 수업운영오리엔테이션 

•우수 수업운영 사례 모니터링 및 자료제공

•효과적인 수업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

학습지원 •학습법 워크샵 및 세미나 개발 · 운영 •원격학습준비도 진단

경희나노디그리

운영
•경희나노디그리 과정 운영 및 관리  

• 경희나노디그리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관리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 발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발급 관리

▶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tl.khcu.ac.kr

교수학습지원센터(CenterforTeaching&Learning)

•교수학습지원센터_학생상담센터

▶ 설치 목적

•  학생들이 가지는 학사 관련 문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한다.

•  강의 수강, 온라인 시험 관련 문제 사항들에 대해 원격으로 지원한다.

(단순 프로그램 사용 방법, 프린터 사용 방법 등은 원격 지원하지 않음.)

•  단, 성적 및 수업별 문의사항의 경우 해당수업 조교로, 업무담당자를 찾을 시 해당 부서로 안내한다.

▶ 주요 업무

구분 세부내용

학사상담

•입학, 등록, 수강, 시험 등 학사 전반 상담

•학교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에 나온 사항 안내

•학교 행사 및 학사 일정 안내

•학과 번호 안내

담당부서 안내

•문의사항 중 학과, 담당부서와 직접 통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안내

•시험, 성적, 과제, 수업별 세부사항의 경우 해당 수업조교 안내

•자격증, 실습, 학적 변동(휴학, 복학, 개명 등)의 경우 해당 학과 안내

수강 장애 상담

•홈페이지 로그인 오류 관련 점검

•수강 환경설정을 위한 PC 기본점검

•온라인 시험 응시 전 환경점검

•기타 홈페이지 이용 관련 오류

학생상담센터(StudentCounseling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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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Library)

경희전자책도서관 

▶ 경희전자책도서관 이용

경희전자책도서관은 온라인 기반의 전자도서관으로 인

터넷과 전자책리더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자책(e-Book)

의 대출과 열람이 가능하다. 2019년 1월 현재 45,000여 종

의 전자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https://library.khu.ac.kr/seoul) 

로그인 → Find It → 전자책 → 경희 전자책도서관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SNS계정 연동

•  대출·반납안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이용가능. 대출

기간은 5일로, 대출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처리 되며, 

1회(5일) 연장 가능하다.

•로그인 방법

SNS 로그인 / 최초 신규 이용자 SNS 계정 등록

▶ 각종 전자 정보 서비스

전자책(e-book), 전자저널, 학술 DB, VOD, 학위논문 등 

전자 매체로 출판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용방법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https://library.khu.ac.kr/seoul) 

로그인 → Find It → 학술DB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SNS계정 연동

•  로그인방법

SNS 로그인 / 최초 신규 이용자 SNS 계정 등록

경희대 도서관
경희대 도서관은 1951년 개관 이래 1968년 신축된 서울

캠퍼스 중앙도서관과 1996년에 새롭게 개관한 국제캠퍼스

의 도서관이 각각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도서관은 장서 면에서도 한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

으며 도서관 전산화 토탈시스템을가동함으로써 도서자료

의 구입에서부터 서지데이터의 가공, 정보검색, 대출 등이 

완전 전산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저널과 광학매체, 웹DB 등을 통해 다양한 

학술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종합학술 정

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경희대 도서관 웹사이트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 https://library.khu.ac.kr/seoul

•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 https://library.khu.ac.kr/global

▶ 자료열람실 이용안내

■중앙자료실(서울)/자료열람실(국제)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도서를 개

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고 

일반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참고열람실(서울)/정기간행물실(국제)

백과사전, 주제별사전, 통계자료, 연감과 같은 각종 참고

자료와 국내외 잡지 및 학술지, 대학 및 연구단체의 논문집, 

연구보고서, 일간지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스캐너와 자료

검색용 P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보교육실(서울)/영상음향자료실(국제)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전자저널, 본교학위논문, 국회도

서관 등의 다양한 온라인 학술정보와 DVD 등의 디지털 매

체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과 더불어 학습을 위한 

문서, 이미지 등의 매체제작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분관도서관(서울)

법과대학,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평화복지대학원 등 특

성화된 분관과 각 단과대학 내에 총 2천여 석의 열람석이 

있으며, 법학도서관, 한의학도서관, 의학계열도서관, 미술자

료실, 평화복지대학원 도서실에서 주제 분야별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관

▶ 도서 대출반납 안내

■대출/대출연장방법

대출연장은 최대 대출기간의 1/2까지 가능하다. 도서관 

홈페이지 My Library에서 대출 다음날부터 하루에 1일씩 

연장이 가능하며(대출한 다음날 연장 시 기존 반납일에서 1

일 연장, 대출 2일 후 연장 시 기존 반납일에서 2일 연장) 

예약/연체도서인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반납안내

반납은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때는 1책 1일 100원의 연

체료(최대 20,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반납 시에는 반드시 

반납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연체도서 및 미납 연체료

가 있는 경우 도서를 대출할 수 없고, 열람실 좌석 이용이 

제한된다.

▶ 도서관 출입안내

도서관 출입을 위해서는 학생증 또는 도서관 모바일 이

용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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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목적 

경희학원의 역사, 전통,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지구적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는 동시에 실천적 활동 전개하며 

우리 대학이 세계적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사·분석·연구 및 네트워크 기능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외 온·오프라인 교육 흐름을 조사·분석·공유해 미래대학 추진을 위한 기획 담론 및 거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

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 주요업무

•각종 연구 활동 및 사업

•연구소 관리 및 운영

•연구소 제 위원 등의 임면

•연구소 제 위원 등의 증명 발급

•연구소 관련 위원회 운영

•대학발전 관련 글로벌 환경, 트렌드 조사 분석, 정부정책 변화 조사

•국내외 명문 온라인 대학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문화, 제도, 정책 등 연구

•실천적 실행의 기반이 되는 대학 발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내부 인트라넷 활용을 통한 지식 공유

▶ 미래고등교육연구소 홈페이지 : http://ifhe.khcu.ac.kr

미래고등교육연구소(InstitutefortheFutureofHigherEducation)

•미래고등교육연구소_장애학생지원센터

▶ 설치 목적

•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제공한다.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편의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한다.

▶ 주요 업무

구분 세부내용

장애학생 관련

중요정책 사업

•장애학생 관련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조정

•장애학생 교육 및 평가관련 조사, 정책 수립

대학의 환경 개선

•대학입학 기반 확대

•학칙 및 규정개정

•지원 전담기구 운영

교수·학습체제

구축 및 서비스

•학사지원 : 교수가이드북 지원, 학습가이드북 지원, 수강신청지원 등

•학습지원 : 교육콘텐츠지원 등

•대학생활지원 : 장학금지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등

•진로/취업지원 : 진로 및 취업상담 등

건강한 교내

장애인식 문화

•학생 : 장애인식개선 교육, 오픈 특강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교수 : 장애학생교수전략을 통한 교수법 제공

•직원 : 장애 학생 지도 설명회

건축 및 시설

정비 추진

•편의시설 확충

•이동 및 접근권 확보

•내부시설 정비 및 개선

▶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csd.khcu.ac.kr

장애학생지원센터(CenterforStudentswithDisabil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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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목적 

•대학의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대내외 홍보·광고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과 관련된 이미지 관리, 리스크 최소화 등 다방면으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언론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조직의 이미지 제고 및 우수한 학생 모집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 및 광고를 기획, 제작,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 주요 업무

구분 세부내용

대외 평판 및 이미지 제고

•대내외 언론관련 위기대응 업무

•각종 대학평가관련 평판도 관리 및 지원

•중장기 홍보 전략 수립·이미지 정립

•각종 보도자료 기획·제작·발송

•캘린더, 브로슈어, 리플릿, 뉴스레터 등 각종 홍보인쇄물 기획·제작

•기자간담회, 홍보관련 실무자 회의 등 주최

학생모집 관련 홍보 및 광고

•웹진기사 작성 및 운영·관리

•학교 관련 기사 스크랩 및 분석·보고

•광고 제작·집행 및 관할

•홍보영상물 기획·관리

•대·내외 행사 사진 촬영

대학다운 대학 문화조성

•홈페이지 통합 운영·관리

•University Identity(UI) 개발·관리

•홍보물품 제작·관리

•홍보관리위원회 운영

•구성원소통 및 공보활동

•경희학원 홍보관계자 협의회 업무

커뮤니케이션센터(Communicatio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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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유치원

경희유치원은 1961년 3월 경희학원 조영식 학원장님에 

의해 설립되었고 ‘문화 세계의 창조’라는 교시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을 경희 정신

으로 하는 경희학원 안에서 유아중심·놀이중심인 교육과

정을 운영하여 인성과 감성과 지성이 고루 자라나는 행복

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산실이 되고 있다. 

본 유치원에서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유아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소양 교육을 연령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인성의 덕목을 내면화하고 존중, 나눔, 배

려, 질서 등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형성시키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으

로 한다.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기본운동능력 및 기초체력

을 길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유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풍부한 감성 

및 문화적 예술 소양을 함양한다.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지

속가능발전교육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유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감적인 의사소통과 타인 존

중 능력 및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도록 한다.

부대시설로는 주제별로 충분히 탐구하고 자유롭게 놀이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실과 층별로 2개의 도서관, 

다양한 식물을 계절에 따라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기

쁨을 누리는 행복정원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물·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바깥놀이 시설과,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뛰어놀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보

유하고 있다.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 02-962-1901 (FAX:02-3295-5421)

•홈페이지 : http://www.khu.kg.kr

•개원일자 : 1961년 3월 5일

•원장 : 윤경숙

•교직원 : 8명

•유아정원 : 150명

•학급수 : 6학급

•졸업생수 : 5952명(2020년 2월, 59회 졸업) 

▶ 원훈

•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

• 씩씩하고 부지런한 어린이

• 창의적인 어린이

▶ 유치원 교육목적과 목표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

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있다.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

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 유치원 6대 중점교육 

• 나 그리고 친구와 ‘맘껏놀이’

• 바깥에서 ‘튼튼놀이’

• 지역사회 연계 ‘자연과 함께 놀이’

• 경희대학교 연계 ‘문화·예술 놀이’

• 세계시민으로서의 ‘어울림 놀이’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과학놀이’ 

경희초등학교

밝은사회운동을 통한 인성 교육과 세계화 교육, 정보화 

교육, 민주시민 교육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요람

으로 자리 잡았으며, 창의력 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력

을 제고하고 있는 경희초등학교는 1961년 2월 종합학원으

로서의 면모와 일관교육의 이상실현을 위하여 고황재단 이

사회가 초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여, 서울시교육위원

회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동년 4월 12일 1학년 3학급 규모

로 개교식 및 입학식을 거행하였으며, 초대교장에는 정용해 

선생이 취임하였다. 우수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과 

학습의 충실은 물론 사학의 특성을 살린 특별활동 분야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전인교육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

하고 있다. 조화로운 인간, 창의적 미래 지향인, 세계화 정

보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지·덕·체·예·기의 각 분야에 

걸쳐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 본교는 환경친화적 교

육환경이 우수하고 미래지향적 내실 있는 교육실천으로 학

교경영우수학교 표창 2회, 환경교육 최우수교 표창,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실천 우수교 표창, 특별활동 우수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증축된 신관교사에는 25개의 교실과 

미세먼지, 우천시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으

며, 구교사에는 2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과 도서관, 오

케스트라실, 7개의 기악실, 16개의 어학실, 컴퓨터실, 과학

실, 방송실, 보건실, 무용실, 방과후교실, 다목적교실이 있

으며, 미술실, 돌봄교실, 명상관 등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있다.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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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 24.  일본 동지사대학 병설 동지사중학교 자매

결연

2014. 02. 14.  제52회 졸업식(239명/총20,695명)

2014. 03. 02.  서울형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2014. 09. 01.  제11대 한태희 교장 취임

2015. 02. 12.  제53회 졸업식(240명/총20,935명)

2015. 03. 02.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2016. 02. 12.  제54회 졸업식(233명/총21,168명)

2017. 02. 08.  제55회 졸업식(223명/총21,391명)

2017. 03. 01.  제12대 윤희정 교장 취임

2018. 02. 08.  제56회 졸업식(172명/총21,563명)

2019. 02. 08.  제57회 졸업식(178명/총21,741명)

2019. 12. 30.  학교경영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20. 02. 11.  제58회 졸업식(181명/총21,922명)

2021. 02. 05.  제59회 졸업식(154명/총22,076명)

▶ 활동 및 진로

1.학교경영의중점

가. 꿈을 키워가는 바르고 실력있는 학생

• 학력신장 및 평가방법 개선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학력신장

• 충실한 기초, 기본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 과학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체험 중심의 과학 교 

육 실시, 창의력 계발을 위한 과학 교육 행사 활성화

•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창의력 및 문제 해결력 신장,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 기본 생활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로 더불어 살아가 

는 민주 시민의식 함양

• 학생 중심의 다양한 소질, 적성계발 교육 추진 및 교 

육여건 조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

•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특기적성 교육의 수요 조사 및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 실시 프로그램 개발

• 학생 주도적인 행사 확대 운영－자치 활동, 경황축전, 

체육 대회 등

나.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 각 부서별 업무 책임경영 관리체제로 학교교육의 운

영 

• 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신장 및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통지방법 개선

• 목표별 태스크포스제(자치활동, 체험학습, 수행평가, 

특기 적성교육) 운영

• 각종 위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학교경영에 대한 참여 확대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실화

• 교육 과정 운영의 정기적 평가 및 피드백 강화

• 진로탐색과 선택프로그램 중심의 자유학년제 운영

라.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가정과외 연계강화, E－mail

을 활용한 상담 활동의 터전 마련

• 학부모 모니터링제 및 학부모 자원 봉사제 운영

• 지역인사를 활용한 집단 상담 및 선도 순회 강연

• 신뢰 받는 교육 행정 구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견 수렴 확대

• 학부모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만족도 향상

마.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

• 부적응 학생의 사전 파악철저 및 사제 동행 활동

• 가정과 연계한 학생 기본생활규칙 자율점검 예고 지

도

•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활동 강화

• 교내 친환경 정원조성(에코스쿨)과 시설 개선

2. 본교 특색사업

가. 서울형혁신학교, 서울형 자유학년제 운영

• 행정지원팀을 통한 학교업무 전문성 향상

• 주제선택, 예술교육, 진로탐색, 동아리 등 자유학기활

동 내실화

• 학생, 교사, 학부모 공동체 문화 활성화 노력

• 인성교육과 연계한 학생 자치활동 육성

• 기대효과 :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과 공동체 만족도 향

상

나. 독서지도의 활성화

•독서지도 교육의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수준별 독서지도를 통한 학습 부진아 지도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한 독서지도

•아침 독서 시간 운영

•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독서동아리 7개, 학부모 

독서동아리 1개 운영

• 기대효과 : 독서의 생활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다. 밝은사회운동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 밝은 사회운동 실천의 생활화

• 밝은 사회운동을 통한 민주시민 학습 전개

• 기대효과 민주시민 사회의 가치 공존 이해, 공공질서 

실천력 증대

라.  상설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특기 적성교육 및 다양한 

체험 학습 운영

• 특기 적성 프로그램 계발 및 활성화

• 체험 중심의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학생의 소질, 적성계발, 사교육비 절감

마.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능률적인 교과별 학습방법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계발의 극대화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는 1960년 4월 15일 경희 학원의 건학 

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 를 구현하기 위해 ‘학원의 민주

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개교하였다.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의 경희 정신

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참된 실력을 갖춘 행

•전화번호 : 02－962－4300 (FAX：02－967－2498)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개교일자 : 1961년 4월 12일

•교훈 :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린이(힘껏 배우는 어린이, 깊

이 생각하는 어린이, 착하게 행동하는 어린이)

•교장 : 지연미

•교원수 : 25명

•학생정원 : 720명 (현원 600명)

•학급수 : 22학급 (2020학년도부터 변경-한시적)

경희중학교
경희중학교는 1960년 4월 15일 외국어 중심 교육을 특

색으로 하여 새로운 중등학교의 모습으로 개교한 이래 교

훈인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육

의 지표로 삼아 지덕체를 갖춘 조화로운 인간 육성에 정진

해 왔다. 특히 도덕성 및 인간성 회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에 중점을 두어 밝은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교기인 축구부, 아이스하키부의 빛나는 활동으로 전통 수립

에 기여하고 있다.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설립일자 : 1959년 12월 12일

•교훈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전화번호 : 02-957－9051~7

•웹사이트 : http://kyunghee.sen.ms.kr

•교장 ： 윤희정

•교감 ： 남광현

•교원수 : 35명

•학급수 : 20학급

•학생수 : 520명

•졸업생수 : 22,076명

▶ 교육목표(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 연혁

1959. 12. 12.  학교법인 고황재단 이사장 조영식 박사에 

의하여 경희대학교 병설 남녀 공학 경희

중·고등학교 설립

1960. 02. 09.  경희중·고등학교 설립인가 중·고교 각 

18학급

1960. 04. 15.  개교식(중학교 8학급 196명 입학) 및 재단

이사장 조영식 박사 초대교장 취임 

1960. 09. 10.  교사신축 총 3,133평 중 제 1차공사 1,184

평의 교사 낙성 

1961. 04. 01.  이사장 조영식 박사 교장직 이임 및 제2대 

김병운 교장 취임

1962. 10. 12.  제2차 증축공사에 의한 교사 연 2,368평의 

교사 낙성

1962. 12. 22.  남녀공학에서 남녀학교로 각각 분리, 남자

중학교 총 15학급 인가

1963. 01. 24.  제1회 졸업식 거행(174명)

1963. 05. 18.  교가 제정

1964. 11. 04.  각 학년 6학급씩 18학급으로 증설 인가

1964. 11. 05.  제3차 공사 4층 강당 포함 교사 총 3,123

평 전 교사 완공

1966. 11. 17.  각 학년 8학급 증설 인가

1968. 10. 01.  각 학년 10학급 증설 인가

1969. 03. 01.  학교기구 개편으로 중·고등학교 분리, 제

3대 송재명 교장 취임

1973. 03. 05.  신입생 8학급 입학

1979. 03. 01.  제3대 송재명 교장 이임 및 제4대 여성구 

교장 취임

1993. 03. 01.  제4대 여성구 교장 이임 및 제5대 박붕상 

교장 취임

1995. 10. 17.  제5대 박붕상 교장 이임 및 제6대 김명빈 

교장 취임

1998. 12. 12.  각 학년 7학급씩 21학급으로 감축 인가

1999. 09. 01.  제6대 김명빈 교장 이임 및 제7대 박문수 

교장 취임

2001. 03. 01.  제7대 박문수 교장 이임 및 제8대 장종특 

교장 취임

2003. 03. 01.  제8대 장종특 교장 이임 및 제9대 서용태 

교장 취임

2005. 02. 28.  제9대 서용태 교장 퇴임

2005. 09. 01.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2006. 01. 06.  제10대 조항로 교장 취임

2006. 12.   학교경영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07. 08. 06.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2007. 11. 27.  학교 공원화 사업

2007. 12.   학교경영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08. 05. 14.  인조잔디 운동장 개장

2008. 08.   교무실, 특별실 환경개선 사업

2008. 10.   화장실 개선 공사

2008. 11. 28.  영어전용교실 설치

2009. 07.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정 운영 

(2009.6 – 2012.6)

2009. 12.   학교경영 우수학교 표창

2010. 02. 10.  제48회 졸업식(264명/총19,693명)

2010. 03.   학습부진아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2010. 12.   체험중심교육과정운영 우수학교 교육감 표

창

2011. 02. 10.  제49회 졸업식(265명/총19,958명)

2011. 08.   급식실 시설개선 및 이동로 공사

2011. 12.   학교경영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12. 02. 09.  제50회 졸업식(249명/총20,207명)

2013. 02. 07.  제51회 졸업식(249명/총20,4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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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설립일자 : 1959년 12월 12일 

•교훈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전화번호 : 02-2250-8888(FAX : 02-965-5998) 

•웹사이트 : http://kyungheegls.ms.kr/ 

•교장 ： 차은경

•교원수 ： 32명 

•학급수 ： 17학급 

•학생수 ： 402명 

•졸업생수 : 19,260명(2021년 2월, 58회 졸업)

▶ 경희교육목표

른 인성과 참된 실력을 갖춘 행복한 민주시민 육성

▶ 학교 운영 기조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수업-

평가의 혁신,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미래교육환경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창

의-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가치를 담아 운영하

며,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인 소통방식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

육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1.교육공동체가함께참여하고만족하는행복한학교문화를만

들겠습니다.

-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적 소양을 기르는 학생자

치활동의 활성화

-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활성화 및 

참여 기회 확대

2.미래사회에필요한핵심역량을길러내기위해능동적으로

대응하고실천하겠습니다.

-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 개선을 통

한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문화’ 구축

- 교원학습공동체 확산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교육 동

반자로서의 교사 문화 조성

-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

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 전개

3.지성ㆍ인성ㆍ감성이함께어우러지는예술문화교육,진로교

육에중점을두겠습니다.

- 자유학년제 및 협력종합예술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으

로 삶을 가꾸는 교육 실천

- 지역대학, 특성화고,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실시

4.단한명의학생도포기하지않는책임교육을실천하겠습니다.

-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학습부진 원인 진단 및 맞춤

식 지원 시스템 운영

-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및 인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

▶ 연혁

1960. 04.  경희대학교 병설 경희중·고등학교(남녀공학)로 개교

1963. 03. 경희여자중·고등학교로 분리

1969. 03.  경희여자중학교로 독립하여 박정훈 교장이 취임 이래

2006. 09. 제13대 학교장 김동희선생 취임

2012. 02. 제50회 졸업식 거행(239명)(누계17,705명)

2014. 03. 제14대 학교장 장윤촌선생 취임

2015. 02. 제52회 졸업식(240명/누계 18,162명)

2016. 02. 제53회 졸업식(235명/누계 18,397명)

2017. 02. 제54회 졸업식(222명/누계 18,619명)

2018. 02. 제55회 졸업식(187명/누계 18,806명)

2019. 02. 제56회 졸업식(170명/누계 18,976명)

2020. 02. 제57회 졸업식(150명/누계 19,126명)

2020. 04.  제14대 학교장 차은경선생 취임

2021. 02.  제58회 졸업식(134명/누계 19,260명)

경희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는 설립자인 故조영식 학원장님의 종합학

원설립 취지에 따라 1960년 4월 15일, 영국의 「이튼」이나 

「해로우」, 「럭비」고등학교 학생들이 「옥스퍼드」나 「캠브리

지」대학의 학풍조성에 핵심체가 되고, 또 장차에는 그들이 

영국사회의 주축이 된 것과 같이 「創意的인 努力」, 「進取的

인 氣象」,「建設的인 協同」의 慶熙精神을 근간으로 한 유능

한 자아를 형성하여 미래의 민주복지 국가 건설에 크게 기

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개교하였다. 본교

는 교훈인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를 제반 교육활동의 근간으로 하여, ‘선의, 협동, 봉사기여’

의 정신을 행동강령으로 한 밝은사회 운동을 적극 실천한

다. 그리고 경희학원의 校是인 「文化世界의 創造」를 통하여 

弘益人間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교육활동의 목표로 삼아 

경희정신을 생활화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인 「慶熙人像」정립

에 매진한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은 조영식 학원장님의 건학이념을 구

현하면서 「경희정신」과 밝은사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

하고 전개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혁신으로 학력신장을 제고

하고, 교사의 부단한 자기 연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며, 학

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발하게 하여 새 학풍

을 조성한다.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명문 경희고의 학교 운영방침은 학교 교육력을 최대한 

제고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 

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나아가서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경희인의 자긍심으로 행복해 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있다.

•설립일자 ： 1960년 4월 15일

•교훈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Ⅶ경희사이버대학교 관련기관 •관련기관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이문동)

•전화번호 ： 02-966-3782, 4059

•웹사이트 ： http://www.kyungheeboy.hs.kr

•교장 ： 이정규

•교원 : 55명 

•학급수 : 24학급 

•학생수 : 723명(2020. 12. 31. 기준)

•졸업생수 : 19,162명 

▶ 교육목표(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 연혁

1959. 12 경희중고등학교 설립

1960. 04 개교 및 조영식 박사 초대 교장

2007. 09 제9대 홍익표 교장 취임

2015. 09 제10대 이규섭 교장 취임

2018. 01 제11대 윤희정 교장 취임

2018. 08 제12대 이정규 교장 취임

▶ 활동 및 진로

■교육활동운영의중점
1.학력제고를위한학교경영

 1)  진로 맞춤형 교육 운영-의학생명과정. IT과정, 커뮤니

케이션과정 운영

 2)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실시(전학년, 전교과)

 3) 전교원 수업공개 및 학부모 수업공개주간 실시

 4) 다양한 교과별 교내대회 실시

 5)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로봇 영재학급 운영

 6) 전공별 진로탐색을 위한 전공심화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8) 체계적인 독서, 토론, 논술 교육의 활성화

 9) 인문, 사회 소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0)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학생 개별적인 로드맵 제공

2.인성교육을위한체험적실천적밝은사회운동

• 테마별 체험 학습을 통한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밝은사회운동 인간성 복권 및 세계평화 구현을 통한 

인성교육의 체계적 운영

• 학교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삼위일체(학생, 학부모, 교사 

연합) 봉사 활동

• 지역사회(동창회, 학부모, 지역인사 등)와 연계된 진로 

지도의 체계화

3.학교경영혁신을위한공동체구축방안

 1)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2) 종합학술발표제 실시

 3)  경희고등학교 주니어 학군사관후보생(J-ROTC)과정 

운영

 4)  경희고등학교 의대·치대·한의대 진학 위한 의학생

명과정 운영

 5) 1,2,3학년 열람실 분리 운영

 6) 전공심화연구 프로그램 운영

 7) 경희고 학습 멘토링 운영

 8) 창의로봇 및 드론스쿨 운영

 9) 미래인재 프로그램 운영

10)  방학 중 IT 캠프, 과학 융합실험 캠프 운영

11)  인성함양과 사회기여를 위한 전일제 진로활동 및 전

일제 봉사활동 실시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정신
경희여자고등학교는 설립자인 조영식 학원장님의 학원

설립 의지에 따라 ‘선의, 협동, 봉사·기여’의 밝은사회 운

동 정신과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의 경희정신을 기르고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

의 민주화’를 교훈 삼아 ‘문화 세계의 창조’와 인류사회의 

평화증진을 이룩하여 인류복지·세계평화를 구현할 경희인

을 양성하고자 한다.

■경희여고정신(비전)
본교는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지역사회의 신망 등을 바

탕으로 본교의 건학이념과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이라는 서울교육비전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중한 

나, 함께 하는 우리,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는 경희여고의 

정신이자 지향점이다.

•전화번호 : 02-966-4560

•웹사이트 : http://kyunghee.sen.hs.kr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길 26

•설립일자 : 1960년 4월 15일

•교훈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교장 ： 송연숙

•교원 수 ： 46명

•학급수 ： 21학급

•졸업생수 : 19,758명(2020년 2월 제 57회 졸업생 배출)

▶ 핵심 가치

1.소중한나

학생과 교사 모두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이는 일이 교육

의 시작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 가치를 높인

다면 긍정적인 힘이 생긴다.

2.함께하는우리

소통과 배려, 공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중

요한 능력이자 가치이다. ‘나’와 더불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3.행복한학교

‘나’의 소중한 가치를 찾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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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교육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를 행복에 도달하게 한다. 

이는 본교 교육의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 교육 목표

1. 자신의 가치를 높여 행복 찾기

2. 나눔과 배려를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

3. 행복한 학생과 교사가 있는 학교 만들기

■주요학교사업
1.나의적성을계발할수있는심화교육프로그램운영

1)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2) 사회(인문학 융합) 중점 학교 운영

3) 수·과학 융합 영재학급 운영

4)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운영

5)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6) 진로트랙에 따른 진로·진학 지도

2.다방면의소양을키울수있는범교과프로그램

1) 후마니타스 칼리지

2) 선생님과 함께 읽는 책, ‘북 콘서트’

3) 세계 시민 교육

3.자기주도적능력을키울수있는프로그램

1) 도전100

2) 사회과제연구, 융합과학탐구

3) 창의적산출물대회

4.다양한체험프로그램

1) 국제 자매학교(대만, 싱가포르) 교류

2) 다양한 캠프 활동

경희의료원

•주소 ：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전화번호 : 02－958－8114 

•웹사이트 : http://www.khmc.or.kr

▶ 활동

‘인류사회 재건’이라는 설립이념 아래 1971년 개원한 경

희의료원은 의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융합된 동서의

학의 요람으로서 1,041병상(부속병원 851개, 치과병원 20

개, 한방병원 170개_2020년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존

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질병 없는 인류 사회 구현에 앞

장서고 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의

학·치학·한의학·동서의학·약학·간호학 등 6개의 의

학분야를 갖추고 ‘교육·연구·진료’라는 대학병원으로서

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 5일, 국

내 유일의 의학·한의학·치의학 통합 암병원인 ‘후마니타

스암병원(지상2층, 지상7층 규모)’을 개원, ‘암을 넘어선 삶

(Life Beyond Cancer)’을 모토로 개인별 맞춤형 정밀의학

과 정밀 수술을 선도하고 있다. 

2007년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호흡기센터 개소에 이

어 2008년 꿈의 암치료로 불리는 토모테라피센터를 개소

하는 등 센터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외국인을 위한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외국인 위해 효율

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대적인 내부 공사를 

통해 내원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노후된 시설의 효과적 리

모델링과 효율적 공간 재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외활동으로는 무의촌 진료 및 사랑의 이동종합 병원 

운영, 원폭환자 무료진료,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긴급의료

구호팀을 파견,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1982년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수단, 몽

골 등 해외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필리핀 반타얀에 단일기관이

자 최초 의료기관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해 인류애 구현 및 

민간외교를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오늘도 경희의료원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

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목

표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병원 소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에 위치한 강동경희대학교병

원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경희학원 설립자이

신 故조영식 학원장님의 의지를 담아 2006년 6월에 개원

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양·한방협진이라는 신개념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목을 받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의

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을 함께 보유한 병원으로, 3

개 대학병원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

다. 연면적 24,000여 평 본관 지상 14층, 별관 지상 4층의 

800병상을 갖추고 있다. 뇌질환·관절·척추 등 질환 중심

의 양·한방협진센터, 질환 중심의 의과대학병원 특화센터, 

역사와 전통의 ‘경희’ 한의학을 경험할 수 있는 한의과대학

병원와 신뢰와 고품격의 치과대학병원이 차별화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중심의최첨단의료기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환자 중심의 최첨단 병원으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

대·치과·한방 병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3개 대학병원

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한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환자경험평가 종합병원 전국 1위 병원

 - 보건복지부 암치료 적정성평가 1등급 병원

 - 암·뇌신경·심장 등 고난도 중증질환 수술 선도병원

 - 신장부터 각막, 생체간이식까지 고난도 이식수술 전문병원

 - 세계 최신 로봇수술시스템을 구축한 최첨단 병원

 - 최신 의료IT로 편의 극대화한 미래형 스마트병원

 - 세계가 믿고 찾는 글로벌 브랜드 ‘국제진료센터 KUIMS’  

Ⅶ경희사이버대학교 관련기관 •관련기관

 - 의대·한방·치과가 공존하는 신개념 협진 병원

 - 한의학 선도하는 브랜드파워 1위 한방병원 

 - 전문성과 편의성을 갖춘 맞춤 치과병원

•암완전정복암치료잘하는1등급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암 정복을 위한 차별화된 다학제 협

진 시스템과 암환자 최우선 진료 시스템, 최첨단 장비로 암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진료과의 전문 의료진이 다

학제 전담 진료팀을 갖추고 최소침습수술, 표적치료, 면역

치료 등 최신 치료법을 도입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암환자 최우선 진료 시스템을 적용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암·대장암·폐

암·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하여 암 치

료 잘 하는 병원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환자가직접평가한최고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환자를 최우선 둔 ‘환자중심병원’으

로 정확한 진단과 환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했떤 ‘환자경험평가’에서 종합

병원 부문 전국 1위에 선정되며 환자중심병원의 위상을 높

였다. 입원환자가 직접 병원을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에

서 의사 서비스 1위, 투약 및 치료과정 1위, 환자 권리보장 

1위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으며 명실공히 국내 최

고의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 

•환자편의극대화한미래형스마트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외래·입원·수술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의료애플리케이션 [스마트가이드]를 통해 환자 개인

별 맞춤정보는 물론 접수 및 수납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환

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인접수시스템, EMR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내원부터 귀가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 

했다. 

•중증질환수술선도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매월 1천 건이 넘는 수술을 소화하

는 수술 특화 병원으로 각종 암 수술부터 장기 이식수술, 

척추·관절수술, 뇌수술 등 각종 고난도 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신 로봇수술장비인 다빈치 XI 시스템을 도입, 

산부인과, 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양성질환부터 고난도 암수술까지 초정밀 수술을 진행

한다. 

•고난도이식수술전문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2008년 ‘요로대사이상

증’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 부분 간이식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키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 생체간이식 수술, 각막

이식 수술 등 고난도 이식수술을 연이어 성공하며 이식전

문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의·한협진진료의최적화의·한협진센터

국내 최초로 의·한 협진체제를 운영한 강동경희대학교병

원 의·한 협진센터는 뇌신경·관절·척추 등 질환을 중심

으로 특화된 협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양·한방의 의

료진이 공조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효과와 편의성을 극대화해 국내외 많

은 환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가믿고찾는글로벌브랜드-KUIMS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KUIMS라는 국제환자 전문브랜드를 

통해 암을 포함한 다양한 중증질환부터 한방, 치과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KUIMS는 예약부

터 검사, 수술 그리고 국내 체류 등 국제환자 진료에 필요

한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어·러시아어·일본

어·몽골어·중국어가 가능한 전문 의료코디네이터가 상주

하며 환자 개개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외국에서 먼저 찾는 의료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의술을 세계

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끊임없는연구로세계의료분야선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써 경희의료기관 

설립 50년 역사에 추적된 의료지식으로 기반으로 임상 및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

여하고, 나아가 세계 보건의료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병

원으로 나간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전화번호 ： 1577-5800

•응 급 실 ： 02-440-8282

•웹사이트 ： www.khn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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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경희사이버대학교 관련기관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는 2012년 1월 현재 졸업생

이 15,399명(석사 29명 포함)에 달하며, 우리 동문 모두 경

희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실천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활약하고 있다. 동문 모두

는 ‘세계로 미래로’라는 동문 정신으로 글로벌 시대 세계 

속에 21세기, 미래 속에 최고의 인재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전국 20여 개의 사이버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총동

문회가 구성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다

른 대학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004년 12월 12일 송명호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하여 총

동문회가 설립된 이래 2대 강대열 회장이 다음을 잇고, 현 

임귀순 회장이 2007년 1월 1일부터 3대~7대까지 연임을 

하였다. 2017년 3월 1일 현 박원일 회장이 8대 회장으로 취

임하였다.

총동문회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10억 만들기 운동을 

시작으로, 모교 본교 증축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운동, 

회원 상호 간 친목과 화합 도모, 모교 우수 신입생 유치와 

재학생 동문 취업 문제 해결에 힘쓰며 모교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총동문회 첫 출범해인 2004년 12월부터 매년 동문의 밤 

행사를 겸한 “경사인의 밤” 행사를 통해서 졸업생들의 모교

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있으며, 후배 재학생들에게는 자부심

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또 ‘제2회 경사인의 밤’ 행사부

터는 ‘자랑스러운 경사인의 상’을 제정하여 모교발전을 위

해 헌신한 동문들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특히 ‘제5회 

경사인의 밤’ 행사에서부터는 훌륭한 교수님과 모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도 각 1명씩 선발하여 ‘자랑스러운 경사인’

상을 시상하기 시작했다. 총동문회는 출범을 하고부터 매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우수 

신입생 유치에 공로한 재학생, 모범 재학생을 선발하여 전

액장학금과 반액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또 총동문회가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후배 장

학금 10억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여 장학금 적립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독자적인 홈페이지(www.khcual.org)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편리를 위해 홈페이지 

내에서 동문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총동문회가 최고가 아닌 대학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총장님 말씀처럼 학교의 발전

을 위해서는 총동문회 발전이 우선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

고 우리 총동문회 임원 모두는 학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

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

동문회 발전은 곧 모교 발전이고 모교발전은 동문의 명

예라는 기본 이념으로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

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장학사업과 동문 상호 돕기 운동 등

을 하고 있다. 세계최고 온라인 대학으로 당당하게 앞서나

가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가 21세기 글로벌 시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우리 동문들이 일익을 담

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총동

문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우리 동문 모두는 총장님 이하 교수님과 후배 재학생

들과 하나의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경희사이버대학교 발전

을 위해 화합하고 모든 힘을 다해 헌신해나갈 것이다. 

총동문회는 이미 국내 모든 지부를 구성했으며, 일본과 

미국 지부, 중국지부, 베트남 지부 등을 발족했다. 또 매년 

봄에는 해외 지부에서 총동문회 총회 및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10 (권농동 115-3) 경희

대학교 동문회관 4층

•전화 : 02-961-7917

•FAX : 032-232-1332

•홈페이지 : www.khcual.org

•이메일 : khcual@khcu.ac.kr

▶ 주요사업

1. 회원관리사업

- 지역별, 직업별 인적네트워크구성

-   회원 연락처, 주소 변경관리, 동문들의 회원 사항 문

의 답변

2. 모교행사 및 특별사업 지원

- 모교 각종 행사에 회장단 참석 및 동문 참여 독려

- 재학생 대동제, 체육대회 행사 지원 격려

- 해외동문활동 지원 및 격려

- 모교발전 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활동 전개

- 스승의 날 모교 방문 행사

- 기타 모교 주요 행사 지원

3. 총동문회 장학 사업

- 매년 입학식 후배 장학금 지급

-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장학금 10억 만들기’ 사

업 전개

- 입시 공로 및 모범 장학생 선발 장학금 전달

- 재학 중 모범 학생 선발 졸업식 공로패 시상

4. 동문 및 모교 경조사 관리

- 동문, 모교 교수진 경조사 참여 축하 및 조의

- 동문, 모교 교수진 시상 축하

5. 주요행사

- 신년교례회 개최

- 경사인의 밤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ⅰ. ‘자랑스러운 경사인 상’시상

ⅱ.   총장님이하 교수님, 교직원, 재학생, 동문 모두 하

나됨을 중시

ⅲ.   워크숍 등을 통해 동문회와 학교발전을 위한 토론

- 해외지부 방문 글로벌워크숍 개최

- 스승의 날 행사

- 하계수련회 개최

- 추계등반대회 개최

-   집행부 임원진 모교 동문회 발전을 위한 수시 간담회 

개최

▶ 연혁

2004. 12. 12  경남호텔에서 제 1회 경사인의 밤을 개최 

후 회장 선출

   미디어문예창작학과01 송명호 당선

2004. 12. 30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회칙 공람

2005. 01. 12 총장님 방문

   총동문회 운영방향 개요 보고

   총장님을 회칙에 따라 명예회장 추대 건의

2005. 02. 02 회칙공고

2005. 02. 26 총동문회 출범선언식 거행(평화의전당)

2005. 05. 06 학교와 간담회 실시

2005. 08. 20 2004후기 졸업식 참석(공로패 11명 전달)

2005. 08. 27  2005후기 입학식 참석(장학금 540만 원 

전달)

2005. 09. 27  모교 체육대회 참석(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2005. 10. 28 동문회 근조기 제작 완료

2005. 12. 03 충청대전, 호남, 영남 지부 현판식

2006. 01. 01 2대 강대열 회장 취임

2006. 02. 01 회장단, 총장님과 간담회

2006. 02. 12  ‘제 2회 경사인의 밤’행사 개최(한솔동의

보감, 650여 명 참석)

2006. 02. 18  2005전기 학위 수여식(평화의전당, 공로패 

12명 시상)

2006. 03. 01  2006전기 입학식(평화의전당, 장학금 540

만 원 전달)

2006. 03. 18 총동문회 워크숍 개최

2006. 03. 28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비영리 법인등

록(204-82-65839)

2006. 05. 13  모교 대동제 참석 격려 및 스승의 날 행사 

진행

2006. 07. 01  몽골 울람바트르대학 방문 및 봉사활동(회

장, 사무총장)

2006. 07. 20 총동문회 ID 발급(khcual, khcual1)

2006. 08. 19 연합임원수련회 개최(철원 한탄강, 경희레저)

2006. 10. 01  총동문회 사무실 입주(회기역 우용 오피스텔)

2006. 11. 19  제 3대 총동문회 회장 임귀순(미디어문예

창작학과02) 당선

2006. 12. 16 ‘제3회 경사인의 밤’행사(크라운관)

2007. 01. 20 사무실 입주 및 신년하례 및 이·취임식

2007. 02. 24 2006전기 졸업식 참석(공로패 10명 시상)

2007. 03. 01  2007전기 입학식 참석(입시공로 장학금 

시상)

2007. 04. 07~09    제 1회 글로벌워크숍(일본지부-지부장

강진구), 초청교수 포함 총 31명 참석

2007. 05. 24  사무실 확장 이전(쌍문역 삼성쉐르빌 1313

호)

2007. 07. 14~15  하계수련회 개최(철원 한탄강, 경희레저)

2007. 11. 18  제 1회 추계등반대회 개최(수락산 및 고향

산천)

2007. 12. 31 총동문회 장학금 66,345,300 원 적립

    총동문회 베트남지부 설립(지부장-윤상호,  

  E-비즈니스학과01)

    총동문회 중국지부 설립(지부장-민삼기,   

  중국학과03)

2008. 02. 16  ‘제4회 경사인의밤’행사 개최(분당 코리아

디자인센터)

2008. 03. 01 2007전기 졸업식 참석(공로패 11명 시상)

2008. 05. 03  제 2회 글로벌워크숍 및 총회(베트남지부-

지부장 윤상호) 모교 교수님, 교직원 동참

2008. 08. 09~10 하계수련회 개최(철원 한탄강)

2008. 08. 23  2007하계 졸업식 참석(평화의전당, 공로패 

7명 시상)

2008. 09. 01  총동문회 미국지부 설립(지부장-김판호, 

자산관리학과08)

2008. 09. 11 모교 총장과 간담회(모교 총장실 및 김치원)

2008. 11. 01 제 4대 총동문회 회장 임귀순 당선(연임)

2008. 11. 11~12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및 총회 겸 등반대회

(연천 28사단 일대)

2009. 02. 13  ‘제5회 경사인의 밤’행사 개최(양재동 엘

타워, 그랜드 홀)

2009. 05. 09~10   춘계등반대회 개최(지리산호텔, 신정철-

자산관리학과03 운영)

2009. 05. 30~31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부안, 유임영 이사 

댁)

2009. 08. 15~16   하계수련회 및 갯벌체험(안면도 대야마을)

2009. 08. 22 2009후기 입학식 참석(장학금 3명 지급)

2009. 08. 29  2008후기 학위 수여식 참석(공로패 11명 

시상)

2009. 11. 14~17   ‘제3회 글로벌 워크숍’(중국지부-지부장 

민삼기, 황산)

2010. 02. 19 ‘제6회 경사인의 밤’행사 개최(평화의 전당)

2010. 02. 20  2009전기 학위수여식(평화의전당, 공로패 

9명 시상)

   학과별 1명씩 총19명 장학금 지급

   자랑스러운 경사인상 시상, 교수부문 권문택

2010. 03. 15  노인복지시설 격려방문, PDP TV증정(파

주사랑의 쉼터, 사회복지학과 김영인 동문 

운영)

2010. 03. 20  영남학생회 신, 편입생 환영식 격려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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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4. 02~03   개성공단 워크숍(최동남 사무총장 사업

체)

2010. 04. 10~11  대전충청 학생회 MT 격려방문

2010. 05. 28~31 ‘제4회 글로벌 워크숍’(필리핀)

2010. 07. 24~25   하계수련회(실미도·무의도 갯벌 체험 

등)

2010. 08. 21  2009후기 학위수여식 참석(평화의 전당, 

공로패 6명 시상)

2010. 11. 13 추계등반대회 (계룡산, 계룡스파텔)

    임시총회 개최(대전충청학습관, 제5대 총  

  동문회 회장 임귀순 당선, 연임)

2011. 01. 22  신년교례회 및 워크숍(양평 EM체험관, 안

윤영 부회장 운영)

2011. 02. 19  2011전기 학위수여식(평화의 전당, 공로패 

14명 시상)

   ‘제7회 경사인의 밤’행사 개최(평화의 전당)

     자랑스러운 경사인 상 시상 및 재학생 장

학금 21명 지급

2011. 05. 13  제주 동문·학생총회 참석(모교 기획협력

처장 등 참석)

2011. 05. 21 모교 개교 10주년 행사 참석

2011. 06. 02~05   ‘제5회 글로벌 워크숍’(홍콩, 마카오, 심

천)

2011. 07. 31  일본 동문·학생 총회 참석(신주쿠, 신오쿠

보 지역센터)

2011. 08. 06~07   모교 개교 10주년 범경사인 하계수련회

(철원 한탄강, 경희레저)

2011. 10. 29~30   모교 개교 10주년 범경사인 추계등반대

회(대둔산, 계룡스파텔)

2011. 11. 12  일본지부 제2기 출범식-신오쿠보 지역센

터(지부장-여가옥, 한국어문화학과06)

2011. 11. 19  영남지부 임명장 수여 및 모교 대학원 입

시 설명회 참석

2012. 01. 07  신년하례회 및 상벌위원회(대전 계룡스파

텔)

     2012년도 상벌위원장 선임-조성환 대전충

청본부장

2012. 02. 17  ‘제8회 경사인의 밤’행사 개최(양재 엘타

워그랜드홀) 

   총동문회보 창간

2012. 02. 18 2012전기 학위수여식-평화의전당

2012. 03.  04  일본 졸업 축하 및 신입생 환영회-신오쿠

보지역센터

2012. 03. 24  영남지부 신입생 환영회 및 졸업 축하 행

사-영남지부

2012. 05. 10~13   ‘제6회 글로벌 워크숍’-베트남 지부

2012. 06. 23 농촌 체험-양평 EM체험관

2012. 07. 01 총동문회보 2호 발간

2012. 08. 11~12   하계수련회-인제 하추리 농촌 생태학교

     제 6대 총동문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조성환 대전충청본부장

2012. 08. 18 2012후기 학위수여식-평화의전당

2012. 10. 25 부총장직무대행 안병진 교수와 임원 간담회

2012. 11. 17~18   추계등반대회-계족산 황토길

   임시총회-제6대 임귀순 총동문회장 당선

   부총장직무대행 안병진 교수님 특강

     일본 동문 학생 총회 참석(신주쿠, 신오쿠

보 지역센터)

2012. 12. 07~09   일본 ‘지식나눔콘서트’참석(동경교육원)

2013. 01. 21 총동문회보 3호 발간

2013. 02. 23  2012년 전기학위수여식(평화의 전당) 공로

패 9명 시상

2013. 02. 25 전체구성원 연찬회 참여(모교 청운관)

2013. 03. 02 일본학생회 일본본부 신입생 환영회 참석

2013. 03. 23  호남지역 특강 및 호남 학생,동문 간담회 

참석

2013. 03. 30  제주 학생,동문 총회-양금선(자산관리학과 

06) 제주본부장 선출

2013. 04. 27  영남지역 특강 및 MT 격려 방문(부산 송정

관광호텔)

2013. 05. 11  대전,충청지역 특강 및 격려 방문(대전충청

학습관)

2013. 05. 25 모교 대동제 격려 방문

2013. 06. 29~30   농촌봉사활동 농촌체험(양평 EM체험관)

2013. 07. 01 제4호 총동문회보 발행 및 발송

2013. 07. 10 전액 장학생 2명, 반액장학생 4명 선발

2013. 08. 17~18   2013하계수련회 및 안보견학(경희레저 & 

철원 비무장지대)

2013. 08. 24  2012후기 학위수여식 참여(평화의 전당)-

공로패 시상(2명)

2013. 10. 12~13   2013총동문회 등반대회 및 안병진 부총장 

특강(전북해양학생수련원)

2013. 11. 14~18   제7회 글로벌워크숍-태국본부 발족:  

권현숙(한국어문화학과07) 본부장 선출

2014. 01. 15 총동문회보 제5호 발간

2014. 02. 13  대전충청 특강 및 지역학습관 활성화 토론

회(대전학습관)

2014. 02. 15  제13대 총학생회 LT 격려 방문

   (강원홍천 가람밸리리조트)

2014. 02. 22  졸업식 축사 및 공로패 시상(7명), 장학금 

전달

2014. 03. 02 제주학생본부 간담회

2014. 03. 08 일본본부 특강 및 신편입생 환영회

   (도쿄 미가타 지역센터)

2014. 03. 22 재학생 엠티 격려 방문

   (노인복지학과, 한국어문화학과)

2014. 04. 10 농촌봉사활동 : 양평 효소 판매

2014. 05. 10 영남특강 격려 방문(영남학습관)

2014. 05. 13 경희대학교 개교65주년 경희인의 밤 참석

2014. 06. 07 농촌봉사활동(양평 EM체험관)

2014. 06. 27 제주 특강 및 제주학생 동문 총회

2014. 08. 01 총동문회보 제6호 발행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2014. 08. 09 하계수련회 및 철원안보탐방

2014. 09. 25 말레이시아 글로벌 워크숍

2014. 10. 24 2014년 등반대회

2015. 02. 01 총동문회보 제7호 발간

2015. 02. 14 제9회 경사인의밤 행사 개최

2015. 02. 15 졸업식 축사 및 공로패 시상(7명)

2015. 05. 04  전체(총동문회, 총학생회, 대위원회, 지방학

생회) 대표자 회의

2015. 06. 20 농촌봉사활동(양평 EM체험관)

2015. 08. 01 총동문회보 제8호 발간

2015. 08. 09 하계수련회

2015. 08. 29  2014년 후기 학위수여식 공로패 시상(8명), 

장학금 전달(2명)

2015. 09. 17 경기북부동문회 출범식

2015. 11. 07 2015년 등반대회 및 안보견학014. 10. 24

2016. 01. 07 경희총동문회 신년하례회 참석

   (소공동 롯데호텔)

2016. 01. 20 총동문회보 제9호 발행

2016. 02. 27 2015년 전기 학위수여식 공로패 시상

2016. 03. 19 호남학습관 이전 개관식

2016. 04. 02  대전충청 신,편입생 환영 및 특강 격려 방

문(대전충청학습관)

2016. 04. 09 ~ 10   영남학생회, 동문회 엠티 격려 방문 

(미우라반도)

2016. 05. 02 조인원총장 총동문회장 간담회

2016. 05. 11 ~ 14   2016년 글로벌워크숍(필리핀 민도로)

2016. 05. 28 경희 총장배 골프대회 참석

2016. 06. 04 대전충청 입시 홍보(대전, 충청학습관)

2016. 06. 17 군 간부 엠티 및 입시 홍보(철원 승포회관)

2016. 06. 18 농촌체험 및 농촌 돕기(양평 양동 EM체험관)

2016. 06. 25 영남입시홍보 및 특강(영남학습관)

2016. 07. 01 총동문회보 제10호 발행

2016. 07. 02 호남입시홍보 및 특강(호남학습관)

2016. 08. 20 ~ 21   제10회 하계수련회 및 안보체험 

(5포여단 및 한탄강)

2016. 10. 29 ~ 30   제10회 등반대회 및 구성원 입시 출정식 

(민통선 두루미자는 마을)

2016. 11. 06  일본특강 및 입학설명회(도쿄 동경한국인

학교 초등부강당)

2016. 11. 26  대전충청 특강 및 입시설명회(대전충청학

습관)

2016. 12. 17 호남특강 및 입시설명회 호남학습관

2017. 01. 11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신년교례회 소공동 롯

데호텔 3층

2017. 03. 01 제8대 박원일 총동문회장 취임

2017. 03. 11 제10회 경사인의밤 개최

2017. 04. 26 제1회 골프대회 개최

2017. 10. 19 경희사이버대 총동문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2017. 11. 23  경희대 총동문회 경희인의밤 참석(소공동 

롯데호텔)

2018. 01. 11~14   베트남 호치민동문회 총회

2018. 01. 19  신년교례회 개최(롯데호텔-소공동)-“경희인 

상” 및 “공로상” “단체상” “경희가족상” 시상

2018. 04. 12 상임이사회 개최

2018. 04. 21~22   2018 봄 총동문회 MT

2018. 04. 26  2018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롯데호텔 

소공동)

   - 제29대 권오형 총동문회장 선출

2018. 05. 04 제2회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골프대회

2018. 06. 09  다송매봉사단과 함께하는 경희사이버대학

교 총동문회 자원봉사

2018. 08. 18~19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하계수련회

2018. 08. 25 2018 후기입학식 및 졸업식

2018. 10. 13 경희사이버대학교 대동제

2018. 12. 01 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송년회

2019. 02. 16 제18대 총학생회 현판식 및 출범식

   제18대 총학생회 LT(1박 2일)

2019. 02. 23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축사 및 공

로패 수상

2019. 02. 28  제8대 총동문회 박원일 회장 임기 종료

2019. 03. 02  제18대 총학생회 연합 엠티(원코리아리조트)           

- 후원금 지급

2019. 03. 29  임원 LT(강촌 밸리클럽 펜션)

2019. 04. 21  제9대 총동문회장 선거 

2019. 05. 08  제9대 총동문회장 재임 확정

2019. 05. 11  제18대 총학생회 대동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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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원도 고성)

2019. 07. 13 상담심리학과 총동문회 임원 참여

2019. 08. 24 후기 학위수여식 축사 및 공로패 수상

2019. 09. 21  관광레저경영학과 MT 참여

2019. 11. 16  하반기 연합엠티 임원 참가 및 후원금 지급

2019. 11. 19  총학생회 캄보디아 후원금 지급

2019. 11. 21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임명식 초청

2019. 11. 23  호남학습관 개관 기념 특강 및 입학설명회 

참여

2019. 11. 23  제6회 중국어학과의 밤 총동문회 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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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조직도

경희대학교 총동문회는 2019년 현재 동문 총수가 약 

31만여 명이며, 동문 모두가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로 

입법, 사법, 행정부를 위시하여 사회 각계의 지도급 인사로 

활약하면서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1955년 4월 송경서 회장을 중심으로 전

문부 동창회가 창립된 이래 2~3대 유철, 4~6대 최두고, 

7~10대 강성국, 11~12대 김정렬, 13~16대 이병희, 17~19

대 정동성, 19~20대 정태류, 21~22대 박상동, 23~24대 

박찬법, 25~26대 이봉관 동문, 27~28대 김성호 동문 등

이 역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권오형 동문이 29대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2020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는 제30대 이송 동문이 

총동문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회원간의 화합

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장학재단의 설립 운영, 모교 발전기

금 모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문회보를 발행하여 국

내외 동문들에게 배포하는 등 동문 상호간의 원활한 커뮤

니케이션을 돕고 있다.

총동문회는 해마다 경희인의밤, 등산대회, 골프대회, 바

둑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졸업생들의 모교 사랑 정신

을 일깨우고 있으며, 매년 1월 초에 신년교례회를 개최하

여 동문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또한 경희정신을 대내외에 

드높인 동문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경희인상”, “공로상” 및 

“단체상”과 ‘경희가족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밖에 총동문

회는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등의 동문 행사를 지원하

고 해외 동문회를 방문하는 등 동문회 활성화와 동문 간의 

다각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1999년 12월 28일 출연금 5억원으로 재단

법인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회”를 설립하여 2019년 현재 

총 31억 원의 기본 재산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이자 소득

으로 매년 약 7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모교 재학생에게 지

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3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든 동문들이 동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총동문회와 모교 소식은 물론 동문 간의 의사 전달을 활발

히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2005년 7월 14일 종로구 권농동에서 총동

문회장을 비롯한 모교 총장과 총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회관 준공 기념 행사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동문들의 발전은 곧 모교 발전이고, 모교 발전은 

동문들의 명예라는 기본 이념으로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장학사업 및 경희의료원

을 비롯한 동문 경영 사업체와 제휴한 동문 우대 혜택 사

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교를 세계의 명문 대학으로 발전

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단과대학별 동문회와 학과동문회, 여성동

문회, ROTC동문회 및 대학원 동문회, 지역동문회, 그리고 

북미주동문회(뉴욕, 남가주,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필

라델피아, 토론토 등 북미주지역)를 비롯한 독일, 중국, 일

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해외동문회 그리

고 다수의 직장별, 모임별 동문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율곡로 110 (권농동) 경희대학교 동

문회관

•전화번호 ： 02-744-8854~6 (FAX：02-744-0067)

•홈페이지 ： http：//www.khua.or.kr

•이메일 ： khua2001@hanmail.net

▶ 조   직

명예회장

권오형 (경영65, 제29대 회장)

문재인 (법학72, 대한민국 대통령)

조인원 (정외73,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한균태 (신방74, 제16대 경희대 총장)

회장

이  송(의학 74)

감사

최용원(경영85), 안철현(법학88)

고문

김인동(법학56), 정태류(법학58), 박상동(한의58), 이건수(정

외60),장현수(상학60),길자연(한의60), 양승권(상학60), 박

찬법(정외63), 김병묵(법학64), 김성호(신방65), 조병태(체육

65), 이봉관(상학66), 정세균(박사00,명예고문), 박영선(지리

78,명예고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 최평규(기계71)

부위원장 ： 박성재(정외58), 이애라(법학66), 강수완(행대원), 

김봉구(경제67), 신용섭(행정68), 박창규(정외68), 임춘

식(국문69), 최재영(경영71), 이병수(경영71), 윤도준(의학

72), 오환섭(기계72), 김남윤(체육72), 염상국(경영76), 정

종태(정외76)

자문위원 ： 양한호(상학61) 외 218명

명예자문위원 : 국회의원 신동근(치의81), 김병기(철학81), 김

태년(행정84), 정찬민(체육84), 박홍근(국문88), 천준호

(사학89), 고민정(중국어98), 용혜인(정치외교학 09)

수석부회장 : 이창식(법학74), 안준호(체육75), 이원석(의학

76), 김성수(의학76), 신문호(의학76), 손영진(의학76,여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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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총동문회

- 골프대회, 걷기대회 행사 개최

－정기총회, 상임이사회, 단과대학 동문회장, 주요단체장 

연석회의

－ 총동문회 회장단이 매년 미주 동문회 총회 참가, 해외 

동문 격려

－ 모교 각종 행사 및 단과대학 또는 지부지회 동문 행

사 참가

－ 직능별 동문 모임 등 수시 개최

－ 타 대학 동문회와의 교류를 위한 행사 참가

▶ 연혁 및 활동

1955. 04.  경희대 동창회(전문부) 창립총회 개최,   

 초대 송경서 회장 취임

1955. 05. 24 제1차 이사회 개최

1958. 04.  제2대 대의원 정기총회 개회, 

 제2대 유철(법2회) 회장 취임

1958. 05. 모교 내에 동창회 사무실 설치하고 

 상임간사 2명을 상주케 함

1960. 03. 25 대학원 출신을 정식 본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함

1960. 10. 최초 동창회 회원 명부 발간(국판 100면,

 전문부와 제8회까지의 회원명단 게재)

1962. 08. 15  박철암 외 동문 3명 히말라야 원정대 파견

1964. 11.  매월 회원에게 안내장 발송하여 한일관에

서 월례회 개최 시작

1965. 09. 재경동문명부 발간(포켓판 94면)

1967. 07. 01  제2차 이사회에서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

회 설립을 결의

1968. 04. 18   이사회에서 제1차 장학기금 100만 원을 조

성하기로 의결(50만 원은 동창회기금으로 

나머지 50만 원은 모금하여 개교 20주년 

해인 1969년부터 지급하기로 함)

1971. 07. 12  경희동문록 발간(국판 630면, 19회까지의 

회원 명부 수록) 

1975. 02. 종신회비 제도 신설 시행(회비 1만 원)

1976. 01. 20 제1회 경희인의 밤 행사 개최(시민회관)

1976. 05. 10 경희동창회 요람 발간

1978. 08.  경희동문록 발간(4×6배판, 400면 26회까

지의 회원 명부 수록)

1979. 09. 21 경희회보 창간호 발행(타블로이드판 8면)

1982. 08. 08  여성동문회 창립총회 개최  

(회장 김상혜, 법 11)

1984. 04.  경희동문록 발간(4×6배판, 900면 

 29회까지 동문 주소, 색인 등 수록)

1984. 12. 21 ’84 경희인의 밤 행사 개최

1987. 07. 동창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모금 활동 개시

1990. 04. 20  정동성 동문 체육부장관 취임 축하연 개최

1993. 08. 10 모교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기금 

 100억 원 모금 시작

1994. 04. 23 제10회 졸업 동기 홈커밍데이 개최

1994. 05. 30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제17대 회장에 

 정동성 동문 선출

1994. 06. 20 경희동문록 발간(4X6배판 총 1950면, 

 1994년 42회 졸업생까지 수록)

1995. 03. 16 94년도 이사회 개최(상공회의소 12층) 

  평생회원제도 신설, 평생회비 20만 원으로 

결정

1995. 4. 10 동문회보 편집 업무 사무국으로 이전

1995. 12. 13 ’95경희인의 밤 행사, ‘경희인상’ 및   

 ‘공로상’ 시상

1996. 11. 05 ’95 제2차 이사회의 및 회보 100호 

 기념 자축연(타워호텔)

1996. 12. 12 ’96 ‘경희인의 밤’ 행사 개최(롯데호텔) 

 참석 인원 약 1,000명

1998. 05. 26 98년판 경희동문록 발행

1999. 05. 08 개교 50주년기념 홈 커밍 데이 행사

 (서울캠퍼스)

1999. 05. 18  개교 기념식 (노천극장)

   조영식 학원장께 50주년 기념 금제 교시

탑 트로피 봉정

1999. 09. 30  제2차 이사회의 및 임시대의원총회(롯데호

텔)제19대 회장 정태류(법 10) 동문 선출

1999. 11. 25  모교와 ‘평화의 전당’ 의자에 동문 이름 

넣기 운동 전개 협의

1999. 12. 15 (주)Cywold와 총동문회 홈페이지 개설 계약

1999. 12. 28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경희

대학교총동문장학회 설립 허가 취득

2000. 01. 11  신년교례회 및 경희인상 시상식(롯데호텔)

2000. 04. 11  총동문회 홈페이지 도메인 (www.khua.

or.kr) 등록

2000. 04. 27 이사회의 및 대의원총회(롯데호텔)

 제20대 총동문회 회장에 정태류 회장 선출

2000. 09. 21  총동문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행사

(본관 2층)

2000. 10. 28 ‘경희가족의 날’ 행사 개최(평화의전당)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축하패 전달 

2001. 11. 15  2001 경희인의 밤 행사 및 경희인상 시상

식(롯데호텔)

2002. 02. 07 미주지역 총회 및 제6회 동문골프대회 

 참가 (2.9~2.10 하와이)

2002. 04. 30  2002년도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엠버서더

호텔) 

 제21대 총동문회장 박상동 동문 취임

2002. 07. 05  월드컵 4강 공로로 이운재(체육44) 동문에

게 행운의 열쇠 수여 및 축하연(크라운관)

2002. 07. 09  21대 회장단 상견례 및 6.13 지방선거 당

선자 축하연

2002. 09. 16  총동문회 수재의연금 1,000만 원 협찬 

(KBS방송국)

2002. 11. 21  2002 경희인의 밤 행사 및 경희인상 시상

Ⅶ경희사이버대학교 관련기관

성), 김현태(호경78), 안민호(치의78), 조선령(행대원),이

병준(약학80), 안병조(토목80), 조영조(영교80), 전경식

(관경82), 전영덕(체육82), 문주현(회계83), 이세준(행대

원98), 김진돈(한의85), 후보 이만희(지리78), 후보 신진

영(경영83)

사무총장 : 조용현(의학78)

부 회 장：김재근(경영92) 외 218명

이사：전준식(중문49) 외 3천여명

사무처장： 제1사무처장 김상영(경제80), 제2사무처장 최원

녕(법학82)

기획위원 : 김세흥(국문77)

사무국장 ： 김용석(경영85)

▶ 역대 총동문회장

제1대(1955. 4~1958. 4) 송경서(전문부)

제2대(1958. 4~1960. 9) 유  철(법학50)

제3대(1960. 4~1963. 4) 유  철(법학50)

제4대(1963. 4~1968. 9) 최두고(영문49)

제5대(1968. 9~1970.12) 최두고(영문49)

제6대(1970.12~1973.12) 최두고(영문49)

제7대(1973.12~1976. 5) 강성국(법학51)

제8대(1976. 5~1978.12) 강성국(법학51)

제9대(1978.12~1980. 4) 강성국(법학51)

제10대(1980. 4~1982. 4) 강성국(법학51)

제11대(1982. 4~1984. 4) 김정열(법학51)

제12대(1984. 4~1986. 4) 김정열(법학51)

제13대(1986. 4~1988. 4) 이병희(정외55)

제14대(1988. 4~1990. 4) 이병희(정외55)

제15대(1990. 4~1992. 4) 이병희(정외55)

제16대(1992. 5~1994. 5) 이병희(정외55)

제17대(1994. 5~1996. 5) 정동성(체육58)

제18대(1996. 5~1998. 5) 정동성(체육58)

제19대(1998. 5~1999. 8) 정동성(체육58)

제19대(1999. 8~2000. 4) 정태류(법학58)

제20대(2000. 4~2002. 4) 정태류(법학58)

제21대(2002. 5~2004. 4) 박상동(한의58)

제22대(2004. 5~2006. 4) 박상동(한의58)

제23대(2006. 5~2008. 4) 박찬법(정외63)

제24대(2008. 5~2010. 4) 박찬법(정외63)

제25대(2010. 4~2012. 4) 이봉관(상학66)

제26대(2012. 4~2014. 4) 이봉관(상학66)

제27~28대(2014. 4~2018. 4) 김성호(신방65)

제29대(2018. 4~2020.10.11) 권오형(경영65)

제30대(2020.10.12~현재) 이  송(의학74)

▶ 주요 사업

1) 회원 관리

－ 각 단과대학, 대학원 동문회별, 지부, 지회, 과별, 직장

별, 모임별 동문 현황 및 변동사항 조사, 동문 거주지 

및 연락처 변경사항 관리

－ 동문들의 회원 관련 문의사항 조회 응답

－ 해외 동문 활동 지원 및 매년 회장단 해외 동문 격려 

방문

－ 지부·지회 조직, 활동 직능별 조직 관리 및 활동 지원

2) 총동문회보 발행

－ 동문 개인 주소로 우송 동문회 소식, 모교 소식, 각급 

동문회 활동 및 현황 등 수록 동문 칼럼 또는 특별기

고 기사 및 주요 동문 동정 소개 

－ 각 단과대학 동문회 및 직장별, 과별 명예기자 제도 

운영

3) 홈페이지 및 경희총동문회 유투브 “목련방송” 

－ 홈페이지 주소：www.khua.or.kr 

－ 내용：회원 관리 시스템, 뉴스 관리 시스템, 디렉토리 

검색엔진 시스템 등

－ 유투브：유투브에서 목련방송을 실행하여 관련영상 및 

라이브채널 이용

4) 장학사업 

－ 1999년 재단법인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회 설립 

－ 2018년 3월 현재 장학재단 기금 31억원 적립 

－ 매년 2회 학부 재학생 40여 명에게 장학금 각 200만 

원 지급 

－ 매년 2회 대학원 재학생 약간 명에게 연구비 각 300

만 원 지급

－ 매년 2회 외국인 재학생 약간 명에게 장학금 각 150

만 원 지급

5) 동문카드 발행 

－ 동문회비를 납입한 동문들에게 2003년 3월부터 경희

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남한방병원 및 동문

변호사, 동문경영학원, 기타 동문경영 사업체 등과 동

문 우대 협약을 체결하고 동문카드를 가진 동문들에

게 일정 비용의 감면 혜택 시행 중

－ 총동문회에서 동문 ID카드 발급(신청 양식은 총동문

회 홈페이지 참조) 

6) 모교행사 및 특별 사업 지원 

－ 모교 각종 행사에 회장단 참석 및 동문 참여 독려 

－ 재학생 서울 국제 캠퍼스 대동제 행사 지원 

－ 모교 교수 친목 체육대회 등 지원 

－ 모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 

－ 기타 모교 주요 행사 지원 

7) 모교 관련 학사 건의 등 

－ 주요 학사 문제에 관한 건의 

－ 학사 관련 조정 역할 

8) 동문 및 모교 경조사 관리 

－ 동문 경조사, 모교 행사 축하 또는 조의 

－ 의무 이행 이사진에게 경.조화 전달 

－ 승진, 사업 확장 및 이전 등 축하 

9) 기타(2020 및 2021년은 코로나 사태로 재조정 불가피) 

- 매년 1월 신년교례회 개최 

   “자랑스러운 경희인 상” “공로상” “단체상” 

 “경희가족상” 시상

- 매년 1,000여명이 참가하는 “경희인의 밤”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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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5. 17 개교 60주년 기념 해외 동문 모교 방문

2009. 05. 18  제7회 총동문 골프대회 (아시아나CC. 240

명 참가)

2009. 05. 19  개교 60주년 기념 “2009 경희인의 밤” 행

사 개최 (롯데호텔)

    － 해외 동문 등 1,200여 명 참여

2009. 09. 16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주요단체 실무책

임자 연석회의(다우)

2009. 09. 17  여성동문회 단체별 회장,총무 연석회의(노

보텔앰배서더강남)

2009. 10. 24 제5회 총동문 등산대회(도봉산)

2009. 12. 02 “경희인상” 심사위원회(동문회관)

2010. 01. 13  신년교례회 개최(롯데호텔) -“경희인 상” 

및 “공로상” 시상식

2010. 04. 22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제25대 회장 

이봉관(상학66) 동문 선출

2010. 05. 18  제8회 총동문 골프대회 (앨리시안 강촌CC. 

200명 참가)

2010. 06. 19 제14차 북미주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뉴욕)

2010. 07. 05  총동문회 제25대 집행부 출범식(조선호텔)

2010. 09. 03  총동문회 분과위원장 연석회의(압구정 현

대백화점 5층)

2010. 09. 09 총동문 장학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2010. 10. 23  제6회 총동문 등산대회(도봉산, 1200여명 

참석)

2010. 11. 06  제1회 경희가족 바둑축제(모교 네오르네상

스관)

2010. 11. 16  조직분과위원회 주관 임원간담회 개최(역

삼동 포에버리더스)

2010. 11. 24 지역동문회 연합 모임(동문회관)

2010. 12. 15 “경희인 상” 심사위원회(동문회관)

2011. 01. 14  신년교례회 - “경희인 상”, “공로상”, “단체

공로상” 시상식

2011. 02. 22  경영회계분과위원회 주관 임원사교한마당 

개최(역삼동 포에베리더스)

2011. 03. 12  제2회 경희가족 바둑축제(모교 네오르네상

스관)

2011. 03. 23 총동문회 상임이사회(서울클럽)

2011. 04. 09 각 단체 실무책임자 등산모임(청계산)

2011. 04. 26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롯데호텔-소공

동)

2011. 05. 18  제9회 총동문 골프대회(앨리시안강촌CC)

2011. 07. 22~23  제15차 북미주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시

애틀)

2011. 09. 28 각 단체 실무책임자 모임(꽃담화로)

2011. 10. 22 제7회 총동문 등산대회(도봉산)

2011. 11. 24  “2011 경희인의 밤”행사(롯데호텔-소공동)

2011. 12. 23  총동문회·경희대학교의료기관 진료협약 

체결식(경희의료원)

2011. 12. 26 “경희인 상”심사위원회(스시꼬)

2012. 01. 12  신년교례회 - “경희인 상”,“공로상”,“단체

공로상”,“경희가족상”시상식

2012. 03. 19 총동문회 고문회의(롯데호텔)

2012. 03. 22 상임이사회(서초동 타워차이)

2012. 04. 14  제3회 경희가족 바둑축제(모교 네오르네상

스관)

2012. 04. 26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롯데호텔) -제

26대 회장 이봉관(상학66)동문 선출

2012. 05. 18 제10회 총동문 골프대회(88CC)

2012. 06. 14  총동문회 제26대 집행부 상견례 겸 위촉장 

수여식(사초동 타워차이)

2012. 08. 22~27  제16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

(라스베가스)

2012. 09. 10 2012년도 장학증서 수여식(동문회관)

2012. 10. 20 제8회 총동문 등산대회(도봉산)

2012. 11. 15 “2013 경희인의 밤”행사(롯데호텔)

2012. 12. 10 “경희인 상”심사위원회 개최(스시꼬)

2013. 01. 09  신년교례회 개최(롯데호텔) -“경희인 상”및 

“공로상”“단체상”시상식

2013. 04. 13  제4회 경희가족 바둑축제(모교 네오르네상

스관)

2013. 04. 25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동문회관)

2013. 08. 01~13  제17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

(캐나다 밴쿠버)

2013. 09. 03  2013년도 총동문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

식(모교 대회의실)

2013. 10. 19 제9회 총동문등산대회(도봉산)

2014. 01. 08  신년교례회 개최(롯데호텔) -“경희인 상”및 

“공로상” “단체상” 시상식

2014. 03. 19 상임이사회 개최(섬유센터 17층)

2014. 03. 31 총동문회 고문회의(스시꼬)

2014. 04. 24  2014년도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롯데

호텔)

 - 제27대 김성호(신방65) 총동문회장 선출

2014. 05. 13  개교 65주년 기념 "경희인의 밤" 행사(롯데

호텔)

2014. 05. 12~19  개교 65주년 기념 “해외동문 모교 방문”

  - 제18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  국제캠퍼스·평창·울릉도·독도 방문 

후 모교서 마무리

2014. 07. 03 총동문회 제27대 집행부 출범식(동문회관)

2014. 09. 02  총동문장학회 201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모교 대회의실)

2014. 09. 20  제5회 경희가족 바둑축제(모교 네오르네상

스관) - 바둑TV 방영

 -  모교 재학생 수상자 11명에 장학금 총 

700만원 지급

2014. 10. 07  총동문회 임원 골프대회(앨리시안 강촌CC)

2014. 10. 08  각 단과대학(원), 학과, 지역, 주요단체 동문

회 실무책임자 모임(국도호텔)

2014. 10. 18 제10회 총동문등산대회(도봉산)

2014. 12. 02 “경희인 상” 심사위원회(스시꼬)

•경희대학교 총동문회Ⅶ경희사이버대학교 관련기관

식(롯데호텔)

2003. 03. 08  경희의료원과 동문 진료비 할인협정 체결, 

동문경영 사업체 100여 개사 참여

2003. 03. 13 씨티은행과 제휴카드 발행 협약 체결

2003. 03. 28  총동문회에 동문 ID카드 발급기 설치, 동문 

ID카드 발급 개시

2003. 07. 21  미주지부 동문골프대회(센프란시스코), 회

장단 참가

2003. 08. 20 2003 경희동문록 발행, 색인록 및 CD

2003. 09. 30  제1회 총동문골프대회 개최, 캐슬렉스

CC(동서울CC)에서 17개팀 경기

2003. 11. 19   2003 경희인의 밤 행사 및 경희인상 시상

식(롯데호텔)

2003. 12. 19  경희 가족을 위한 송년음악회 개최(평화의

전당)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경찰교향

악단 

2003. 12. 23  총동문회 회관 신축으로 인한 총동문회 사

무실 임시 이전

 -마포구 동교동 165-3 엘지팰리스 1517호

2004. 01. 02  시무식(사법시험 수석 합격한 차진석(법학

45회) 군에게 총동문회 축하패 수여)

2004. 05. 17  제2회 총동문골프대회(프라자CC) 개교 55

주년 기념 단과대학 및 해외동문 초청

2004. 07. 06  제22대 회장단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조

선호텔)

2004. 09. 02  경희비즈니스클럽 조찬회, 이봉관 회장 선임

2004. 11. 18   2004 경희인의 밤 행사 및 경희인상 시상

식(롯데호텔)

2004. 12. 16  제2회 경희가족을 위한 송년음악회 개최,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평화의전당)

2005. 01. 10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오픈

2005. 01. 11 신년교례회 개최(조선호텔)

2005. 02. 24 2005년 전기 장학금 수여식(모교 본관 2층)

2005. 04. 07 경희비즈니스클럽 조찬회(롯데호텔)

2005. 04. 28  2005 이사회 및 정기총회, 회칙 개정(롯데

호텔)

2005. 05. 12  경희 출신 행정공무원 모임(호텔롯데)

2005. 05. 16  스승의 날 기념 만찬(호텔롯데)

2005. 05. 19  제3회 총동문골프대회 개최, 100명 참가

(강촌CC)

2005. 06. 29  신축 동문회관 입주 (종로구 권농동 115-3)

2005. 07. 14 동문회관 준공 리셉션 개최

2005. 08. 11~13 북미주 동문회 총회 참가(워싱턴DC)

2005. 09. 06  총동문장학회 후기 장학금 및 교수 연구비 

지급

2005. 10. 08  제1회 총동문등산대회, 750명 참가(도봉산)

2005. 10. 11  경희인의 밤 행사 준비를 위한 확대회장단 

회의 개최

2005. 11. 24   2005 경희인의 밤 행사 및 경희인상 시상

식(롯데호텔)

2005. 12. 16  제3회 경희가족을 위한 송년음악회 개최

(평화의전당)

2006. 01. 09 신년교례회 개최(롯데호텔)

2006. 02. 23 2006년 전기 장학금 수여식

2006. 04. 25   2006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롯데호텔)

 제23대 회장에 박찬법 동문 선출

2006. 05. 18  제4회 총동문골프대회, 160명 참가(강촌

CC)

2006. 06. 13 박상동 명예회장 대학장 수여

2006. 06. 16~17  뉴욕·북미주지역 총회 겸 골프대회 참가

2006. 07. 12 제23대 임원상견례 및 위촉패 수여

2006. 09. 06 경희비즈니스클럽 조찬회(롯데호텔)

2006. 09. 06  총동문장학회 후기 장학금 및 교수 연구비 

지급

2006. 09. 12 제23대 임원수첩 발행

2006. 09. 27  경희인의 밤 행사를 위한 확대회장단 회의

2006. 10. 21 제2회 총동문 등산대회(도봉산) 850명 참가

2006. 11. 01 동문회보 창간 200호 기념호 발행

2006. 11. 16 2006 경희인의 밤 행사

2006. 12. 21  경희가족을 위한 송년음악회(평화의전당)

2007. 01. 24 신년교례회 개최(롯데호텔)

2007. 04. 24  2007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롯데호텔)

2007. 05. 15 제5회 총동문 골프대회 개최(강촌CC)

2007. 06. 26 경희비즈니스클럽 조찬회(롯데호텔)

2007. 06. 29 북미주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LA)

2007. 09. 28 확대회장단회의(롯데호텔)

2007. 10. 13 제3회 총동문 등산대회(도봉산)

2007. 10. 18  국제캠퍼스 비전 선포식, 경희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국제캠퍼스)

2007. 11. 13 2007 경희인의 밤 개최(롯데호텔)

2007. 12. 27 제5회 송년음악회(평화의전당)

2008. 01. 10 신년교례회 개최(롯데호텔)

2008. 03. 03 65년 입학동기회 창립총회

2008. 04. 22  2008년도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롯데호텔) 박찬법 총동문회장 연임

2008. 05. 08~11  2008 북미주동문연합 제12차 총회 및 골

프대회

2008. 05. 22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주요단체 동문회

장 연석회의 (동문회관)

2008. 05. 29 제6회 총동문골프대회 (강촌CC)

2008. 06. 11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주요단체 동문회 

실무책임자 연석회의(동문회관)

2008. 10. 18 총동문등산대회 (도봉산)

2009. 01. 15  신년교례회 개최 (평화의전당) － “경희인 

상” 및 “공로상” 시상식

2009. 02. 14  분당수지동문회 여성동문 워킹클럽 창립

2009. 03. 18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주요단체 동문회

장 연석회의 (동문회관)

2009. 03. 25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주요단체 동문회 

실무책임자 연석회의(동문회관)

2009. 04. 22  2009년도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동문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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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9  2020년도 상임이사회 개최(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호텔)

 -  고문단에서 적임자를 총회로 추천키로 

결의 

2020. 10. 06  2020년도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전자투표)

 -  이송(의학74),김해곤(체육74),전영덕(체육

82)후보 중 이송회장 당선

2020. 10. 12  제29대, 제30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소공

동 롯데호텔 37층 도림)

2020. 10. 13

2020. 11. 03 제30대 총동문회장 인수위원회 활동

 -  인수위원장 조선령(행대원),부위원장 김

재근(경영92), 위원 손영우(경영91)회계

사/홍순재(법학91)변호사/유민영(경제91)

대표 등

2021. 01. 12  제30대 총동문회 상임이사 내정 (자문위원

장 최평규외 223명)

2015. 01. 07  신년교례회 개최(롯데호텔) -“경희인 상”및 

“공로상”“단체상” “경희가족상” 시상

2015. 03. 19 상임이사회 개최(섬유센터 17층)

2015. 04. 23  2015년도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롯데

호텔)

2015. 05. 09  제6회 경희가족 바둑축제(모교 네오르네상

스관) - 바둑TV 방영

 -  모교 재학생 수상자 11명에 장학금 총 

700만원 지급

2015. 05. 28  제12회 총동문골프대회 개최(앨리시안 강

촌CC) - 220명 참가

2015. 07. 경희동문록 발간 (총3권)

2015. 07. 30 ~ 8. 10  

  제19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

(미국 필라델피아) 

 - 총동문회(한국)에서 36명참석 

2015. 08. 31  201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모교 대회의실) 

-  학부생 31명, 대학원생 5명, 사이버대생 

5명

2015. 09. 10  각 단과대학, 대학원, 학과, 지역, 주요단체 

동문회 실무책임자 모임

2015. 10.  31  제11회 총동문등산대회 

 - 모교 서울캠퍼스 투어(1,200여명 참석)

2015. 11.  25 2015 경희인의 밤 행사(롯데호텔)

2016. 01. 07 2016년도 신년교례회(롯데호텔)

 - “경희인 상” 및 “공로상” “단체상” 시상

2016. 03. 30 동문과 함께하는 동문회관 방문, 창덕궁

 - 창경궁 투어

2016. 04. 20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롯데호텔)

2016. 05. 26  제13회 총동문골프대회(앨리시안 강촌CC)

2016. 06. 16~18  제20차 북미주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

(미국 로스엔젤레스)

 -  총동문회(한국)에서 30여명 참석, 미국 

전역에서 300여명 참석

2016. 08. 31 201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모교 대회의실)

 -  학부생 32명, 대학원생 7명, 사이버대생 

3명

2016. 09. 24  제7회 경희가족 바둑축제(모교 네오르네상

스관)

 - 재학생 입상자에 장학금 지급

2016. 10. 08  제12회 총동문등산대회 겸 모교 국제캠퍼

스 투어(1,300여명 참석)

2017. 12. 05 “경희인 상” 심사위원회

2017. 01. 11 2017년도 신녀교례회(롯데호텔)

 - “ 경희인 상” 및 “공로상”, “단체상”, “경

희가족상” 시상

2017. 05. 11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겸 문재인 대통

령 당선 축하연(롯데호텔)

2017. 05. 23   개교68주년 기념 제14회 총동문골프대회

(엘리시안 강촌CC)

2017. 06. 11~14 일본동문회 창립총회- 도쿄 신주쿠

 -  총동문회(한국), 미국, 일본 전역에서 

100여 명 참석

2017. 08. 31  2017년도 장학증서 수여식(모교 대회의실)

 -  학부생 38명, 대학원생 2명, 외국인학생 

3명

2017. 09. 20   각 단과대학(원), 학과, 지역, 주요단체 동문

회 임원 및 실무책임자 연석회의

2017. 11. 23   2017 경희인의 밤 개최(롯데호텔) 1,000여

명 참석

2017. 12. 07 “경희인 상” 심사위원회

2018. 01. 09 2018년도 신년교례회(롯데호텔)

 -“ 경희인 상” 및 “공로상”, “단체상”, “경희

가족상” 시상

2018. 04. 26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소공동 롯데호텔)

 - 제29대 권오형 총동문회장 선출

2018. 05. 15  개교69주년 기념, 제15회 총동문골프대회

(엘리시안 강촌CC)

2018. 07. 19  제29대 총동문회 집행부 출범식(동문회관 

강당)

2018. 08. 29  2018년도 장학증서 수여식(동문회관 강당)

 - 41명의 장학생에 7천 9백만원 지급

2018. 12. 10 “경희인 상” 심사위원회

2019.  01. 10 2019년도 신년교례회(롯데호텔)

 -  “경희인 상” 및 “공로상”, “단체상”, “경

희가족상” 시상

2019. 04. 26  2019년도 상임이사회 및 정기총회(총동문

회 5층 강당)

 -  회칙개정,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 

심의 의결

2019. 05. 13  2019년도 개교 70주년 경희의 주간(5월13

일~5월18일)

 -  5월 13일 레미제라블 공연관람(모교 평

화의 전당:국내외 동문 다수)

 -  5월 14일 모교 총장 주최 해외동문 환영

만찬(모교 경영대학 오비스홀)

2019. 05. 16 개교 70주년 제 16회 총동문 골프대회

 - 엘리시안 강촌CC

2019. 05. 17  개교70주년 기념, 경희인의 밤(총동문회,총

학생회 공동주최 :모교 노천극장)

2019. 05. 18  해외동문대상 모교투어 및 총동문회장 만

찬(종로2가 문화공간 온)

2019. 07. 22  총동문회와 모교의 발전방안 토론 세미나

(종로2가 문화공간 온)

 - 오환섭/성기석교수 발제와 토론

2019. 08. 31  2019년도 장학증서 수여식(동문회관 강당)

 - 38명의 장학생에 7천 8백만원 지급

2020. 01. 08 2019년도 신년교례회(롯데호텔)

 - “경희인 상” 및 “공로상”, “단체상”, “경희

가족상” 시상

2020. 05. 25  2020년도 상임이사회 개최(동문회관 강당)

 - 성원정족수 미달로 개최연기

•경희대학교 총동문회Ⅶ경희사이버대학교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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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단법인 총동문장학회는 장학 대상자의 추천을 경희

대학교에 요청할 수 있다.

4. 장학금의 기탁자는 수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5. 기탁자가 장학재단이 요청하는 기간 안에 수혜 대상

을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선발 또는 추천권과 장학금 

수여권은 총동문장학회에 귀속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제한) 다음 경우의 학생에게는 장학

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학 중인 경우

2. 학업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3. 동일 학기 중에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받게 되는 

경우

4.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제7조 (연구비 지급 대상 교수의 선정 및 연구과제)

1. 재단법인 총동문장학회는 경희대학교 재직 교수에게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탁 또는 직접 선발할 수 

있다.

2. 연구 주제는 연구자의 자유 또는 총동문장학회가 지

정할 수 있다.

3. 선정된 연구 교수는 지정된 기간에 연구를 종료하여 

지정된 날짜에 전자우편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하여

야 한다.

4. 연구 결과는 필요에 따라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모임

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5. 연구 결과는 총동문회와 총동문장학회가 공동 발행하

는 회보에 전면 또는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 기간)

1. 장학금은 봄, 가을 학기에 나누어 지급한다.

2. 장학금은 동일 학생에게 학기별로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수연구비의 지급)

1. 교수연구비는 연 1회 가을 학기에 지급한다.

2. 교수연구비의 지급 기준은 경희대학교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기타)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

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일  부터 시행한다.

  

▶ 설립 취지

경희대학교총동문회는 모교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그동

안 총동문회 명의로 매년 지급하여 오던 재학생 장학금 지

급 방법을 개선하여 장기적이고 안정된 기금 확보와 우수 

학생의 지원과 아울러 학술연구 및 문화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학제도

를 실현하고자 한다.

장학재단은 동문 모두의 참여와 수혜를 전제로 확대 발전

시켜 나아갈 것이며 운영의 공정성과 재단의 견실성을 유

지하여 우리 경희 가족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조직 및 구성

이 사 장 ： 이  송(의학74)

이    사 ： 정재규(치의68), 양한호(상학61), 김지연(무용

67), 이기종(정외71), 정해영(화학74), 윤태영(의

학78), 문주현(회계83), 박성진(의학86)

감    사 ： 손영우(경영91), 홍순재(법학91)

사무총장 : 조용현(의학78)

사무처장 ： 김상영(경제80)

▶ 장학금 모금

• 장학금 종류

－ 기탁자 명의 장학금 : 장학금 출연 인사의 명의로 장

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 일반 장학금 : 소액 출연 장학금의 지로 또는 온라인

을 통한 수시 접수

• 장학금 약정 안내

－ 기탁자 명의 장학금은 5,000만 원 이상 가능

－ 5,000만 원 이하의 기금 신탁에 따른 해당 장학생의 

선발 또는 추천권과 장학금 수여권은 장학 재단에 

귀속

－ 추천 의뢰 통보를 받고도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때

에는 경희대학교총동문회가 추천권행사

• 장학금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

여 손금 인정 및 기부금 공제로 소득정산 가능

• 법인 명칭 ： 재단법인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회 

• 설립 일자 ： 1999년 12월 28일

• 02-744-8854~6 (FAX：02-744-0067)

• http://www.khua.or.kr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총동문회가 설립한 재단

법인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회(이하 총동문장학회라 한

다) 정관 제4조(제1항 장학금의 지급, 제2항 학술연구의 

지원)에 의한 장학금 및 연구비의 운영 관리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1. 일반장학금 : 재학생 일반에게 성적 및 생활정도에 따

라 일정액을 지급한다.

2. 연구장학금 : 각 급 대학원 재학생에게 성적 및 생활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특수장학금 : 문학, 예술, 체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

서 선발된 장래성이 기대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4. 기탁자 명의 장학금 : 효도, 장애인, 특기자 또는 특정 

학과 등을 지정하여 기부한 경우 이를 기부인이 지정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인에게 기탁자 명의로 지

급할 수 있다.

5. 지급 금액에 대한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장학금 및 연구비의 수혜 대상)

1. 경희대학교 및 각급 대학원 재학생

2. 경희대학교 교수

3. 5인 이상의 경희동문가족으로 총동문회로부터 ‘경희

가족상’을 수상한 동문의 자녀로 경희대학교 및 대학

원 재학생

제4조 (장학 기부금의 유형 및 관리)

1. 불특정 기부금 : 경희대학교총동문회 또는 개인이 특

별히 사용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시 출연하는 

기부금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재산 또는 기

본재산에 편입한다.

2. 특정 기부금 : 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지급 대상 등을 

지정한 경우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통재산 또

는 기본재산 편입을 결정한다.

3.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처리 :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

회는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한 손금 인정 및 기부금 공제로 소득정산

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1. 장학생은 재단법인 총동문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한

다.

2. 장학생 선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

한다. 

①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 

② 품행이 방정하고 선행 실적이 많은 학생   

③ 성적이 우수한 학생   

④ 특정 분야에 뛰어난 기량과 업적이 있는 학생   

⑤ 모교에 대한 애정이 있는 학생   

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희대학교 총동문장학회

•경희대학교 총동문장학회Ⅶ경희사이버대학교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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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제3절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2006.11.1)

제13조 삭제 (2006. 11. 1.)

제14조삭제 (2006. 11. 1)

제15조 삭제 (2006. 11. 1)

제16조 삭제 (2006. 11. 1)

제17조 삭제 (2006. 11. 1)

제3장  기     관

제1절임원

제18조(임원의종류와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

다. (변경 2004. 8. 31.)

 1.  이사 10명 (이사장 1인 포함) (변경 2006. 12. 6., 

2020. 6. 25.)

 2. 감사 2명 (변경 2006. 12. 6.)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1997. 7. 23.)

 1. 이사장 1명 (변경 2004. 8. 31.)

 2. 상임이사 1명 (변경 2004. 8. 31.)

 3. 상임감사 1명 (신설 2004. 8. 31.)

 ③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변경 2004. 8. 31.)

제19조(임원의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

으로 한다. (변경 2006. 11. 1.)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변경 2006. 11. 1.)

 ② 삭제 (2006. 11. 1.)

제20조(임원의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

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법

인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2006. 11. 1., 

2009. 7. 24.)

 ②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

다. (변경 2004. 8. 31.)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변경 2005. 10. 4.)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

여야한다. (변경 2004. 8. 31.)

 ⑤ 삭제 (2006. 11. 1.)

제20조의2(개방임원의정수)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에

서 정한 바에 따른 추천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1. 이사 : 3명

 2. 감사 : 1명

제20조의3(개방임원의자격) 개방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20조의4(개방임원의선임)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

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

다)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② 법인은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요청할 때 제20

조의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③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 

장관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2009. 7. 24.)

 ④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

임한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⑤ 삭제 (2008. 2. 18.)

제20조의5(추천위원회) ① 경희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추천

위원회를 두고, 위원정수는 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명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2명

3.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추천하는 자 

: 1명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

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변경 2008. 2. 18.) 

제21조(임원선임의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

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

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2006. 11. 1.)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

는 자라야 한다. (변경 1997. 7. 23.)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

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변경 

2000. 6. 29.)

 ⑤ 삭제 (2006. 11. 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11. 1., 2009. 7. 24.)

1. 관할청 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

이 경과한 자

3. 관할청 장관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선출방법과그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변경 2005. 10. 4.)

Ⅷ 부 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문화세계 창조와 인류사회의 평화

증진을 지향하는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

교육,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2006. 12. 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변경 2006. 11. 1.)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변경 1997. 12. 

31.)

1. 경희대학교

2. 경희사이버대학교 (변경 2008. 12. 3.)

3. 경희고등학교

4. 경희여자고등학교

5. 경희중학교

6. 경희여자중학교

7. 경희초등학교 (변경 1997. 7. 23.)

8. 경희유치원

제3조의2 (2008. 12. 3. 삭제)

제3조의2(개교기념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제3조의 

설치학교의 개교기념일은 5월 18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4.]

제3조의4(경희학원행사) ① 이 법인의 설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희학원 시무식·교례회, 개교기념일 행사, 의료

기관 개원식,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PBF)를 개

최한다.

 ② 제1항의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

다.[본조신설 2020. 12. 22.]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

기동 1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하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필요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

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08. 2. 18., 2009. 

7. 24., 2020. 12. 22.)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자산

제6조(자산의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

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변경 2008. 2. 18.)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

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2006. 11. 1., 2009. 7. 24.)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

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

다. (변경 1992. 8. 10.)

제2절회계

제9조(회계의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

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

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의 장은 

부속병원회계의 집행권을 부속병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10조(예산외의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

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2006. 11. 1., 2009. 7. 24.)

제11조(세계잉여금의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

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

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및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

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25.]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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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6. 11. 1., 변경 2008. 

12. 3., 2020. 12. 22.)

1. 경희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가. 교원 : 8명

나. 직원 : 5명

다. 학생 및 조교 : 4명

라. 동문·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4명

2.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가. 교원 : 5명

나. 직원 : 4명

다. 조교 : 1명

라. 학생 : 1명

마. 동문·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1명

 ② 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호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11. 1., 2008. 12. 

3.)

제31조의6(평의원의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06. 11. 1. )

제31조의7(평의원회의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신설 2006. 11. 1., 2008. 2. 18.)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변경 2008. 2. 

18.)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변경 2008. 2. 18.)

제31조의8(평의원의위촉및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1. 1. )

제4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

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변

경 1992. 8. 10.)

1. 부동산업 (변경 2004. 8. 31.)

2. 생약제 및 의약품 도산매업

3. 관상수 재배 조림 및 판매업

4. 약초재배업

5. 의료업 

6. 제약업 및 의료용품사업

7. 장의예식업 (신설 2001. 1. 5.)

8. 유통업 (신설 2006. 11. 1. )

9. 전산정보·건설·프랜차이즈·출판디자인업에 출자 (신

설 2006. 11. 1. )

10. 식품 원료 도소매업 (신설 2016. 2. 16.)

11. 식품 및 식품 원료 수출입업 (신설 2016. 2. 16.)

12. 통신판매업 (신설 2016. 2. 16.)

13. 제1호 내지 제14호 관련 일체의 부대사업 (신설 2006. 

11. 1., 2016. 2. 16.)

제32조의2(수익사업의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변경 2004. 8. 31.)

1. 서울사업부 (변경 2004. 8. 31.)

2. 삭제 (2017. 8. 29.)

3. 삭제 (2016. 3. 31.)

4. 경희한약(문막사업소) (신설 2005. 2. 25.)

5.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 경희매니지먼트 컴퍼니 

(변경 2006. 12. 6.)

6.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신설 2016. 3. 31.) 

7.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신설 2016. 3. 31.) 

제32조의3(수익사업장의주소)  제32조의2에 의한 사업장

별 주소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04. 8. 31.)

1. 서울사업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회

기동, 경희대학교) (변경 2016. 3. 31.) 

2. 삭제 (2017. 8. 29.)

3. 삭제 (2016. 3. 31.)

4. 경희한약(문막사업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

공단길 99 (변경 2016. 3. 31.)

5.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 경희매니지먼트 컴퍼니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1 (회기동, 지하 1층) (신

설 2016. 3. 31.)

6.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

대로 23 (신설 2016. 3. 31.) 

7.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신설 2016. 3. 31.)

제33조(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

여 관리인을 둔다. (신설 2004. 8.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4. 8. 

31., 2017. 8. 29.)

제5장  해    산

제34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2003. 5. 15., 2009. 7. 24.)

제35조(잔여재산의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 장관

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

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변경 

Ⅷ 부 록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8. 2. 18.)

제23조(이사장및이사의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

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직무대행자의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

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06. 11. 1.)

제25조삭제(2006. 11. 1)

제26조(임원의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변경 

2008. 2. 18.)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

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

은 예외로 한다. (변경 2006. 11. 1.)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포함한

다)을 겸할 수 없다. (변경 2006. 11. 1.)

제2절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구성및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

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

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는 별도의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이 승인

한다. (변경 2008. 2. 18.)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교원 임용권 중 일부

는 총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07. 2. 21., 2016. 

12. 2.)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

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변경 2006. 11. 1.)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2006. 11. 1.)

제29조(이사회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변경 1991. 2. 11.)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

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이사 전원이 이

사회의 개최를 요구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의소집의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

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변경 1991. 2. 11.)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

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

구한 때 (변경 1991. 2. 11.)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

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

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2006. 11. 1.)

제31조의2(이사회회의록의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

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 변경 2008. 2. 18., 

2020. 12. 22.)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8.)

제31조의3(위원회) ① 법인과 각 급기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변경 2006. 11. 1.)

 ② 위원회의 종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에서 정한다. (신설 2004. 11. 11.)

제3절대학평의원회(신설2006.11.1.)

제31조의4(대학평의원회의설치) ①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거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이

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6. 11. 1., 

2008. 12. 3.)

제31조의5(평의원회의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

교 및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 및 동문·대학발전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사람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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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특별승진) 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원

은 당해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

다. (변경 2004. 8. 31.)

 ② 재직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가 정관 제45조의3에 

의거 명예 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1999. 1. 26.)

제37조의4(전형결과의공개) ① 고교이하의 각 급 학교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

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

야 한다. (신설 2006. 11. 1. )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 11. 1.)

제38조(기간제교원)  ①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변경 1997. 9. 29.)

1. 교원이 정관 제39조의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신설 1997. 7. 23.)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 해제, 휴가로 1월 이

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

피한 때 (신설 1997. 7. 23.)

3. 삭제 (2006. 11. 1.)

4.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

임자의 보충임용을 하지 못하게 된 때 (신설 1997. 

7. 23.)

5. 삭제 (2006. 11. 1.)

6.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신설 2006. 11. 1. )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변경 2006. 11. 1.)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필요

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변경 

1999. 6. 21.)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06. 11. 1.)

제2관신분보장

제39조(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

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및 

제7호의2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

야 한다. (변경 2000. 6. 29., 2016. 12. 2., 2017. 12. 13.)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2000. 6. 29., 2017. 12. 

1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

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

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00. 6. 29.)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

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

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변경 1991. 2. 11., 2017. 

12. 13., 2018. 4. 26.)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

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1999. 12. 31., 2008. 2. 

18., 2017. 12. 13.)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

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게 된 때 (신설 2017. 12. 

13.)

8. 관할청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

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03. 5. 15., 

2009. 7. 24.)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1997. 7. 23.)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

하게 된 때 (신설 1997. 7. 23.)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하게 된 때 (신설 2000. 6. 29.)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에 한시

적으로 고용된 때. 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선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29., 

2014. 8. 29.)

13. 본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각 급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 (신설 2004. 11. 11.)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

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 12. 

13.)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

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되며, 동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0. 9. 18., 2016. 12. 2., 2017. 12. 13.)

 ③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

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

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

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2.)

제40조(휴직의기간)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Ⅷ 부 록

2003. 5. 15., 2009. 7. 24.)

제36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변경 2003. 5. 15., 2009. 

7. 24.)

제6장  교 직 원

제1절교원

제1관임면

제37조(임용)  ① 각 급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학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원

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2008. 2. 18., 2016. 12. 

2., 2017. 12. 13.)1. ~ 3. (삭제 2008. 2. 18.)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6. 11. 1. )

 ③ 각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법인은 「사

립학교법」 제53조의2 소정의 대학 교원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16. 12. 2.)

1. 경희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의원면직, 당연면직, 전

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

한 (변경 2016. 8. 23., 2018. 3. 2., 2020. 3. 2., 

2020. 6. 25.)

2.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의원면직, 당연

면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변경 2007. 2. 21., 2016. 8. 23., 2017. 

4. 27., 2018. 3. 2., 2020. 6. 25.)

3. 삭제 (2018. 3. 2.)

 ④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변경 2006. 11. 

1., 2016. 12. 2.) 

 ⑤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변경 

2006. 11. 1., 2016. 12. 2., 2017. 4. 27.)

1. 근무기간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

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

다.나.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

하는 기간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변경 

2012. 6. 18.)

2. 급여급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3.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소속)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

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

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

다.

6.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

다.

 ⑥ 각 대학교의 총장은 제3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

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 직에 계약기간이 있

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변경 2006. 11. 1.) 

 ⑦ 위 제5항의 개정조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

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

되어 다시 임용할 때에는 관할청 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은 다

음과 같이 정한다. (변경 2006. 11. 1., 2009. 7. 24.) 

가. 교수 : 정년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3년

라. 전임강사 : 2년

마. 조교 : 1년

 ⑧ 각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을 포함한 교무

위원 및 경희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장 등의 보직은 교

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며, 기타 교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

다. (변경 2007. 2. 21., 2011. 6. 29., 2019. 5. 3.)

 ⑨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변경 2006. 11. 1., 2016. 12. 2., 2020. 2. 12.)

 ⑩ 조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

다. (변경 2006. 11. 1., 2016. 12. 2.)

제37조의2(교원의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변경 

2004. 8. 31.)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③ 삭제 (2012. 8. 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의 경우 학문발전이

나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대학 발전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자의 정년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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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1. 1., 2016. 

12. 2.)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변경 2006. 11. 1.)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

항 (변경 2006. 11. 1.)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1. 1.)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

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2006. 11. 1.)

 ④ 인사위원회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

여야 한다. (변경 2006. 11. 1.)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의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

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경희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12인의 

교원으로 조직할 수 있다. (변경 1991. 2. 11., 2009. 10. 

9., 2012. 6. 1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위원장및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

원장은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에는 부총장 중에서 총장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변경 

2006. 11. 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

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변경 1991. 2. 11.)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록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

해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1991. 2. 11.)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변경 1991. 2. 

11.)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

이 임명한다. (변경 1991. 2. 11.)

제5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관징계(변경2000.9.18.)

제54조(징계의사유및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9. 

18., 2016. 12. 2.)

1. 본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

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

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변경 2020. 6. 

25.)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연

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4조의2(교원징계위원회의설치및구성)(변경 2000. 9. 

18., 2017. 4. 27.)

 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해

당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며, 교원징계위원회는 5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1992. 8. 10., 2017. 4. 

27., 2017. 8. 29., 2018. 3. 2.)

 ② 삭제 (2006. 11. 1.)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원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7. 8. 29., 2018. 3. 2.)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

는 조교수 9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

과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

한다. (신설 2017. 8. 29.)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

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Ⅷ 부 록

1.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변경 2004. 8. 31., 2017. 12. 13.)

2.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변

경 2004. 8. 31.)

3.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

월 이내로 한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4.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

년 이내로 한다. 단,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5.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변경 2004. 8. 31.)

6.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

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에 원

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2020. 12. 22.)6

의2. 제39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2. 13.)

7.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

년 이내로 한다. (변경 2008. 2. 18.)

8. 제39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2004. 8. 31.)

9.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

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기간,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10.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변경 2004. 8. 31.)

11. 제3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

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변경 2004. 11. 

11.)

12. 제39조 제1항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7. 12. 13.)

제41조(휴직교원의신분)  ① 휴직기간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

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

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 1991. 2. 11.)

 ③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변경 2004. 8. 31.)

제42조(휴직교원의처우) ①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의 봉급의 

7할(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

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의 봉급의 8할(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7할)을 

지급하며,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변경 2008. 2. 18.)

 ②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교원이 

출산을 사유로 휴직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90일에 대하

여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변경 2006. 12. 6., 2017. 

12. 13.)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3.)

제43조삭제(2006.11.1.)

제44조삭제(2006.11.1.)

제45조삭제(2006.11.1.)

제45조의2(후임자보충발령의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

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

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신설 1991. 2. 11.)

제45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

거 이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

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

산한다. (변경 1999.12. 31.)

 ② 제1항 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

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고, 

대학교의 교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변경 1999. 

12. 31.)

제3관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의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

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와 대학 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

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2006. 11. 1., 

2016. 12. 2.)

제47조(인사위원회의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변경 2000. 9. 

18., 2012. 6. 18., 2016. 12. 2.)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 교무위원과 경

희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장을 보하고자 할 때

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변경 2006. 11. 1., 

2011. 6. 29., 2019. 5. 3.)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2006. 11. 1.)

 ② 사이버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에 준하여 설치 

운영한다. (변경 2001. 6. 23.)③ 중·고등학교의 인사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변경 200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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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 준법감사원장, 사업운영본부장, 심의기획실장은 

일반직 3급 이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③ 제1항의 사무조직에는 각각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하위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 등 세부사항은 규정

으로 정하고 부서장은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 및 역할·책무

는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2. 12.]

제2절대학교

제87조(총장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

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학무부총장(서울), 학무부총장(국제), 의

무부총장, 행정·재정부총장, 대외부총장을 둔다. (변

경 2007. 2. 21., 2008. 1. 8., 2009. 10. 9., 2011. 2. 8., 

2020. 2. 12.)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제3항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2004. 8. 31.)

 ⑤ 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

문성을 갖춘 자로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7. 

2. 21., 2011. 2. 8.)

 ⑥ 총장 및 부총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용계약

상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용계약

에 관한 사항은 정관 시행세칙에 정한다. (신설 2020. 2. 

12.)

제88조(학장,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변경 2003. 1. 27.)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단, 

특수대학원장 및 전문대학원장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

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보할 수 있다. (변경 2003. 1. 

27.)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변경 2003. 1. 27.)

 ④ 학장 및 대학원장의 업무 보조 및 학생지도를 위해 

부학장 및 부대학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 및 부대

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5. 

2. 25., 2008. 1. 8.)

제89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총장실ㆍ기획조정처ㆍ대학

행정연구원ㆍ교무처ㆍ미래혁신원ㆍ연구처ㆍ입학처ㆍ인

사처ㆍ총무관리처ㆍ재무처ㆍ재정운영본부ㆍ정보처ㆍ국

제교류처ㆍ대외협력처ㆍ커뮤니케이션센터를 둘 수 있

다. (변경 2007. 7. 30., 2008. 1. 8., 2009. 8. 27., 2011. 

2. 8., 2011. 12. 28., 2012. 8. 29., 2014. 8. 29., 2014. 10. 

31., 2015. 9. 22., 2016. 12. 2., 2017. 1. 31., 2017. 4. 27., 

2017. 8. 29., 2019. 2. 12., 2019. 5. 3.)

 ② 각 실, 원, 국, 본부, 처, 센터 등에 부서장을 두며 필

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신

설 2007. 2. 21., 2011. 2. 8., 2016. 12. 2., 2017. 1. 31., 

2017. 8. 29., 2020. 4. 24.)

 ③ 부서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부처장은 조교수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

설 2007. 2. 21.)

 ④ ~ ⑭ 삭제 (2007. 2. 21.)

제89조의2(부서장등)  삭제 (2007. 2. 21.)

제90조(단과대학등의하부조직)  ① 단과대학에는 학부를 

둘 수 있으며 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7. 2. 21.)

 ② 대학원에는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변

경 2007. 2. 21.)

제91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변경 2000. 9. 18.)

 ② 부속기관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

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4. 8. 31.)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기관의 사무 

및 시설을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변

경 2000. 9. 18.)

 ④ 삭제 (2007. 2. 21.)

제92조(도서관) ① 대학교에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양 

캠퍼스를 관장한다. (변경 2007. 2. 21., 2019. 2. 12.)

 ② 삭제 (2019. 2. 12.)

 ③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

로 보한다. (변경 2007. 2. 21., 2019. 2. 12.)

제92조의2(직제및업무분장)  제89조 내지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제 및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변경 2005. 

2. 25.)

제93조(경희대학교의료원) ① 경희대학교 산하 의료기관의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의료원을 둔다.

 ② 경희대학교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두고, 의무부총장

이 겸직한다. 

 ③ 경희대학교의료원에는 미래전략처, 경희의과학연구

원, 경희메디칼아카데미, 감사실(이하 “의료원 중앙행정

기구”)을 둔다.

 ④ 의료원 중앙행정기구의 부서장으로 처장, 원장, 소장, 

실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 부

원장, 부소장, 부실장을 둘 수 있다.

 ⑤ 위 4항의 부서장은 교원 혹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 경희대학교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두고, 

각 의료기관에 병원을 두며, 병원에 전문진료기관을 둘 

수 있다.

1. 경희의료원 

가. 경희대학교병원  

(1) 전문진료기관 : 후마니타스암병원 

나.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가.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Ⅷ 부 록

수 있으며, 외부위원 해촉은 「사립학교법」 제62조의2 제

2항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 8. 29.)

제55조 삭제(2006.11.1.)

제56조 삭제(2006.11.1.)

제57조 삭제(2006.11.1.)

제58조 삭제(2006.11.1.)

제59조 삭제(2006.11.1.) 

제60조 삭제(2006.11.1.)

제61조 삭제(2006.11.1.)

제62조 삭제(2006.11.1.)

제63조 삭제(2006.11.1.)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

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변경 1991. 2. 11.)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

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관재심위원회(변경2000.9.18.)

제66조 내지 제79조 삭제 (1992. 8. 10.)

제2절행정직원(변경2000.9.18.)

제80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변경 1998. 8. 1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

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

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

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

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변경 1991. 2. 11.)

 ② 행정직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변경 1998. 8. 19.)

 ③ 재직 중인 행정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변경 1998. 8. 19.)

제81조(임용) ① 행정직원의 신규채용·승진·승급·근속

승진·대우직원선발·보직·전직·전보·강임·휴직·

직위해제·정직·파견·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

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2001. 6. 23., 2017. 4.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

법,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③ 삭제 (2004. 8. 31.)

 ④ 행정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행정직원

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9. 5. 

3.)

제81조의2(행정직원인사위원회)  ① 대학교에는 행정직원

(부속병원직원 제외)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다. (신설 1998. 8. 19.)

 ② 행정직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 1998. 8. 19.)

제82조(복무)  행정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

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1998. 8. 19.)

제83조(보수) 행정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

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

도에 따라 적정하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제84조(신분보장)  ① 행정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

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1998. 

8. 19.)

 ② 행정직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다. (변경 1999. 1. 26.)

 ③ 병설학교(유·초·중·고등학교) 직원으로서 연금법

상 20년 이상 근속한 자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범위 안

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7. 

24.)

 ④ 제3항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등을 준

용한다. (신설 2009. 7. 24.)

제85조(징계및재심청구)  ① 행정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행정직원 징계위원

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한다. (변경 1998. 8. 19.)

 ② 행정직원의 재심청구의 심리 결정을 하게 하기 위하

여 법인에 행정직원 징계재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2008. 2. 18.)

제7장  직     제

제1절법인

제86조(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사무조직에 이사장실, 사무

처, 미원평화학술원, 고황행정연수원, 준법감사원, 사업

운영본부, 심의기획실을 둔다.

 ② 이사장실장, 사무처장, 미원평화학술원장, 고황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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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0조(하부조직) ① 중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

무행정지원부, 교육연구지원부, 학생생활지원부, 과학정

보부, 문예체육활동부, 자기주도학습부, 학년부 등을 두

며 부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 (신설 1997. 7. 23., 2013. 

1. 15.)

 ② 중학교에 서무와 회계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 (변경 2005. 10. 4., 

2013. 1. 15.)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제6절초등학교(변경1997.7.23.)

제101조(교장등)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

다. (변경 1997. 7. 23.)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

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하부조직) ① 초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부, 수업연구부, 교육정보부, 생활지도부, 특별

활동부, 교무기획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한다. 

(신설 1997. 7. 23.)

 ② 초등학교에 서무와 회계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

실을 두며 실장은 일반직 6급 이상으로 보한다. (변경 

2005. 10. 4., 2009. 11. 5.)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제7절유치원

제103조(원장등)  ① 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변경 2013. 1. 15.)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

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 7급으로 보

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5. 10. 

4.)

 ④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 1. 15.)

제8절정원

제104조(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행정직원의 정원

은 각각 별표 1에서 별표 11과 같으며, 직종별 총 정원만 

표시한 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5. 10. 26.)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신설2000.7.4.)

제1절학교운영위원회구성

제105조(학교운영위원회설치)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

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초·

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0. 7. 4.)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3항에 의거 유치원 운영의 자

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

치·경영하는 유치원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3. 1. 15.)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5.)

제106조(위원정수)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신설 2000. 7. 4.)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 교

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

이 위촉한다. (신설 2000. 7. 4.)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

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

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

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

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는 구성된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00. 7. 4., 2012. 2. 6.)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

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

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 수는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한다. (신설 2000. 7. 4., 2012. 2. 6.)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위촉한다. (신설 2000. 

7. 4.)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7. 4.)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2000. 7. 4.)

 ⑧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6.)

제107조(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

Ⅷ 부 록

나.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다.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⑦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에는 원장을 두고, 의료

원장이 겸직한다.

 ⑧ 병원 및 전문진료기관에 병원장을 두고, 병원장을 보

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교수,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⑨ 위 제6항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해 행정, 간호, 약

무, 전산정보 부서를 두고 부서장은 3급 이상의 직원 혹

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⑩ 병원 및 전문진료기관에 진료부서와 진료지원 부서

를 두며, 진료부서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진료

지원 부서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혹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⑪ 위 제3항 내지 제10항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의

료원 중앙행정기구 규정 및 의료기관 별 규정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⑫ 경희대학교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료 해외진출사업과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5. 3.]

제93조의2 삭제 (2019. 5. 3.)

제93조의3 삭제 (2019. 5. 3.)

제93조의4(보직직급기준에대한예외)  89조2 내지 제9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보할 수 있다. (변경 2007. 2. 21., 2012. 8. 29., 

2015. 5. 8., 2019. 5. 3.)

제3절경희사이버대학교(변경2001.6.23.)

제94조(총장등) ① 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변경 

2003. 5. 15.)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

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변경 2003. 5. 

15.)

 ③ 사이버대학교에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신설 2005. 2. 25.)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5. 2. 25.)

 ⑤ 총장과 부총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용계약상

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용계약

에 관한 사항은 정관 시행세칙에 정한다. (신설 2020. 2. 

12.)

제95조(하부조직)  ① 사이버대학교에는 총장실, 부총장실, 

기획재정처, 교무처, 글로벌ㆍ대외협력처, 미디어개발처, 

입학ㆍ학생처, 사무처를 둔다. (변경 2006. 11. 1., 2014. 

8. 29., 2017. 12. 13.)

 ②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과장·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부처장 및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4. 8. 31.)

 ③ 사이버대학교에는 학부 및 대학원을 둔다. (변경 

2010. 11. 22.)

 ④ 학부 및 대학원에는 학부장, 대학원장 및 행정실을 

두고 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학원장은 부

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행정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0. 11. 22.)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

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6. 11. 1., 2010. 11. 22.) 

제96조(부속시설)① 사이버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 6. 23.)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4. 8. 31.)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신설 2001. 

1. 5.)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수 있으며 부서장은 7

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

로 정한다. (변경 2004. 8. 31.)

제96조의2(보직의직급기준에대한예외)제95조 내지 제96

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4. 8. 31.)

제4절고등학교

제97조(교장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수석

교사 1인을 둔다. (변경 2012. 2. 20.)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

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

을 교육한다. (신설 2012. 2. 20.)

제98조(하부조직)  ① 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윤리부, 환경부, 과학부, 체육부, 

진로상담부, 학년부를 두며 부장은 주임교사로 보한다. 

(신설 1997. 7. 23.)

② 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한다. (변경 2005. 10. 4.)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

한다. (변경 2004. 8. 31.)

제5절중학교

제99조(교장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

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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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 학습시

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ㆍ수련활

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 (신설 2012. 2. 6.)

 ⑦ 제1항 제7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6.)

제112조(시행의무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

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11조 제1항

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

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0. 7. 4.)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

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신설 2000. 7. 4.)

제3절운영위원회운영등

제113조(운영경비등)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0. 7. 4., 변경 2012. 2. 6.)

제114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

로 정한다. (신설 2000. 7. 4.)

제9장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신설2001.6.23.)

제11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1. 6. 23.)

제10장  보 칙(변경2001.6.23.)

제11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

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한매일신문’에 공

고한다. (변경 2000. 1. 27.)

제11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변경 

2000. 7. 4.)

제118조(설립당초의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

음과 같다. (변경 2000. 7.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7번지 36호

  이    사    조 영 식

  생년월일    1921. 11. 22

  임    기    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7번지 36호

  이    사    오 정 명

  생년월일    1922. 1. 15

  임    기    4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5번지 31호

  이    사    김 병 운 

  생년월일    1916. 9. 30

  임    기    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09번지 4호

  이    사    박 홍 렬

  생년월일    1912. 6. 12

  임    기    4년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397번지

  이    사    이 용 술

  생년월일    1907. 1. 2

  임    기    4년

 충청남도 천원군 입장면 유리

  감    사    조 봉 손

  생년월일    1908. 8. 29

  임    기    2년

부칙

이 정관은 196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고대1042,3)

이 정관은 196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고대1042,3)

이 정관은 196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고대1042,3)

이 정관은 196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고대1042,3)

이 정관은 196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관1042,3)

이 정관은 196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1040-328)

이 정관은 197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Ⅷ 부 록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 7. 4.)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 학년도 4월 1일로 한다. (신

설 2000. 7. 4.)

제108조(위원의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0. 

7. 4.)

 ② 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

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 재임 중인 자로 한

다. (신설 2000. 7. 4.)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

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

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0. 7. 4.)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0. 7. 4.)

 ⑤ 위원이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 (신설 2012. 2. 6.)

제109조 (위원의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

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7. 4.)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0. 7. 4.)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

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 7. 4.)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

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6.)

제110조(위원의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0. 7. 4.)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

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변경 2012. 2. 6.)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

의에 불참한 때4.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

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5. 제109조 제3항

을 위반한 때 (신설 2012. 2. 6.)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신설 2000. 7. 4., 2012. 2. 6.)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

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2. 6.)

제2절운영위원회기능

제111조(기능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

문한다. (신설 2000. 7. 4.)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변경 2012. 

2. 6.)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

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방과 후 프

로그램, 학생수련활동 (학생야영수련활동 포함) 학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써클 등에

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변경 

2012. 2. 6.)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

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1. 1., 2008. 2. 18.)

14.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11. 

1.)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변경 2006. 

11. 1.)

16.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신설 2012. 2. 6.)

17.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신설 2012. 2. 6.)

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2. 6.)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0. 7. 4.)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

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

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6.)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2. 6.)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

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

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2. 6.)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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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부칙(대학25422-1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

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

여기간으로 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

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

회 위원 중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대학25422-144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장의 임기제는 1993년 3월 1일

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의

료원장 보직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일반직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일

반직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대학81422-5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81422-37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81422-85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81422-85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81422-65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교의 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학교의 총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개정

된 정관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대학81422-83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81422-109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학81422-158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81422-2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폐지되는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은 2000. 2

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폐지 전

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

칙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

희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③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

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신설되는 경희

대학교 관광대학 동일계열 학부(과)에 편입학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

로 본다.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에 재

직하고 있는 직원은 경희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

으로 본다.

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에 재직하

고 있는 교원은 ‘99. 2월 말까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

원자격기준에 의한 해당자격에 따라 경희대학교의 교원

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경희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

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모든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의 

재산은 폐지인가와 동시에 경희대학교에 귀속한다.

부칙(대학81422-97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 8. 19부터 시행한다. 

Ⅷ 부 록

부칙(관리1040-1475)

이 정관은 197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1040-5179)

이 정관은 197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1040-291)

이 정관은 197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1040-3936)

이 정관은 197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1040-4446)

이 정관은 197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1040-6958)

이 정관은 197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1040-7695)

이 정관은 197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1041,3-11306)

이 정관은 197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리1042,3-3547)

이 정관은 198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1042,3-2592)

이 정관은 198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1042,3-160)

이 정관은 198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25422-205)

이 정관은 198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25422-95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대학25422-1627)

이 정관은 198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25414-30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

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

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

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대학25414-456)

이 정관은 198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25414-7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

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

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

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대학25422-65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과 동일

하게 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없다.

부칙(대학25422-7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

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

용은 그 초과하는 직원이 있을 때까지 채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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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중인 교원의 보직은 정관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따

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사학지원과-51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학지원과-12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정관 제37조 제5항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총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53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99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60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20조의4 규정에 

의한 추천임원의 선임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임기 만

료되는 임원의 선임 시부터 적용한다.

③ (친족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

인 친족임원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만료일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④ (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

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⑤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

임 중인 학교의 장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663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93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84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경영지원과-455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169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32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제도과-299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

부칙(대학81422-7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1. 26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경희대

학교 병설경희간호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

관에 의하여 경희간호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대학81422-1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 6. 2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미 정년이 된 교원은 

1999년 8월 31일에 퇴직한다.

부칙(대행81422-77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폐지되는 경희간호대학은 2002년 2월 말일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폐지 전에 입학한 학

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희대학교에서 

관리한다.

③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

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

호과학부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

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간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전원 경희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

로 본다.

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간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전원 경희대학교의 교원

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경희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

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경희간호대학의 모든 재산은 폐

지인가와 동시에 경희대학교에 귀속한다.

부칙(대행81422-106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81422-109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

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

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

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대행81422-144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81422-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사이버대학 인사위원회 조직의 경과조

치)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사이버대학 인사

위원회의 조직은 정관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

외로 할 수 있다.

부칙(대재81422-78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81422-9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81422-80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81422-153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 1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81422-153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81422-69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5. 15)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학81422-165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학정책과-17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학지원과-349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보직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Ⅷ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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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37조 제3항 제1

호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변경 2004.8.31.)

총계 47명

일반직 40명

기능직 5명

고용직 2명

[별표2]

경희대학교 행정직원 정원(변경 2008.1.8., 2011.2.8., 

2014.8.29., 2017.1.31., 2019.5.3.)

총계 975명

사무직 계 512명

연구직 계 18명

기능직 계 445명

[별표3]

경희의료원 일반직원 정원(변경 2004.8.31., 2009.1.29., 

2017.01.31., 2018.8.29.)

총계 2,758명

일반직 1,268명

의료직 650명

기술직 330명

기능직 510명

[별표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행정직원 정원(신설 2005.10.26., 

2011.4.29., 2016.8.23., 2018.4.26.)

총 계 1,732명

일반직계 1,144명

의료직계 360명

기술직계 228명

[별표5]

경희사이버대학교 행정직원 정원(변경 2005.10.26., 

2010.4.29.)

총계 60명

일반직 57명

의료직 2명

기술직 1명

[별표6]

경희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변경 2005.10.26., 2011.12.28., 

2014.8.29.)

총계 6명

일반직 계 6명

5급 1명

6급 0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별표7]

경희여자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변경 2005.10.26., 

2011.12.28., 2014.8.29.)

총계 6명

일반직 계 6명

5급 1명

6급 0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만, 별표 6 내지 별표 11의 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

원으로 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 

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

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부칙(사립대학제도과-77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제도과-116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제도과-484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정관에 의해 설치된 것으

로 본다.

③ (교원징계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

명되거나 위촉된 교원징계위원은 이 정관에 의해 임명

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2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차이사회승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차이사회승인)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Ⅷ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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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경희중학교 일반직원 정원(변경 2005.10.26., 2011.12.28., 

2014.8.29.)

총계 5명

일반직 계 5명

6급 1명

8급 1명

9급 3명

[별표9]

경희여자중학교 일반직원 정원(변경 2005.10.26., 

2011.12.28., 2014.8.29.)

총계 5명

일반직 계 5명

6급 1명

8급 1명

9급 3명

[별표10]

경희초등학교 일반직원 정원(변경 2006.11.1., 2009.11.5., 

2011.12.28., 2014.8.29.)

총계 11명

일반직 계 10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6명

식품위생직 계 1명

7급 1명

[별표11]

경희유치원 일반직원 정원(변경 2005.10.26., 2011.12.28., 

2014.8.29.)

총계 5명

일반직 계 4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고용직 계 1명

고용원(경노무) 1명

Ⅷ 부 록 •학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대학교는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이념과 목적) 본 대학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고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세계창조를 위한 유

능한 지도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

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2006.12.15, 2009.1.30 개정)

제3조 (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문화세계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인교

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2006.12.15 개정)

제4조 (직제) ① 본 대학에는 학사학위과정으로 학과 또

는 학부를, 석사학위과정으로 대학원을 둘 수 있

다.(2006.12.15, 2011.2.28, 2014.2.13 개정)

 ② 본 대학에는 행정조직으로 기획재정처, 교무처, 글로

벌·대외협력처, 미디어개발처, 입학·학생처, 사무처를 

둔다.(2011.2.28., 2018.10.12 개정)

 ③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과장·팀장을 둘 수 있으며, 보직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④ 학과 또는 학부 및 대학원에는 학과장, 학부장, 전공

주임교수, 대학원장 및 행정실을 두고 학과장,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학원장은 부

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행정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11.2.28., 2014.2.13., 2016.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업무분

장규정으로 정한다.(2011.2.28 개정)

제5조 (전공설치 및 학위과정) ① 본 대학에는 미래·문화·

글로벌리더십계열을 둔다. 

 ②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계열에는 IT·디자인융합

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

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이상 ‘스쿨’은 ‘학부’에 해당한다), 보건의료관리학과, 한

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미

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

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

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

과, 한국어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

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

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

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금

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

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

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과를 설치하고 학사학위

과정을 두며, 교양과목을 관장할 교양학부(과)를 별도로 

둘 수 있다.(2006.10.1., 2007.11.28, 2008.7.28, 2013.2.19., 

2014.2.13., 2015.2.13., 2016.3.1., 2017.3.1., 2018.3.1., 

2018.11.20., 2019.11.7., 2020.2.20, 2020.11.03 개정)

제5조의2 (대학원학칙) 대학원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은 별도 대학원학칙으로 정한다.(2011.2.28 신설)

제6조 (학생정원) ① 각 학부의 편성과 모집단위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허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

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

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제7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① 본 대학에 다음 각 호

의 부속기관을 둔다.(2007.7.30 개정)

 1. 사회교육원

 2. 교수학습지원센터

 3. 학생상담센터(2018.10.12 신설)

 4. 전자도서관

 5. 미래고등교육연구소(2007.5.17, 2014.2.13 개정)

 6. 장애학생지원센터(2009.1.30 신설)         

 7. 커뮤니케이션센터(2018.10.12 신설)

 8. 지역학습관(2018.10.12 신설)

 ② 본 대학에는 필요에 따라 부설 연구기관을 둔다.

 ③ 각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에는 장을 두며 교원 또

는 직원으로 보한다.

 ④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⑤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에는 필요한 하부부

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

다.(2018.10.12 개정)

제3장 수업·재학 연한

제8조 (수업·재학 연한) ①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기

본적으로 4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한

다.(2008.7.28 개정)

학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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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② 본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

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조기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

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학년·학기·수업일수
·휴업일

제9조 (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일까지로 하고, 학년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② 각 학기의 방학 중에 하계 또는 동계 계절학기를 개

설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2. 하계방학

 3. 동계방학

 4. 개교기념일 (5월 18일)

 ②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

업을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입학시험, 졸업, 기타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휴업일이라 하더라도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

우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⑤ 하계방학·동계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입 학(편입·재입학 포함)

제1절시기

제12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편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이내로 한다.

제2절자격

제13조 (입학자격)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라야 한다. 

제14조 (재입학 자격) ① 본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자

퇴 또는 제적된 자(징계에 의한 제적자 제외)는 2회에 한

하여 해당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2015.2.13., 2016.3.1. 2020.2.20 개정) 

 ②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편입학 자격) ① 본 대학의 제2학년, 제3학년에 편

입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4년제 대학의 1, 2학년 이상 

수료하고 각 35학점, 70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또는 국

내외 전문(2,3년제)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여석이 있

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2020.2.20. 개정)

  ② 학사편입학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

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정

원 외로 선발한다(2020.2.20. 개정)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절차

제16조 (입학지원서류)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입

학원서와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동등학력

을 증명할 만한 서류

 2.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

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입학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

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

지 않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나 학력위조 및 

미달, 성적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입학전형

에 합격한 사실이 입학 후에 발견된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제6장 등 록

제19조 (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Ⅷ 부 록

제20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전공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다.

 ② 수강 신청된 교과목은 지정된 변경 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전 과

제21조 (전과) ① 전과라 함은 소속 학과(부)의 변경을 말

하며 전입학과(부)의 결원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

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②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한다.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전과의 자격) ① 전과는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

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이수학점) 전과한 학생의 이수학점은 전과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며, 전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수

학점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한다.

제24조 (전과의 결정) 전과는 전출입 학과(부)장의 제청에 의

하여 총장이 허가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제8장 학적변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1절휴·복학

제25조 (휴학) ① 개강일 이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 진단서,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와 함께 휴

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 입학(신입학 및 편입학) 첫 학기 이수 후부터 가능하

다.(2020.2.20. 개정) 

 ② 제1항에 의거한 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

다. 단, 개강전 별도 공고되는 휴학 신청 기간 내에 휴학

원을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2020.2.20. 개정)

 ③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질병 등으로 인

한 휴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2007.5.17., 2015.2.13. 개정)

 ④ 휴학자는 휴학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⑤ 휴학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

한다.

제26조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

학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2절자퇴및제적

제27조 (자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를 첨부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제적) 학생으로서 학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거나,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 총장은 제적할 

수 있다. 제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

한다.

제9장 성적경고

제29조 (성적경고)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10장 교과의 이수

제1절교육과정의운영,교과의이수단위

제30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

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교과목의 분류)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

로 구성되고, 학과(부)별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과정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2016.3.1 개정) 

 ② 교양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은 자유로이 타 학과(부) 또는 동일 학부내 타 전

공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과목을 일반선택과

목이라 한다.(2016.3.1 개정) 

 ④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

성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에서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

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교과의 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

고, 매주 1시간 이상 1학기(15주) 15시간 이상의 강의(중간

고사, 기말고사 포함)를 1학점으로 한다.(2006.12.15 개정)

 ② 계절학기는 동계·하계 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수업

제33조 (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

하여 소속 학과(부)에서 개설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타 

학과(부) 또는 동일 학부내 타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

목을 이수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

다.(2016.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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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③ 각 전공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

라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3조의2 (학·석사연계과정) 재학 중 학사학위과정과 대

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

을 이수할 수 있다.(2019.2.12. 신설)

제34조 (수업의 관장) 전공과목의 수업은 해당 학과(부)에서 

관장하여 운영하고, 교양과목의 수업은 교양 관련부서에

서 관장하여 운영한다.(2016.3.1 개정)

제34조의2 (수업방법) ① 수업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

격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2008.7.28 신설)

 ② 원격강의 형태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2008.7.28 신설)

제3절시험과성적

제35조 (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 

중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인터넷온라인시험, 학습과제, 실험실습, 출석

시험 등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엄정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제36조 (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인터넷온라인시험, 학습과

제, 실험실습, 출석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

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56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경우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불인정한다.(2006.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Pass)와 낙제(Fail)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으로 표시한다.(2006.3.1 개정)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표시 한다.

점수 등급 평점

93-100 A+ 4.3

90-92 A0 4

87-89 A- 3.7

83-86 B+ 3.3

80-82 B0 3

77-79 B- 2.7

73-76 C+ 2.3

70-72 C0 2.0

67-69 C- 1.7

63-66 D+ 1.3

60-62 D0 1.0

57-59 D- 0.7

0-56 F 0.0

Pass P 불 계

제37조 (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또는 별도의 형식으로 시

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교수

로부터 승인을 얻고 별도의 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제4절학점의이수,인정,취소

제38조 (학점인정) ①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

학점을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③ 본 대학 지정 프로그램 이수 및 타 대학 등에

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

다.(2012.6.25. 개정)

 ④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학점을 인

정받을 수 있다. (2015.2.13. 신설)

 ⑤ 제3항 및 제4항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2.6.25., 2015.2.13. 개정)

제39조 (편입생의 학점) 편입생의 전적 대학 취득 학점 중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점 및 이수해야할 학점 등의 기

준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학점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

위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1조(학점의 자율 관리) ① 학생은 자율적 성적관리를 위

하여 동일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자율적 성적관리를 위하여 취득한 학점을 소

정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③ 학점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점취소가 허가되었을 

때에는 그 학점을 취소한다. 학점취소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의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

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최

소 12학점, 최대 24학점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3 이상인 경우에 6학점

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인 18

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2009.1.30., 

2015.2.13. 개정)

 ③ 12학점 미만의 신청으로도 해당학기에 졸업 이수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소신청학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2006.12.15., 2019.2.12. 개정)

제42조의2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취득학점) ① 학·석사연

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원 해당학과 석사

과정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

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 제한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2020.2.20. 개정)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재학 중 총 6학

점을 초과할 수 없다.(2020.2.20. 개정) 

 ③ 그 밖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은 대

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Ⅷ 부 록

 (2019.2.12. 2020.2.20. 개정)

제5절강의평가(2012.6.25.신설)

제42조의3(강의평가) ① 매 학기 강의종료 후 당해 강좌

를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강좌별 강의평가를 실시한

다.(2012.6.25 신설)

 ② 강의평가 실시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

다.(2012.6.25. 신설)(2019.2.12. 개정)

제11장 수료 및 졸업

제1절수료학점

제43조 (수료 학점)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제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제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제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제2절졸업의인정및취소

제44조 (졸업인정과 부전공, 복수전공 등) 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

하되 <별지 서식1>에 학위명 등을 기재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재학 중 다른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에게는 부전공 신청을 받아 인정하고 학위증서에 부전

공을 표시한다. 다만, 이 경우 주전공은 최저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재학 중 다른 전공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에게는 복수전공 신청을 받아 인정하고 학위증서에 제2

전공을 표시한다. 다만, 이 경우 제1전공은 최저 취득 학

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에 시간제 

등록을 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5조 (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재학 중 취득한 졸업학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 있거나, 부정한 행

위로 졸업을 했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3절학위의종류및수여

제46조 (학위의 종류 및 수여) ① 본 학칙에서 정한 소정

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

별지 서식1>의 학위기 양식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학

사학위를 수여한다. (2006.12.15, 2007.11.28, 2008.7.28, 

2013.2.19., 2014.2.13., 2015.2.13., 2015.9.1., 2016.3.1., 

2017.3.1., 2018.3.1. 2018.11.20., 2019.11.7., 2020.11.03 개정)

 1.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공학사

 2. IT·디자인융합학부 AI사이버보안전공전공 : 공학사

 3. IT·디자인융합학부 ICT융합콘텐츠전공 : 이학사

 4. IT·디자인융합학부 산업디자인전공 : 예술학사

 5.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예술학사

 6.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 공학사

 7. 미래인간과학스쿨 공공안전관리전공 : 안전학사

 8. 보건의료관리학과 : 보건행정학사

 9. 한방건강관리학과 : 이학사     

 10. 후마니타스학과 : 후마니타스학사

 11. NGO사회혁신학과 : 시민정치학사

 12. 미디어문예창작학과 : 문학사

 13.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학사

 14.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 사회복지학사

 15.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 사회복지학사

 16. 사회복지학부 청소년·가족전공 : 사회복지학사

 17. 상담식리학과 : 상담심리학사

 18. 일본학과 : 국제학사

 19. 중국학과 : 국제학사

 20. 미국문화영어학과 : 국제학사

 21. 한국어문화학과 : 문학사

 22. 한국어학과 : 문학사

 23. 스포츠경영학과 : 스포츠경영학사

 24. 실용음학학과 : 음악학사 

 25. 문화예술경영학과 : 예술경영학사

 26. 미디어영상홍보학과 : 언론학사

 27.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

공 : 경영학사

 28.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 경영학사

 29. 글로벌경영학과 : 경영학사

 30. 세무회계학과 : 경영학사

 31.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 경영학사

 32. 금융부동산학부 도시계획부동산전공 : 경영학사

 33.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 경영학사

 34.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 관광경영

학사

 35.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 

항공경영학사

 36. 외식조리경영학과 : 경영학사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대학에서 학

사학위를 수여하는 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2장에서 

정한다.

   ③ 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관련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

도 규정으로 정한다.(2009.1.30. 신설, 2018.11.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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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공개강좌, 시간제등록생,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제1절공개강좌

제47조 (공개강좌 개설) 본 대학의 교육 이념 및 목적을 일

반 사회인들에게 구현하기 위하여 교양 또는 연구상 필

요한 학술, 기타 직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에 대하여 공

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2008.7.28, 2009.1.30 개정)

제48조 (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및 기타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09.1.30 개정)

제49조 (공개강좌의 허가 등) 본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절

차를 필한 경우 공개강좌에 대한 수강을 허가할 수 있

다.(2009.1.30 개정)

제50조 (공개강좌의 수강허가 취소) 공개강좌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제2절시간제등록생

제51조 (시간제 등록생의 운영) ① 일반 사회인들에게 열린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둘 수 있다.(2008.7.28 개정)

 ②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를 선발하는 때에

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

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간제등록생은 당해 연도 편제정원 이내에서 모집

할 수 있다.(2007.11.28 개정)

 ④ 시간제등록생의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및 조교를 관

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둔다.(2005.11.4 신설)

 ⑤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

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9.1.30 개정)

제3절학점은행제학위수여

제52조 (학위수여요건 및 절차) ① 본 대학에서 학점인정등

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2011.12.16 개정)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2020.2.20. 개정)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 총장이 수여

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에 학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2011.12.16., 2020.2.20. 개정))

 ③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

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

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3조 (학위수여) ① 제52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별지서

식2>를 수여한다.(2011.12.16. (2020.2.20. 개정))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

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과 학칙 제46조 

제1항에 의한 학위종류가 다를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

에 따른다.(2020.2.20. 개정)

 ③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본 대학에서 학위 수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위증 

및 학위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장 교원, 교수시간

제54조 (교원) ① 본 대학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 전공

별로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1인 이상 두기로 한

다.(2014.2.13 개정)

 ② 수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겸임교원 등

을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강사의 임용·재임용 및 그 밖

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9.11.7.) 

제55조 (교수시간) 본 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

은 연간 18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수, 강의 교수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

할 수 있다.(2009.8.10., 2017.3.1. 개정)

제14장 학생활동

제56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본 대학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심성의로 학업에 열중하고 덕성과 교양을 

높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7조 (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참된 대학문화의 창달

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 및 그 응용방법을 연마

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적으로 학생회 회원

이 된다.

 ③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

수를 둘 수 있다.

제58조 (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

Ⅷ 부 록

여야 한다.

제59조 (활동의 범위) ① 학생은 면학 및 연구 분위기를 해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 (간행물)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61조 (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등록금의 납부방법) ① 등록금은 공고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총장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63조 (등록금의 공고) 등록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매 학

기 개시 전에 공고한다. 

제64조 (복학자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등록금의 감면제한) 등록금은 결석 또는 징계 사유

로 감면되지 아니 한다.

제66조 (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관계법령

에서 허용되는 경우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천재지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

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금 반환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2009.1.30 신설, 2011.2.28 개정)

제67조 (체납징벌) ① 개강 초, 추가 등록기간까지 등록금

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62조 제②항에 따라 등록금 

분할 납부 대상자가 지정된 납부기일 경과 후 체납이 2

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강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20.2.20. 개정)

 ②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은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

지 아니한다.

제67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2011.2.28 

신설, 12.16 개정)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

인,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인, 등록금 관련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1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2011.12.16 신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매학년도 1회 이상 개최한

다.(2011.12.16 신설)

 ④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11.2.28 신설)

제68조 (장학금)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

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

은 장학규정으로 정한다.(2005.5.3 개정)

제16장 포상 및 징계

제69조 (포상) ① 총장은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의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상벌에관한규

정으로 정한다.

제70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불법

적인 집단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학교 시설물 파괴와 

절취행위,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 행위 등 학생 본분

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2.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개선의 여지가 없는 성적 불량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의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상벌에관한규

정으로 정한다.

제71조 (징계자의 재입학 금지)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

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타교

에서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제적된 자도 이와 같다. 

제17장 학칙개정 절차

제72조 (학칙개정) ① 본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

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서면으로 교무처에 제출한다.(2005.5.3 개정)

 1. 학칙 개정의 필요성

 2. 개정 내용

 3. 시행 예정일

 4. 개정에 따른 향후 효과

 ② 교무처장은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수합·정

리하여 검토 후 개정내용에 대해 의뢰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구성원에

게 1주일 이상 공고한다.(2007.5.17 개정)

 ③ 교무처장은 공고 기간 경과 후 기획재정처에 개정안

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다.(2007.5.17., 2018.10.12 개정)

 ④ 기획재정처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

의 후 그 심의결과를 교무처에 송부한다.(2005.5.3., 

2011.12.16., 2018.10.12 2019..6.27 개정)

 ⑤ 교무처장은 기획재정처에서 심의된 학칙 개정안

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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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2005.5.3, 2011.12.16., 2012.6.25., 2018.10.12., 

2019..6.27 개정)

 ⑥ 교무처장은 심의된 학칙개정안을 총장 결재 후 확정

하여 시행한다.(2005.5.3, 2011.12.16., 2012.6.25.)

제18장 교무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3조 (교무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에는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74조 (교무위원회의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기

획재정처장, 교무처장, 글로벌·대외협력처장, 미디어개

발처장, 입학·학생처장, 사무처장, 대학원장으로 구성한

다.(2006.12.15, 2009.1.30., 2011.2.28., 2018.10.12 개정)

제75조 (교무위원회의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76조 (교무위원회의 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직 및 직제의 설립, 개편,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77조 (교무위원회의 의결방법)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8조 (출석요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서 규정한 교무위원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거

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19장 위탁학생, 외국인 및 
장애인 학생

제79조 (위탁학생) 관계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은 정원 외

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0조 (위탁학생의 제적) 위탁학생이 재학 중 관계법령에

서 정하는 위탁학생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로 처리 할 수 있

다.(2006.12.15 개정)

 1.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자, 

타 산업체로 전직한 자

 2. 군 위탁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전역한 자

제81조 (외국인의 입학)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의 입학(편입

학, 재입학 포함)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07.5.17 개정)

제81조의2 (장애인 학생의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 수학 등 

교육활동에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1.2.28 신설)

제82조 (학칙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

은 위탁학생, 외국인 및 장애인 학생에게도 적용한

다.(2011.2.28 개정)

제20장 교수회

제83조 (교수회) 총장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받기 위

하여 교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4조 (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85조 (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총장

의 자문에 응한다. 교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07.5.17 개정)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1장 산학협력기관
(2009.1.30 신설)

제86조 (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로 정한다.

제87조 (학교기업) ①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

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장 대학평의원회
(2009.1.30 신설)

제88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① 정관 제31조의4 내지 제

31조의8에 의거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

도 규정으로 정한다.

Ⅷ 부 록

제23장 자체평가 및 정보공시
(2009.8.10 신설)

제89조 (자체평가 실시) ①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교육·연구 등 본 대학 운

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

한다.

제90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1조 (정보공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공시대상 정보와 제89조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는 본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

제24장 기타

제92조 (보칙) 본 학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

를 득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업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36조는 2006

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학생의 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80조

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수전공 등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21조 및 제

24조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전 한

류문화언어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한국어문화학과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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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중인 자로 본다.

   ② 본 규정 시행전 영미학과에 재적 중인 자 중 2008년

도 8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미국학과에 재적 중인 자

로 본다.

제3조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규정 제46조 제1

항 제4호의 학위는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본 규정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46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부·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

행전 호텔·관광·벤처학부 호텔경영학과 및 관광레저

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

경영학과 및 관광레저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자로 본다.

   ② 본 규정 시행전 호텔·관광·벤처학부 벤처농업경영

학과에 재적 중인 자 중 2011년 2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

는 호텔·관광·외식학부 외식농수산경영학과에 재적중

인 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본 규정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학과 신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전 사

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사회과학부 노인복지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② 제1항은 본 규정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기당 취득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직전학기 학업성

적에 의한 학기당 초과 학점 취득에 관한 제42조 제2항

의 규정은 본 규정 시행전 본교에 재적 중인 자에 대하

여는 200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변경된 <별지서식1> 및 <별지서식2> 학위증은 2010

년 8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전 멀

티미디어디자인학과, 정보통신학과, 행정학과, 외식농수

산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미디어콘텐츠디자인

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외식농

산업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② 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 전 

디지털미디어공학과, 노인복지학과, 관광레져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상담심리학

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② 본 학칙 시행전 노인복지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전과

의 자격에 관한 제22조에 관계없이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4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Ⅷ 부 록

제2조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는 

201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전 컴

퓨터정보통신공학과, 모바일융합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

인학과, 사회복지학과, e-비즈니스학과, 외식농산업경영

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

정보통신공학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미디어모바일전

공, IT·디자인융합학부 콘텐츠디자인전공, 사회복지학

부 사회복지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외식조

리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② 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전 

IT·디자인융합학부 콘텐츠디자인전공, IT·디자인융합

학부 미디어모바일전공, NGO학과, 미국학과, 호텔경영

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

디어디자인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후마니타스학

부 NGO·시민정치전공, 미국문화영어학과, 호텔·레스

토랑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② 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전 후

마니타스학부 NGO·시민정치전공, 공공서비스경영학과

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후마니타스학부 NGO사회혁신전

공, 보건의료관리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② 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전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IT·디자

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부 인

문·고전전공, 후마니타스학부 NGO사회혁신전공, 문화

예술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자산관리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컴퓨터

정보통신공학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시각미디

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문화

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화커뮤니케이션

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

공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② 본 학칙 시행전 후마니타스학부에 재적중인 자 중 소

속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

신학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 제2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

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전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IT·디자

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부 인

문·고전전공, 후마니타스학부 NGO사회혁신전공, 문화

예술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자산관리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컴퓨터

정보통신공학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시각미디

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문화

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화커뮤니케이션

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금융부동산학부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② 본 학칙 시행전 후마니타스학부에 재적중인 자 중 소

속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

신학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 제2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

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전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에 재적중인 자는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에 재적중인 자

로 본다. 재적중인 자 중 3학년 이상인 학생은 관광레저

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칙 시행전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매개행

정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

영상홍보전공,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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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 제2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

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전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

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

쿨 AI사이버보안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ICT융

합콘텐츠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산업디자인전

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커뮤니

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

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

정보통신공학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AI사이버보안전

공, IT·디자인융합학부 ICT융합콘텐츠전공, IT·디자인

융합학부 산업디자인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

어디자인전공,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단, 부칙 시행 직전 학기까지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2021.2.3. 개정)

 ② 본 학칙 시행전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적중인 

자 중 소속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 제2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

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입학년도별정원

1. 2001학년도

개설학과 학생총정원

대계열 소계열 학과 입학정원 총정원

인문

사회

문학 미디어문예창작 200 800

사회
e-비즈니스 250 1,000

사이버NGO 100 400

공학 공학 디지털미디어 250 1,000

합 계 800 3,200

2. 2002학년도

대계열 소계열 학부(과) 정원

인문·

사회

계열

문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50

사회  e-business학과 250

사회
사이버

NGO학부

NGO전공 100

사회복지전공 150

예체능

계열
디자인

디지털

멀티

미디어

학부

멀티미디어

디자인전공
180

공학

계열
공학

멀티미디어

공학전공
150

인문·

사회

계열

사회 호텔관광경영학과 240

사회 경영정보학과 180

사회 자산관리학과 200

합 계 1,600

3. 2003학년도

구분 학과(부) 정원 비고

인문·사회

계열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50

e-business학과 200

사이버NGO학과 100

사회복지학과 150

예체능계열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150

공학계열 정보통신학과 150

인문·사회

계열

호텔경영학과 200

경영정보학과 150

자산관리학과 200

행정학과 200

세무회계학과 150

문화관광학과 150

일본학과 150

중국학과 150

영미학과 150

합 계 2,400

Ⅷ 부 록

4. 2004학년도

구분 학과(부) 정원 비고

인문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50

경영

e-비즈니스학과 150

글로벌경영학과 120

자산관리학과 240

세무회계학과 200

사회

NGO학과 100

사회복지학과 250

행정학과 120

관광·호텔
호텔경영학과 200

관광레저경영학과 150

국제지역

일본학과 150

중국학과 150

영미학과 150

공학 정보통신학과 120

예술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150

합 계 2,400

5. 2005학년도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인문 미디어문예창작 120 20 140

경영

e-비즈니스 100 40 140

글로벌경영 100 40 40

자산관리 160 40 200

세무회계 120 30 150

벤처농업경영 100 100 200

사회

NGO 60 40 100

사회복지 160 40 200

행정 60 40 100

관광·

호텔

호텔경영 160 30 190

관광레저경영 100 40 140

국제지역

일본 120 20 140

중국 100 40 140

영미 100 40 140

공학 정보통신 100 40 140

예술 멀티미디어디자인 100 40 140

합 계 1,760 640 2,400

6. 2006학년도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

문화

예술

미디어문예창작 110 10 120

멀티미디어디자인 130 0 130

정보통신 120 0 120

한류문화언어 120 30 150

문화예술경영 100 30 130

사회

NGO 100 0 100

사회복지 200 0 200

행정 100 0 100

국제

지역

일본 120 0 120

중국 100 0 100

영미 120 0 120

경영

e-비즈니스 130 0 130

자산관리 200 0 200

글로벌경영 120 10 130

세무회계 140 0 140

호텔·

관광·

벤처

호텔경영 150 20 170

관광레저경영 120 0 120

벤처농업경영 80 40 120

합 계 2,260 140 2,400

7. 2007학년도

학부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

문화

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80 120 50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

과학

NGO

270 150 420사회복지

행 정

국제

지역

일 본

260 140 400
중 국

영 미

한류문화언어

경영

e-비즈니스

510 170 6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

관광·

벤처

호텔경영

280 120 400관광레저경영

벤처농업경영

합 계 1,700 700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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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8학년도

학부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

문화

예술

미디어문예창작

400 150 55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

과학

NGO

460 120 580

사회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공)

행 정

국제

지역

일 본

330 120 45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555 215 77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

관광·

벤처

호텔경영

280 170 450관광레저경영

벤처농업경영

합 계 2,025 775 2,800

9. 2009학년도

학부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

문화

예술

미디어문예창작

280 270 55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

과학

NGO

320 260 580
사회복지

노인복지

행 정

국제

지역

일 본

255 195 45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525 245 77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

관광·

벤처

호텔경영

170 280 450관광레저경영

벤처농업경영

합 계 1,550 1,250 2,800

10. 2010학년도

학부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

문화

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10 290 60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

과학

NGO

320 300 620
사회복지

노인복지

행 정

국제

지역

일 본

280 220 50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515 265 7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

관광·

벤처

호텔경영

225 275 500관광레저경영

외식농수산경영

합 계 1,650 1,350 3,000

11. 2011학년도

학부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

문화

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00 300 60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

과학

NGO

320 300 620
사회복지

노인복지

행 정

국제

지역

일 본

280 220 50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415 365 7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

관광·

외식

호텔경영

200 300 500관광레저경영

외식농수산경영

합 계 1,515 1,485 3,000

•학 칙Ⅷ 부 록

12. 2012학년도

학부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

문화

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00 300 60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

과학

NGO

320 300 620
사회복지

노인복지

행 정

국제

지역

일 본

230 270 50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420 360 7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

관광·

외식

호텔경영

200 300 500관광레저경영

외식농수산경영

합 계 1,470 1,530 3,000

13. 2013학년도

학부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

문화

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00 300 600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디지털미디어공학

문화예술경영

사회

과학

NGO

320 300 620
사회복지

노인복지

공공서비스경영

국제

지역

일 본

230 270 50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370 410 7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

관광·

외식

호텔경영

200 300 500관광레저경영

외식농산업경영

합 계 1,420 1,580 3,000

14. 2014학년도

계열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IT
디지털미디어공학

130 120 250
모바일융합

인문

사회

경영

계열

미디어문예창작

1,330 1,420 2,750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문화예술경영

NGO

사회복지

노인복지

공공서비스경영

일본

중국

미국

한국어문화

e-비즈니스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스포츠경영

호텔경영

관광레저경영

외식농산업경영

합 계 1,460 1,540 3,000

15. 2015학년도

계열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IT
디지털미디어공학

130 120 250
모바일융합

인문

사회

경영

계열

미디어문예창작

1,520 1,230 2,750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문화예술경영

NGO

사회복지

노인복지

공공서비스경영

일본

중국

미국

한국어문화

e-비즈니스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스포츠경영

호텔경영

관광레저경영

외식농산업경영

합 계 1,650 1,35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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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9학년도(2018.11.20. 신설)

계열 학과(부) 신입
3학년
편입

합계

미래

과학

소프트

웨어

디자인

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40 330 770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

디자인전공

미래인간

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문화

창조

후마니타스학과

800 630 1,430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

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커뮤

니케이션

학부

미디어영상

홍보전공

문화예술

경영전공

문화매개행정

전공

글로벌

리더십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360 440 800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

부동산

학부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

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600 1,400 3,000

20. 2020학년도(2019.11.7. 2020.2.20. 개정)

계열 학과(부) 신입
3학년
편입

합계

미래

·

문화

·

글로벌

리더십

소프트

웨어

디자인

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650 1,350 3,000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

디자인전공

미래인간

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

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커뮤

니케이션

학부

미디어영상

홍보전공

문화예술

경영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

부동산

학부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

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

항공경영

학부

관광레저

경영전공

항공·공항

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650 1,350 3,000

16. 2016학년도

계열 학과(부) 신입
3학년
편입

합계

미래IT

IT·

디자인

융합 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70 150 320콘텐츠디자인전공

미디어모바일전공

인문

사회

경영

계열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480 1,200 2,680

문화예술경영학과

NGO학과

사회

복지

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

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650 1,350 3,000

17. 2017학년도(2017.3.1 신설)

계열 학과(부) 신입
3학년
편입

합계

미래

IT

계열

IT·

디자인

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80 50 130시각미디어

디자인전공

인문

사회

경영

계열

후마니타스

학부

인문·고전전공

1,500 1,370 2,870

NGO·

시민정치전공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사회복지

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계열 학과(부) 신입
3학년
편입

합계

인문

사회

경영

계열

미국문화영어학과

1,500 1,370 2,870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580 1,420 3,000

18. 2018학년도(2018.3.1 신설)

계열 학과(부) 신입
3학년
편입

합계

미래

IT

계열

IT·

디자인

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10 50 160시각미디어

디자인전공

인문

사회

경영

계열

후마니타스

학부

인문·고전전공

1,390 1,450 2,840

NGO·시민정치전공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사회복지

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500 1,500 3,000

•학 칙Ⅷ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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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1학년도(2020.11.03. 신설)

계열 학과(부) 신입
3학년
편입

합계

미래

·

문화

·

글로벌

리더십

IT·디자

인융합

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600 1,400 3,000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

디자인전공

미래인간

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

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

리더십경

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

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

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

부동산

학부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

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

항공경영

학부

관광레저

경영전공

항공·공항

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600 1,400 3,000

<별지 서식1> (2010.05.07 개정)

<별지 서식2> (2010.05.07 개정)

•학칙_•장학 규정Ⅷ 부 록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부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전공) :   ○○○학과, ○○학사 

○○○학과, ○○학사 

부  전  공 : ○○○학과

○○○○년 ○월 ○○일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 ○ ○

학위등록번호 :경희사이버대○○○○(학)○○○○

제    호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와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전공) : ○○○학과(○○학사)

○○○○년 ○월 ○○일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 ○ ○

학위등록번호 :경희사이버대-학점○○○○-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본교’라 한

다)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사학위과정에 적용

하며, 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1.3.2., 

2014.2.13 개정)

제3조 (장학위원회)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

원 중에서 입학·학생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

다.(2018.2.12., 2019.6.27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하며 기획

재정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2005.6.27., 2013.2.27., 2018.2.12., 2019.6.27 개정)

④ 당연직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2018.2.12. 신설)

⑤ 장학위원회의 간사는 입학·학생처 장학팀장으로 한

다.(2005.6.27., 2018.2.12., 2019.6.27 개정)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심의 의결한다.(2018.2.12. 신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

을 들을 수 있다.(2018.2.12. 신설) 

⑧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2018.2.12. 개정)

       1. 장학정책의 수립

       2. 장학예산의 집행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교내장

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의 종류, 지

급기준 및 지급액은〔별표1〕과 같다.(2007.1.2, 2007.8.1, 

2008.2.29, 2011.3.2., 12.8, 2013.2.27., 2015.7.17., 

2016.3.1 개정)

② 외부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장학금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1. 장학생인 자가 학칙·학생생활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2. 휴학자

3. 성적경고자

4. 9학기 이상 등록자(성적우수장학)

제6조 (이중지급금지)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

급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

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5.6.27 개정)

제7조 (장학금 지급기한) 장학금 지급기한은 학기제로 한다. 

단, 장학내규에 의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 신청) 장학 공고에 따라 해당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부)장에게 제출한다.(2016.3.1. 

개정)

제9조 (장학추천) 각 학과(부)장은 접수된 장학금 신청자 중

에서 적격자를 입학·학생처장에게 장학생 후보자로서 

추천한다.(2005.6.27., 2016.3.1., 2019.6.27 개정)

제10조 (신청서류)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신청서

2. 보훈장학은 해당증명서 1통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

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3. 장학위원회 또는 학과(부)에서 정하는 서류(2016.3.1.

개정)

제11조 (신청기간) 장학금 신청은 최초 입학 시 입학서류를 

제출 마감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추천

에 의한 장학을 제외하고 보훈장학, 경희가족장학, 경희

복지장학, 장애인장학, 우정장학, 교직원장학은 재학 중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할 수 있다. (2019.5.10. 개

정)

제12조 (장학생 선발) 입학·학생처장은 장학 대상자 중에서 

적격자를 심사하여 배정 인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

생을 선발한다.(2019.6.27 개정)

제13조 (보고) 입학·학생처장은 장학생 명단을 장학위원

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부총장을 거쳐 총

장에게 일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2005.6.27., 

2019.6.27 개정)

제14조 (공고) 입학·학생처장은 학과(부)에서 추천하여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2005.6.27., 

2016.3.1., 2019.6.27 개정)

제15조 (등록) 장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

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칙) 본 규정에 없는 장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학내규 및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

로 간주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장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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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규정Ⅷ 부 록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경희복지장학[B]의 경우 2005학년도 포

함 이전의 입학생에 한하여 적용하되 15학점 수업료의 

20%를 지급하도록 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경희가족장학은 위 제4조 제1항〔별표1〕에 정

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대

한 적용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교직원장학 

지급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전학기 학

업성적에 대한 적용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관학협약장학 

지급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07.8.1, 2008.2.29, 2011.3.2, 12.8, 

2013.2.27.,2015.7.17., 2016.3.1, 2019.5.1. 개정), 

2020.11.26. 개정

○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총장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

교명예를 대내외에 선양

한 자로서 입학·학생처

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입시장학 입시장학 특전에 의한 자
입학년도 입시

요강에 의함

성적우수

장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3

이상이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소속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모범

장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3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하

고 타에 모범인 자로서 소

속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의 일부

특기

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

공분야 및 예체능계 분야

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

하여 학교명예를 선양한 

자로서 소속학과(부)장 및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로심사 후 지급

등록금의 일부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보훈

장학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

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

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

1. 보훈대상자, 직계자녀 

: 학교 50%, 국고 50%

2. 국가유공자 본인 : 

학교 100%

3.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 : 본인부담 50%, 

국고50%

4. 북한이탈주민 : 학교 

50%, 국고 50%

경희가족

장학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그

산하기관에 5년 이상 봉

직하는 교직원 및 교직원

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

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이 2.3 이상인자 (다만, 교

직원 본인은 재직년수 3

년 이상)

1. 본교, 경희학원,
경희대
: 등록금(입학금제
외) 전액
2. 의료원, 병설교 : 
학기당 수업료 70% 
감면
3.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본교 교직
원이 재직 중 입학
한 자녀
:등록금(입학금제
외)전액

경희복지

장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3 이상인 자로서 가

족 2인 이상 본교에 재학 중

이며 2인 이상이 동시에 등

록한 정규학기에 한하여 심

사 후 지급한다. (※ 가족범

위는 2촌 이내 동일세대원, 

분가하여 일가를 이룬 경우

에는 장학금 수혜불가)

2인 모두 학기당 수

업료 30% 감면

경희동문

장학

① 경희(여자)고등학교 졸

업(예정)자

② 경희대학교 및 경희호

텔, 간호전문대학에 재학

하였거나 졸업한 자

③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

④ 경희사이버대학교 졸업

(예정)한 자

⑤ 위 학교 출신 본인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 본인 : 입학 후 1

년간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 입학 후 1년

간 학기당 수업료 

20% 감면 

장애인

장학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

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 성

적이 평균 평점 2.3 이상

인 자

1. 장애우A(장애정도
가 심한 장애인) : 입
학금 면제, 학기당 수
업료 50% 감면
2. 장애우B(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특별

장학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

정된 자로서 소속학과 (부)장 

또는 입학·학생처장이 추

천한 자로 심사 후 지급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우정

장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3이상이고 국민기

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

경이 곤란한 자나 천재지

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자에

대해 심사 후 지급

1. 국민기초생활수
급권자 : 입학금 
면제, 학기당 수업
료 70% 감면
2. 차상위계층자 
: 입학금 면제, 학
기당 수업료 50% 
감면
3. 아동복지시설퇴
소자  : 입학금 면
제,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4.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정환경 곤
란자 : 별도책정

근로

장학

교내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서 근로하는 자
등록금의 일부

교직원

장학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3.0이상인 자로서 국

공립(사립 포함) 초·중·

고교 및 대학의 교원 및

직원

학기당 수업료 

30% 감면  

○ 기타 협약에 의한 장학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군위탁

장학
학·군 제휴 조건에 따름

협약내용에 

따름

산학협력

장학

학교-산업체간 제휴 조건

에 따름

국제교류

장학

NAKS, CEL 등 국제교류

협약에 따름

관학협약

장학

학교-관학협력지역 협약에

따름

대학교류

장학
대학 간 교류 협약에 따름

인재육성

장학

학교-고등학교간 협약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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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화번호안내_•캠퍼스 안내도Ⅷ 부 록

○ 학사 문의 (평일 09:00~17:30)

계열 학부(전공),학과안내 전화번호 팩스

미

래

·

문

화

·

글

로

벌

리

더

십

계

열

•IT·디자인융합학부 02-3299-8685

02-959-0837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2-3299-8641

- AI사이버보안전공 02-3299-8645

- ICT융합콘텐츠전공 02-3299-8631

- 산업디자인전공 02-3299-8618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02-3299-8616

•미래인간과학스쿨 02-3299-8650

02-3299-8829- 재난방재과학전공 02-3299-8659

- 공공안전관리전공 02-3299-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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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심리학과 02-3299-8628 02-959-0837

•사회복지학부 02-3299-8625

02-3299-8889

- 사회복지전공 02-3299-8634

- 노인복지전공 02-3299-8686

- 청소년·가족전공 02-3299-8686

- 아동·보육전공 02-3299-8638

•미디어문예창작학과 02-3299-8621

•스포츠경영학과 02-3299-8662 02-3299-8829

•실용음악학과 02-3299-8643 02-3299-8889

•일본학과 02-3299-8671 02-3299-8899

•중국학과 02-3299-8676 02-3299-8829

•미국문화영어학과 02-3299-8666 02-3299-8889

•한국어문화학과 02-3299-8654

02-959-0837
•한국어학과 02-3299-8648

•미디어영상홍보학과 02-3299-8674

•문화예술경영학과 02-3299-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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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경영학과 02-3299-8611 02-3299-8889

•세무회계학과 02-3299-8661 02-3299-8899

•금융부동산학부 02-3299-8636

02-3299-8889- 금융경제전공 02-3299-8610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02-3299-8683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02-3299-8646 02-3299-8899

•외식조리경영학과 02-3299-8664 02-959-0837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02-3299-8656

02-3299-8899 - 관광레저경영전공 02-3299-8656

 -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02-3299-8656

      •교양학부 02-3299-1317 02-3299-8844

○ 학생 상담 문의 (평일 09:00~17:30)

부서 전화번호 팩스

학생상담센터 02-3299-8700 02-3299-8869

○ 입학 문의 (평일 09:00~17:30)

부서 전화번호 팩스

입학·학생처 02-959-0000 02-3299-8759

○   장학, 학자금대출 문의 (평일 09:00~17:30)

부서 전화번호 팩스

입학·학생처 02-3299-8758 02-3299-8759

○   학생증 발급, 도서관, 경희의료원 문의 (평일 09:00~17:30)

부서 전화번호 팩스

입학·학생처 02-3299-8754 02-3299-8759

중앙도서관 02-961-0074 02-961-9555

경희의료원 02-958-2997 02-958-9685

○ 등록금 납부 및 납입증명서 문의 (평일 09:00~17:30)

부서 전화번호 팩스

사무처 02-3299-8776 02-3299-8799

○   온라인 비학위과정 프로그램(평일 09:00~17:30)

부서 전화번호 팩스

사회교육원 02-3299-8891~3 02-966-8794

○ 장애학생 지원 문의 (평일 09:00~17:30)

부서 전화번호 팩스

장애학생지원센터 02-3299-8753 02-3299-8759

○   지역학습관 이용 문의

부서 전화번호 비고

입학·학생처 02-3299-8752 평일 09:00~17:30

당직실 02-3299-8700
평일17:30~22:00

주말09:00~22:00

 ※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생 자치활동 관련 문의 (평일 09:00~17:30)

부서 전화번호 팩스

총학생회실 02-3299-8589 02-3299-8869

○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표 전화 : 02-3299-8700 

(매일 09:00~22:00)

※ 설날, 추석 등 공휴일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전화번호 안내

평화의 전당

중앙도서관

크라운관

경희사이버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청운관

본  관

정  문

국립산림과학원 KAIST 서울캠퍼스

홍릉로25길

제기로

회기로

청
량

리
역

방
향

 →

회기역방향 →← 고려대역방향 세종대왕기념관
삼거리

제
기
로
1
7
길

홍
릉
로

영휘원

숭인원

수림아트
센터

홍릉유치원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KOCCA 콘텐츠 
문화광장

콘텐츠 
인재캠퍼스

매표소

세종대왕
기념관

경희사이버대학교
아카피스관

홍릉근린공원

1. 경희사이버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2. 경희사이버대학교 아카피스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91)

캠퍼스 안내도(Campus Map)

구분 위치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기획재정처 / 교무처 / 글로벌·대외협력처 / 미디어개발처 / 입학·학생처 / 사무처  

학생상담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 커뮤니케이션센터 / 교수학습지원센터

네오

르네상스관

학부(전공)

/

학과

미래
·
문화
·

글로벌리더십

계열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AI사이버보안전공 /

ICT융합콘텐츠전공 / 산업디자인전공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 NGO사회혁신학과 /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 노인복지전공 / 청소년·가족전공 / 아동·보육전공)

미디어문예창작학과 / 스포츠경영학과 / 실용음악학과

일본학과 / 중국학과 / 미국문화영어학과 / 한국어문화학과 / 한국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 글로벌경영학과 /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 외식조리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교양학부 교양학부

대학원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 관광레저항공MBA 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 / 글로벌한국학전공 /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행정부서 및 부속·부설연구기관 미디어개발처 (시스템운영개발팀) / 사회교육원 / 미래고등교육연구소
아카

피스관



2021학년도 경희사이버대학교 요람

2021년 2월  22일 인쇄

2021년 3월  01일 발행

발행인 ： 변창구

발행처 ： 경희사이버대학교

편 집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처

주 소 ： 우)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 화 ： 02) 3299-8745

팩 스 ： 02) 3299-8529

제 작 ： 청솔디자인 02) 966-1495




